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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웹서비스에 기반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명세하기 위한 표기법을 정

의한다. 이 표기법은 ‘ 웹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실행언어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BPEL4WS)’ 라 불린다. BPEL4WS 에 포함된 프로

세스들은 웹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내보내고 받

아들인다.  

 

2. 참조권고 및 표준 

 

2.1 국제표준(권고) : BPEL4WS 1.1 

2.2 국내표준 : 없음. 

2.3 기타  

 

3. 국제표준(권고)과의 비교 

 

3.1 국제표준(권고)과의 관련성 

 

본 표준은 웹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술하기 위한 모델링 

언어 표기법을 정의한 것으로 BPEL4WS1.1 버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본 표

준은 WSDL1.1 표준, XML Schema 1.0 표준 그리고, Xpath 1.0 의 틀 위에서 정의된

다. WSDL 메시지와 XML 스키마 형식 정의는 본 표준의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며 XPath 는 본 표준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본 표준의 모든 외부 자원과 파트너들은 WSDL 의 서비스로 표현이 된다. 특히, 

XPath 와 XML 처리에 사용되는 표준, 그리고 이들 표준의 추후 버전에 대해서 본 

표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2 상기 국제표준(권고)등에 대한 추가사항 

 

3.2.1 선택항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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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National Matter 항목 : 없음 

3.2.3 기타항목 : 없음 

 

3.3 참조한 국제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장 구성 비교표 

 

본 표준은 BPEL4WS 표준 명세서의 목차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여 작성되었다. 

 

4. 지적 재산권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적합인증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6. 표준의 이력 

 

판수 제 개정일 개정판 내용 

제 1 판 2004. 12.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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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Objective 

 

This document defines a notation for specifying business process behavior 

based on Web Services. This notation is called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for Web Services(abbreviated to BPEL4WS in the rest of this 

document). Processes in BPEL4WS export and import functionality by using 

Web Service interfaces exclusively. 

 

2. Normative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2.1 International Standards: BPEL4WS 1.1 

2.2 Domestic Standards: None 

2.3 Others : None 

 

3. Comparison to international standards 

 

3.1 The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tandard specification, which aims at defining modeling language for 

describing business processes, is based on BPEL4WS 1.1. BPEL4WS is layered 

on top of several XML specifications: WSDL 1.1, XML Schema 1.0, and 

XPath1.0. WSDL messages and XML Schema type definitions provide the data 

model used by BPEL4WS processes. XPath provides support for data 

manipulation. All external resources and partners are represented as WSDL 

services. BPEL4WS provides extensibility to accommodate future versions of 

these standards, specifically the XPath and related standards used in XML 

computation.  

 

3.2 Additional requirement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3.2.1 Options :  None 

3.2.2 National Matter item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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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Others :  None 

 

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ne 

 

5. Requirements for conformance and certification 

 

None 

 

6.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4. 12. 23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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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Introduction) 

 
웹서비스의 목적은 웹표준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간의 일반적인 상호운영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 웹서비스는 B2C, B2B와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를 포함하는 다

양한 도메인에 존재하는 이기종 시스템의 유연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느슨한 결합에 의

한 통합모델을 사용한다. 다음의 기본적인 명세서는 원래 웹서비스 영역을 정의하여왔다: 

SOAP, 웹서비스기술언어(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WSDL),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UDDI). SOAP은 기본적인 서비스 상호운영을 위

한 XML메시징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WSDL은 서비스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방식을 

소개한다. UDDI는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공표하고 이를 찾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표준명세서들은 어플리케이션이 느슨하게 결합된, 플랫폼에 독립적인 모

델을 따르면서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스템 통합은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단순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능력 이상을 요구한

다.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웹서비스의 충분한 잠재력은 어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표준 프로세스 통합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합할 수 있을 때 달

성된다. WSDL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상호작용모델은 근본적으로 동기화되거나 상

호연관이 없는 비동기적 상호작용의, 상태정보가 없는 모델이다. 비즈니스 상호작용을 위한 

모델은 전형적으로 두 개이상의 상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태정보가 유지되고 오래 지속

되는 상호작용을 가진 P2P (peer-to-peer), 동기와 비동기 메시지 교환의 순서를 가정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상호작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메시지 교환 프로토콜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토콜의 정의는 내부적인 구

현에 대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해당 프로토콜에 포함된 각 주체들의 상호 확인 가능한 

메시지 교환을 기술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부적인 혹은 사적인 측면으로부터 비즈니스 프로

세스 행위의 공적인 측면을 분리하는 데는 두 가지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나는 비즈

니스에 있어 그들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데이터 관리를 상대방에게 드러내기를 명백하게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앞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적인 프로세스를 공적인 

프로세스와 분리하는 것이 공적인 비즈니스 프로토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프로세스 구

현의 사적인 측면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비즈니스 프로토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방식으로 기술되어야 하고 기업간의 비즈니스 중요

성을 가지는 모든 행위적인 측면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 참여자는 기업간 자동화

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드는 어려움을 가중 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동의과정에 흔들

리지 않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일치성에 대한 이해와 계획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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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프로토콜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실행가능한 프로세스를 기술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개념들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비즈니스 프로토콜은 반드시 데이터에 종속적인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급-사슬 프로토콜은 주문에서 라인 항목의 수, 주문에서 전체 값, 배송기한 등에 

종속적이다. 

•  회복절차를 포함한 예외적인 상황과 그 결과를 명세하는 능력은 적어도 모든 것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경우에서 행위를 정의하는 능력만큼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

로토콜에 대하여 중요성을 가진다. 

•  오래 지속되는 상호작용은 각자가 자신의 데이터 요구사항을 가지는 다수의, 종종 

중첩되는 작업의 단위들을 포함한다. 비즈니스 프로토콜은 종종 다양한 수준에서의 

작업 단위의 산출에 대한 파트너간 협동을 요구한다. 

만일 우리가 기업간의 비즈니스 프로토콜에 대한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려면, 

실행가능한 언어를 연상케하는 많은 특성들을 가진 풍부한 프로세스 기술의 표기법들을 필

요로 한다. 공적인 메시지 교환 프로토콜과 실행가능한 내부 프로세스간의 주요한 차이는 

내부 프로세스가 공적인 프로토콜에서는 기술될 필요가 없는 사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

리한다는 점이다.  

비즈니스 프로토콜의 데이터 처리 측면에 대하여 생각할 때, 통신망 프로토콜과의 공통점을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통신망 프로토콜은 선을 타고 흐르는 프로토콜 내부의 내용과 

형식을 정의하며, 그들이 기술하는 프로토콜의 행위는 이러한 내부의 데이터에 의해서만 유

도된다. 즉, 프로토콜-관련 데이터와 ‘수익부담’데이터간에는 확연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프로토콜-관련 데이터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삽입되는 경향이 있어

서 비즈니스 프로토콜에서는 훨씬 덜 명확한 기준을 가진다.  

BPEL4WS는 메시지에 삽입된 프로토콜-관련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하여 메시지 속성에 대

한 표기법을 사용한다. 속성은 내부적/사적 기능들이 사용하는 ‘불투명한’ 데이터에 대한 반

대의 개념으로 공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투명한 데이터로 보여진다. 불투명한 데이터가 주로 

백엔드 시스템에 대해서 주요하게 작용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불투명함으

로 인해 비결정론을 생성함으로써만 비즈니스 프로토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투명한 데이

터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적인 비즈니스 프로토콜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비즈니스 프로

토콜의 행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데이터도 투명해야하고 따라서 하나의 속성

으로 보여야 함을 원칙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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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데이터의 보이지 않는 영향은 비즈니스 프로토콜에 포함된 서비스의 행위에 있어 

비결정론을 통하여 명확해진다. 구매 프로토콜의 예를 고려해보자. 판매자는 구매 주문을 

받고 상품의 가용성, 구매자의 신용을 포함한 여러 기준에 근거하여 접수 혹은 거부의 응답

을 보낸다. 명확하게, 의사결정 과정은 불투명하지만, 의사결정의 사실은 외부 비즈니스 프

로토콜에서 행위 대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즉, 프로토콜은 판매자의 서비스의 행위에서 

일종의 스위치처럼 작동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지만,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비결정적이다. 

이러한 비결정론은 메시지 속성에 주로 가능한 값의 열거된 집합으로부터 비결정적인 혹은 

불투명한 값을 할당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모델링 될 수 있다. 이 속성은 실제 의사결정과

정을 드러내지 않고 행위적인 대안을 알아내는 조건적인 행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BPEL4WS는 명백하게 사적인 측면을 감추는 동안 공적인 행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하여 비결정적인 데이터 값의 사용을 허용한다.  

BPEL4WS의 기본적인 개념은 두 가지 방식 중의 하나로 적용될 수 있다. BPEL4WS 프로

세스는 추상 프로세스의 개념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토콜의 역할을 정의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공급-사슬 프로토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각자의 추상 프로세스를 가진 두개의 

구분된 역할이다. 그들의 관계는 전형적으로 파트너 링크로 모델링된다. 추상 프로세스는 

모든 BPEL4WS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비즈니스 프로토콜의 공적인 측면을 기술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상화의 수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접근한다. 특히, 추상프로세스

는 프로토콜 관련 데이터만을 처리한다. BPEL4WS는 프로토콜-관련 데이터를 메시지 속성

으로 식별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또한, 추상 프로세스는 행위의 사적 측면을 감추기 위해 

비결정적인 데이터값을 사용한다.  

BPEL4WS을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프

로세스의 논리와 상태는 각 비즈니스 파트너들에서 행해지는 웹서비스 상호작용의 본성과 

절차를 결정하고, 따라서 상호작용의 프로토콜을 결정한다. BPEL4WS프로세스 정의가 사적

인 구현의 측면에서는 완벽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 해당 언어가 웹서비스 자원과 XML

데이터에 배타적으로 종속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이식가능한 실행 형식을 효과적으

로 정의한다. 또한, 그러한 프로세스는 그들의 파트너와 호스팅 환경의 구현에 사용되는 지

원가능한 플랫폼 또는 프로그래밍 모델에 상관없는 일관된 방식으로 실행 및 상호작용한다. 

비록 사적인 구현 측면이 플랫폼에 종속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곳에서도, 기본적인 개념모델

의 연속성은 프로토콜의 의도와 구조를 유지하는 동안 프로세스 혹은 역할 템플릿으로 비즈

니스 프로세스에 삽입된 공적 측면을 내보내고 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일 것 같다. BPEL4WS는 기업간 자동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자동화의 수준을 현격히 증가시키는 도

구나 다른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앞의 내용은 웹서비스의 잠재성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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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측면에서 BPEL4WS의 사용을 위한 가장 매력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우리는 비즈니스 프로토콜 기술의 두 가지 사용패턴과 실행가능한 비즈니스 프로

세스 기술은 프로세스 기술 개념의 공통적인 핵심사항을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본 표준명

세서에서 우리는 두가지 사용 패턴에 대하여 필요한 확장부분을 핵심개념과 명확하게 구분

한다. BPEL4WS 표준 명세서는 공통의 핵심사항에 집중하고 각 사용 패턴에 대해 요구되는 

본질적인 확장만을 추가한다.  

BPEL4WS는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에 관여된 파트너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비즈

니스 프로세스의 행위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모델과 문법을 정의한다. 각 파트너와의 상호작

용은 웹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발생하며, 인터페이스 수준에서의 관계가 가지는 구조

는 소위 파트너 링크에 포함되어 있다. BPEL4WS 프로세스는 이러한 파트너들과 관련된 다

수의 서비스 상호작용이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조정되는지와 이러한 조

정에 필요한 논리를 정의한다. BPEL4WS는 또한 비즈니스 예외와 처리 실패와 같은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BPEL4WS는 프로세스내의 개별 혹은 복

합 단위업무들이 예외가 발생하거나 파트너가 환원을 요구할 때 어떻게 보상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도입한다.  

BPEL4WS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XML관련 표준 명세서의 틀 위에 위치한다: WSDL 1.1, 

XML Scehma 1.0, 그리고 Xpath 1.0. WSDL 메시지와 XML 스키마 형식 정의는 

BPEL4WS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모델을 제공한다. XPath는 데이터 조작에 대한 지

원을 제공한다. 모든 외부 자원과 파트너들은 WSDL서비스로 표현된다. BPEL4WS은 특히, 

XPath와 XML처리에 사용되는 표준, 그리고 이러한 표준의 추후 버전을 위한 확장성을 제

공한다.  

2. 표기법(Notational Convention)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MUST”, “MUST NOT”, “REQUIRED”, “SHALL”, “SHALL NOT”, 

“SHOULD”, “SHOULD NOT”, “RECOMMENDED”, “MAY”, AND “OPTIONAL”과 같은 키워

드는 RFC2119[13]에 기술된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양식 “some-URI”의 네임스페이스 URI는 RFC2396 [14]에 정의된 바와 같은 어

플리케이션에 종속적이거나 문맥에 종속적인 URI를 표현한다. 

본 표준 명세서는 다음을 따르는 XML요소의 XML문법을 기술하는데 비공식적인 구문을 사

용한다.  

•  구문은 XML 인스턴스에 보이는 대로이지만, 그 값은 값대신 데이터의 형식을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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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굵은체의 문법은 해당 문서의 이전에는 도입된 적이 없거나 예제에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경우이다.  

•  <-- 설명 --> 은 다른 네임스페이스( XSD에 있는 다른 네임스페이스의 ##처럼)로부

터 온 엘리먼트에 대한 표기이다. 

•  문자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리먼트, 속성, 그리고 <!-- 설명 -->에 부가된

다: "?" (0 or 1), "*" (0 or more), "+" (1 or more). 문자 “ [“ 와 “ ]” 는 포함된 항목

이 “ ?” , “ *” ,또는 “ +” 문자와 그룹으로 처리되어야함을 말한다. 

•  구문적으로 대안이 됨을 의미하는 엘리먼트와 속성은 “ |” 에 의하여 분리되며 

“ (“ 와 “ )” 에 의하여 그룹된다. 

•  XML 네임스페이스 접두사(아래에 정의된)는 해당 엘리먼트의 네임스페이스가 정의되

어 있음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  <?xml로 시작하는 예는 본 표준명세서에 일치하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다

른 예들은 부분조각이며 완성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XSD 스키마와 WSDL 정의는 공식적인 문법의 정의[xml-schema1][WSDL]대로 제공된다. 

 

3. WSDL과의 관계(Relation with WSDL) 

 

BPEL4WS는 다음과 같은 XML기반 표준 명세서에 종속되어 있다: WSDL 1.1, XML 

Scehma 1.0, XPath 1.0, 그리고 WS-Addressing. 

이들 가운데, WSDL 은 BPEL4WS 언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BPEL4WS 프로세스 

모델은 WSDL 1.1 에 정의된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BPEL4WS 프로세스모델의 

핵심에는 WSDL 에 기술된 서비스간의 P2P 상호작용의 표기법이 있다. 프로세스와 그 

파트너들은 WSDL 서비스로 모델링 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인스턴스와 

파트너들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정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BPEL4WS 프로세스 정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WSDL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한다. 

그리고, 웹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한 파트너와 자원에 적합한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상호작용과 행위에 대한 기술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BPEL4WS 는 상호작용에서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 준수되어지는 메시지 교환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BPEL4WS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의는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추상메시지 

내용과 배치정보간의 분리에 대한 WSDL 의 모델을 따른다. 특히, BPEL4WS 프로세스는 

모든 파트너와 이들 파트너의 상호작용을 추상 WSDL 인터페이스(포트타입(portTyp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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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의 용어로 표현한다. 프로세스 인스턴스에 의해 사용되는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참조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SDL 의 추상 부분은 구체적인 바인딩에 의해 지원되는 의사소통에 

부여되는 제약은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BPEL4WS 프로세스는 모든 가능한 바인딩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파트너 서비스에 관련된 행위를 정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바인딩이 BPEL4WS프로세스 정의에 대하여 무효한 경우도 있다.  

BPEL4WS 프로세스는 그들 모두를 아우르는 고유한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행위를 유지하는 

동안 다른 방식과 다른 시나리오로 배치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정의이다. 

BPEL4WS프로세스의 배치를 기술하는 것은 본 표준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남을 밝혀둔다. 

WS-Addressing[16]에 대한 종속성은 웹서비스의 엔드포인트 참조-이러한 참조는 웹서비스의 

매우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다-에 대하여 사적인 BPEL4WS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4. BPEL4WS 1.0과 달라진 점(What Changed from BPEL4WS1.0) 

BPEL4WS 1.1 표준 명세서는 BPEL4WS 1.0[15]의 진전된 버전이다.  1.1 버전은 다섯 명의 

새로운 저자가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관점과 깊은 산업의 경험을 제시한다. 그들의 공헌은 

본 버전에 여러가지로 진전을 반영시켜주었다. 

 

4.1.1 핵심 개념(Core Concepts Clarification) 

우리는 비즈니스 프로토콜 기술의 두 가지 사용 패턴과 실행가능한 비즈니스 프로토콜 

기술이 프로세스 기술 개념의 공통적인 핵심을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표준 명세서의 

1.1 버전에서 우리는 두가지 사용 패턴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확장개념으로부터 핵심 

개념을 구별한다. 실행가능한 프로세스를 위한 확장과 비즈니스 프로토콜을 위한 확장은 본 

명세서의 끝부분의 별도 섹션에 정의하였다. 확장개념으로부터 핵심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조합가능한 방식으로 정의된 특정 사용 패턴을 위해 요구되는 특징을 허용한다. 더욱 

확장된 개념이 본 표준 명세서의 사용이 계속됨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가능하다. 

 

4.1.2 용어의 변경(Terminology Changes) 

다음과 같은 용어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  서비스 링크는 이제 파트너 링크라고 불린다. 

•  서비스 링크 타입은 이제 파트너 링크 타입이라 불린다. 

•  서비스 참조는 이제 엔드포인트 참조라 불린다. 

•  컨테이너는 이제 변수라 불린다. 

링크가 비즈니스 관계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회화식의 인터페이스라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의 partner 엘리먼트의 partnerLink 로 대체한 것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구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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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용어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되었다. 비즈니스 관계를 반영하는 partner 

엘리먼트가 다음 섹션에 설명된 대로 첨가되었다.  

 

4.1.3 특징의 변경(Feature Changes) 

다음과 같이 변경이 이루어졌다. 

•  종료(terminate) 단위업무는 이제 실행가능한 프로세스로 엄격하게 한정된다. 

•   Partner Link Type Roles이 이제 하나의 WSDL portType으로 한정된다. 

•  새로운 partner 엘리먼트가 기대되는 비즈니스 기업 관계에 기반하여 Partner Links 의 

그룹핑을 허용하기 위하여 추가되었다. 

•  엔드포인트 참조(이전에는 서비스 참조였음)는 이제 WS-Addressing[16]에 주어진 

대로 정의된다. 

•   메시지 속성은 이제 간단한 형식에만 제한된다. 

•   추상 프로세스에서의 웹서비스 상호작용은 이제 내향(inbound)과 외향(outbound) 

메시지 데이터를 위한 변수에 대한 참조를 생략하기 위해서 허용된다. 

•  추상 프로세스에서 불투명한 할당은 이제 불린 변수와 간단하지만 외향 형의 

변수를 타겟으로 하게 될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의미론은 GUID 와 비슷한 

유일한 값의 생성을 필요로 한다.  

•  변수를 정의하기 위한 구문은 세가지의 상호 배타적인 속성 메시지형식, 형식, 

그리고 엘리먼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되어 왔다. 첫번째는 WSDL 메시지 

형식정의를 가리킨다. 두번째는 XML 스키마의 간단한 형식을 가리킨다. 세번째는 

XML 스키마 글로벌 엘리먼트 정의를 가리킨다. 이것은 WSDL 메시지 형식과는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는 변수를 허용한다. 메시지형식을 사용하여 정의된 변수만이 

메시징 연산에서 입력 혹은 출력 타겟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인라인 WSDL 메시지 형식을 제공하는 능력은 이러한 특징을 사용하는 것의 방대한 

대다수의 경우가 XML 스키마와 글로벌 엘리먼트의 사용으로 대체될 것이므로 

배제되어 왔다. 

•  상호연관 집합은 유일함에 대한 요구사항에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같은 파트너, 

포트 형식, 연산과 상호연관집합을 가진 경우라면 두드러진 두개의 웹서비스 

상호작용을 가지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  

•  단위업무의 종료의 경우, 종료가 허용되면서라기 보다는 순간적으로 종료됨으로써 

단위업무의 대기(wait), 응답(reply)과 호출(invoke)은 수신(receive)에 부가된다.  

•  결함이 있는 데이터를 잡아두기 위한 잡기(catch) 핸들러에서 faultVariable 속성의 

값으로 제공되는 변수가 관련 범위(scope)로부터 상속되었다기보다 결함 핸들러에 

포함되었다. 

•  변수와 상호연관 집합은 이제 전체 프로세스보다는 로컬범위와 연결된다. 이것은 

변수에 대한 가시성과 수명에 대한 더 쉬운 관리, 그리고 반복적인 행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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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관을 가지는 다수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로컬 상호연관 집합의 반복적인 

초기화를 가능케 한다. 

•  이벤트 핸들러는 프로세스와 범위가 프로세스나 범위의 메인 단위업무와 함께 외부 

이벤트와 요청을 동시에 받을 준비를 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범위들과 연결될 수 

있다.  

•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은 본 버전을 통해 그러한 방향을 정의하게 될 공식적인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시발점을 형성한 후로 없어졌다. 

5. 핵심 개념과 사용 패턴(Core Concepts and Usage Patterns) 

 

개요부분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는 비즈니스 프로토콜 기술에 대한 두가지의 사용패턴과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이 프로세스 기술 개념에 대한 공통의 핵심을 

요구한다고 믿는다. 본 명세서에서 우리는 특히 두가지 사용패턴에 요구되는 확장으로부터 

핵심개념을 명백히 구분한다. BPEL4WS 표준 명세서는 공통의 핵심사항을 정의하는데 집중 

되어 있으며, 각 사용패턴에 요구되는 본질적인 확장만을 추가한다. 이러한 확장은 별도의 

섹션(실행가능한 프로세스에 대한 확장과 비즈니스 프로토콜에 대한 확장)에 기술되어 있다. 

많은 경우에, 환경의 특정한 조합에서 프로세스의 행위는 (예를 들면 변수가 

초기화되기전에 사용되는 등과 같은 행위) 정의되지를 않는다. 핵심개념의 정의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런 경우의 의미론이 정의되지 않았음을 언급한다. 

BPEL4WS 는 표준을 따르는 구현들이 의미론을 정의하지 않았는지도 모를 프로세스를 

찾아내고 거부하는 정적인 분석을 행하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인다. 그러한 분석은 분명히 비관적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용 또는 어떤 

사용의 경우에 정의되지 않은 의미론을 가진 상황을 만들지 않는 프로세스의 사용은 피할 

것이다.  

BPEL4WS 에 대한 실행가능한 사용패턴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의미론의 상황은 항상 

BPEL4WS 네임스페이스에서의 표준 결함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들은 본 명세서의 

실행가능한 프로세스에 대한 확장부분에 기술될 것이다. 그러나, BPEL4WS 가 그것의 핵심 

제어 의미론, 다시말해서, bpws:forcedTermination 과 pbws:joinFailure 의 두 표준 내부 결함을 

사용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들은 BPEL4WS 의 핵심개념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두 개의 표준 결함이다. 물론, WSDL 의 portType 정의에서 웹서비스 호출동안 

명세된 결함의 발생은 핵심개념에서도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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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하기(Defining a Business Process) 

6.1 초기 예제(Initial Example)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조를 자세히 기술하기 전에, 본 섹션은 구매주문을 처리하는 

BPEL4WS 프로세스의 간단한 예를 제시한다. 그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와 본 언어의 

기본적인 개념의 일부를 소개하는데 있다.  

프로세스의 연산은 매우 간단하고, 다음 그림에 표현되어 있다. 점선은 순서를 표현한다. 순

서에 대한 그룹핑은 동시에 발생하는 단위업무이다. 실선의 화살표는 동시에 발생하는 단위

업무간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되는 제어 링크이다. 이것이 BPEL4WS 프로세스에 대한 확정

적인 그래프 표기법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밝힌다. 이해를 돕기위해 비공식적으로 사용된 것

이다.  

고객으로부터 구매주문을 받은 직후, 프로세스는 세 개의 업무를 동시에 초기화한다: 주문

에 대한 최종 가격을 계산하고, 선적회사를 고르고, 생산과 주문의 선적을 위한 스케줄링을 

한다. 해당과정의 일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반면, 세가지 업무 간의 제어 및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한다. 특히, 선적에 대한 가격은 가격의 계산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며, 선적일

은 스케줄의 수행을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게 된다. 세가지 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송장 처

리가 진행 될 수 있으며, 송장이 고객에게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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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의해 제시된 고객에게로의 WSDL portType(purchaseOrderPT)가 다음의 WSDL

문서에 보여주고 있다. 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WSDL정의는 간단화하

기 위해 같은 WSDL문서에 포함하였다. 특히, 가격계산, 선적사 선택, 생산 스케줄링기능을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위한 portType이 같은 곳에 포함되어 있다. WSDL문서에는 어떠한 바

인딩이나 서비스 엘리먼트가 없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BPEL4WS프로세스는 해당 프로세스

에 포함된 서비스들의 portType만을 참조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정의하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다중 배치를 위해서 비즈

니스 프로세스들의 재사용을 허용한다. 

WSDL문서의 마지막에 포함된 파트너 링크 형식은 구매주문 서비스와 상호작용을 하는 파

트너의 각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표현한다(파트너 링크 형식, 파트너 링크, 엔드포인트 참조

부분을 보기 바람). 파트너 링크 형식은 BPEL4WS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그 서비스들의 하

나 혹은 그이상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들 서비스들 간의 종속성을 표현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각 파트너 링크 형식은 두개의 역할 이름까지를 정의하며, 각 

역할이 상호작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해야하는 portType을 나열한다. 본 예제에

서는 해당 서비스 상호작용에서 한쪽 파트너가 모든 호출 연산을 제공하므로 두 개의 파트

너 링크 형식, “purchasingLT”와 “schedulingLT”가 하나의 역할을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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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ingLT” 파트너 링크는 프로세스와 요청하는 고객간의 연결을 표현하며, 여기서 구

매주문 서비스 만이 서비스 연산(“sendPurchaseOrder)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schedulingLT” 파트너 링크는 구매주문 서비스와 스케줄링 서비스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하

며, 후자의 연산만이 호출된다. 두개의 다른 파트너 링크 형식, “invoicingLT”와 

“shippingLT”는 송장 계산의 사용자와 선적서비스의 사용자가 모두 비동기적으로 보내어져

야하는 비동기적 통지를 가능케하는 콜백연산(“invoiceCallbackPT”와 

“shippingCallbackPT” portType)을 제공 해야 하기 때문에 두개의 역할을 정의한다. 

  

<definitions targetNamespace="http://manufacturing.org/wsdl/purchase" 
 xmlns:sns="http://manufacturing.org/xsd/purchase" 
 xmlns:pos="http://manufacturing.org/wsdl/purchase"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xmlns="http://schemas.xmlsoap.org/wsdl/" 
 xmlns:plnk="http://schemas.xmlsoap.org/ws/2003/05/partner-
link/"> 
<import namespace="http://manufacturing.org/xsd/purchase" 
 location="http://manufacturing.org/xsd/purchase.xsd"/> 
<message name="POMessage"> 
 <part name="customerInfo" type="sns:customerInfo"/> 
 <part name="purchaseOrder" type="sns:purchaseOrder"/> 
</message> 
<message name="InvMessage"> 
 <part name="IVC" type="sns:Invoice"/> 
</message> 
<message name="orderFaultType"> 
 <part name="problemInfo" type="xsd:string"/> 
</message> 
<message name="shippingRequestMessage"> 
 <part name="customerInfo" type="sns:customerInfo"/> 
</message> 
<message name="shippingInfoMessage"> 
 <part name="shippingInfo" type="sns:shippingInfo"/> 
</message> 
<message name="scheduleMessage"> 
 <part name="schedule" type="sns:scheduleInfo"/> 
</message> 
 
<!-- portTypes supported by the purchase order process --> 
<portType name="purchaseOrderPT"> 
 <operation name="sendPurchaseOrder"> 
  <input message="pos:POMessage"/> 
  <output message="pos:InvMessage"/> 
  <fault name="cannotCompleteOrder" 
   message="pos:orderFaultType"/> 
 </operation> 
</portType> 
<portType name="invoiceCallbackPT"> 
 <operation name="sendInvoice"> 
  <input message="pos:InvMessage"/> 
 </operation> 
</portType> 
<portType name="shippingCallbackPT"> 
 <operation name="sendSchedule"> 
  <input message="pos:scheduleMessage"/> 
 </operation> 
</por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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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Type supported by the invoice services --> 
 
<portType name="computePricePT"> 
 <operation name="initiatePriceCalculation"> 
  <input message="pos:POMessage"/> 
 </operation> 
 <operation name="sendShippingPrice"> 
  <input message="pos:shippingInfoMessage"/> 
 </operation> 
</portType> 
 
<!-- portType supported by the shipping service --> 
 
<portType name="shippingPT"> 
 <operation name="requestShipping"> 
  <input message="pos:shippingRequestMessage"/> 
  <output message="pos:shippingInfoMessage"/> 
  <fault name="cannotCompleteOrder" 
  message="pos:orderFaultType"/> 
 </operation> 
</portType> 
 
<!-- portType supported by the production scheduling process --> 
 
<portType name="schedulingPT"> 
 <operation name="requestProductionScheduling"> 
  <input message="pos:POMessage"/> 
 </operation> 
 <operation name="sendShipingSchedule"> 
  <input message="pos:scheduleMessage"/> 
 </operation> 
</portType> 
 
<plnk:partnerLinkType name="purchasingLT"> 
 <plnk:role name="purchaseService"> 
  <plnk:portType name="pos:purchaseOrderPT"/>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plnk:partnerLinkType name="invoicingLT"> 
 <plnk:role name="invoiceService"> 
  <plnk:portType name="pos:computePricePT"/> 
 </plnk:role> 
 <plnk:role name="invoiceRequester"> 
  <plnk:portType name="pos:invoiceCallbackPT"/>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plnk:partnerLinkType name="shippingLT"> 
 <plnk:role name="shippingService"> 
  <plnk:portType name="pos:shippingPT"/> 
 </plnk:role> 
 <plnk:role name="shippingRequester"> 
  <plnk:portType name="pos:shippingCallbackPT"/>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plnk:partnerLinkType name="schedulingLT"> 
 <plnk:role name="schedulingService"> 
  <plnk:portType name="pos:schedulingPT"/>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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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다음에 정의된다. 이 프로세스 정의에는 네가지의 

주요 섹션이 있다.  

•  <variable>섹션은 WSDL 메시지 형식, XML 스키마의 간단한 형식, 또는 XML 스키마 

엘리먼트의 용어로 그들 정의를 제공하면서, 프로세스에 의해 사용되는 데이터 

변수를 정의한다.  

•  <partnerLinks> 섹션은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상호작용하는 서로 다른 상대편들을 정의한다. 여기에 보여지는 네가지의 

partnerLink 들은 가격의 제공자(invoicingProvider)뿐 아니라, 주문의 전송자(customer), 

선적(shippingProvider), 그리고 제조 스케줄링 서비스(schedulingProvider)에 해당한다. 

각 파트너 링크는 파트너 링크 형식과 역할의 이름으로 특징 지워 진다. 이 정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관계에 대한 파트너 서비스, 즉 구매주문 프로세스와 

파트너에 의해 구현될 필요가 있는 portType 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기능을 

식별한다.  

•  <faultHandlers>섹션은 할당과 승인 서비스의 호출로부터 발생하는 결함의 결과로 

수행되어야 하는 단위업무를 정의하는 결함 핸들러를 가지고 있다. BPEL4WS에서는 

내부적이든 혹은 서비스호출로부터 온 것이든, 모든 결함은 주어지는 이름에 의하여 

식별된다. 특히, 각 WSDL 결함은 적절한 portType 과 결함 및 결함의 별칭이 

정의되어 있는 WSDL 문서의 타겟 네임스페이스에 의해 형성된 주어진 이름에 

의하여 BPEL4WS 에서 식별된다. 그러나, WSDL1.1 에서 결함 이름은 연산이 정의된 

네임스페이스안에서 유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통의 이름을 공유하는 모든 

결함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두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심각한 WSDL 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BPEL4WS 은 향후의 WSDL 버전이 더 훌륭한 결함 이름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결함에 대한 단일한 이름 모델을 제공한다.  

•  나머지 프로세스 정의는 구매 요청을 핸들링하기 위한 평범한 행위의 기술을 

포함한다. 해당 기술의 주요 엘리먼트는 프로세스 정의 다음에 오는 섹션에 

설명되어 있다.  
 

<process name="purchaseOrderProcess" 
 targetNamespace="http://acme.com/ws-bp/purchase" 
 xmln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process/" 
 xmlns:lns="http://manufacturing.org/wsdl/purchase"> 
 
<partnerLinks> 
 <partnerLink name="purchasing" 
  partnerLinkType="lns:purchasingLT" 
  myRole="purchaseService"/> 
 <partnerLink name="invoicing" 
  partnerLinkType="lns:invoicingLT" 
  myRole="invoiceRequ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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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erRole="invoiceService"/> 
 <partnerLink name="shipping" 
  partnerLinkType="lns:shippingLT" 
  myRole="shippingRequester" 
  partnerRole="shippingService"/> 
 <partnerLink name="scheduling" 
  partnerLinkType="lns:schedulingLT" 
  partnerRole="schedulingService"/> 
</partnerLinks> 
 
<variables> 
 <variable name="PO" messageType="lns:POMessage"/> 
 <variable name="Invoice" 
  messageType="lns:InvMessage"/> 
 <variable name="POFault" 
  messageType="lns:orderFaultType"/> 
 <variable name="shippingRequest" 
  messageType="lns:shippingRequestMessage"/> 
 <variable name="shippingInfo" 
  messageType="lns:shippingInfoMessage"/> 
 <variable name="shippingSchedule" 
  messageType="lns:scheduleMessage"/> 
</variables> 
 
<faultHandlers> 
 <catch faultName="lns:cannotCompleteOrder" 
  faultVariable="POFault"> 
 <reply partnerLink="purchasing" 
  portType="lns:purchaseOrderPT" 
  operation="sendPurchaseOrder" 
  variable="POFault" 
  faultName="cannotCompleteOrder"/> 
 </catch> 
</faultHandlers> 
 
<sequence> 
 
 <receive partnerLink="purchasing" 
  portType="lns:purchaseOrderPT" 
  operation="sendPurchaseOrder" 
  variable="PO"> 
 </receive> 
 
 <flow> 
 
  <links> 
   <link name="ship-to-invoice"/> 
   <link name="ship-to-scheduling"/> 
  </links> 
  
  <sequence> 
     <assign> 
        <copy> 
   <from variable="PO" part="customerInfo"/> 
        <to variable="shippingRequest" 
   part="customerInfo"/> 
        </copy> 
     </assign> 
 
     <invoke partnerLink="shipping" 
   portType="lns:shippingPT" 
   operation="requestShipping" 
   inputVariable="shippingRequest" 
   outputVariable="shippingInfo"> 
     <source linkName="ship-to-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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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oke> 
 
  <receive partnerLink="shipping" 
   portType="lns:shippingCallbackPT" 
   operation="sendSchedule" 
   variable="shippingSchedule"> 
     <source linkName="ship-to-scheduling"/> 
  </receive> 
 
    </sequence> 
 
    <sequence> 
  <invoke partnerLink="invoicing" 
   portType="lns:computePricePT" 
   operation="initiatePriceCalculation" 
   inputVariable="PO"> 
  </invoke> 
  <invoke partnerLink="invoicing" 
   portType="lns:computePricePT" 
   operation="sendShippingPrice" 
   inputVariable="shippingInfo"> 
     <target linkName="ship-to-invoice"/> 
  </invoke> 
 
  <receive partnerLink="invoicing" 
   portType="lns:invoiceCallbackPT" 
   operation="sendInvoice" 
   variable="Invoice"/> 
    </sequence> 
 
 <sequence> 
    <invoke partnerLink="scheduling" 
  portType="lns:schedulingPT" 
  operation="requestProductionScheduling" 
  inputVariable="PO"> 
    </invoke> 
    <invoke partnerLink="scheduling" 
  portType="lns:schedulingPT" 
  operation="sendShippingSchedule" 
  inputVariable="shippingSchedule"> 
      <target linkName="ship-to-scheduling"/> 
    </invoke> 
 </sequence> 
 

    </flow> 
<reply partnerLink="purchasing" 

  portType="lns:purchaseOrderPT" 
  operation="sendPurchaseOrder" 
  variable="Invoice"/> 
 </sequence> 
 

</process> 

 

메인 프로세싱을 위한 부분의 구조는 바깥쪽의 <sequence> 엘리먼트에 의하여 정의되며, 

이는 내부에 포함된 세가지 단위업무들이 순서대로 처리됨을 말한다. 고객의 요구가 받아지

면(<receive> 엘리먼트), 바로 처리가 되며(병렬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flow>부분내

부에서) 해당 요청에 대한 최종 승인의 상태를 가진 응답 메시지가 고객에게 되보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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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ply>). <receive>와 <reply> 엘리먼트는 각각 고객에 의해 호출되는 

“sendPurchaseOrder” 연산의 <input>과 <output> 메시지에 대응되고, 반면 이러한 엘리먼

트들 사이의 프로세스에 의해 수행되는 단위업무들은 요청이 받아지는 시간으로부터 응답이 

되보내어지는 시간까지(reply)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취해지는 활동을 표현함을 주

목하기 바란다. 

예제는 고객의 요청이, 호출한쪽이 동기적인 반응을 기다려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정당화 하

면서(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는 요청-응답 연산형태로 제공되므로) 충분한 양의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다는 내부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이 만족되지 않을 때에는, 고

객과의 상호작용은 비동기적인 메시지 교환으로 모델링 되는 쪽이 더 낫다. 그러한 경우, 

“sendPurchaseOrder”연산은 단방향 연산이며, 비동기적인 응답은 고객의 “callback”인터페

이스위의 또 다른 단방향 연산을 호출함으로써 보내어 진다. “sendPurchaseOrder”의 함수

형을 교환함과 고객의 콜백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prtType을 정의하는 것 외

에도 예제로 하여금 고객에 대한 비동기적인 응답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수

정이 필요하다. 먼저, 프로세스-고객간의 연결을 나타내는 파트너 링크 형인 

“purchasingLT”가 고객 콜백 portType을 나열하면서 두번째 역할(“고객”)을 포함할 필요

가 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에 있는 <reply>단위업무가 고객 콜백 연산의 <invoke>로 대

치될 필요가 있다.  

<flow>엘리먼트내에서 발생하는 처리(processing)는 세 개의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sequence>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병렬적인 sequence에 존재하는 단위업무 간

의 동기화 종속성은 그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링크”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링크는 flow내에

서 정의되고 source 단위업무와 target 단위업무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각 단위업

무는 중첩된 <source>와 <target>엘림먼트를 사용하여 자신이 링크의 소스인지 타겟인지

를 명시함) 링크가 없는 경우, flow의 바로 내부에 있는 중첩된 단위업무들이 병렬적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예제에서는 두개의 링크가 각 sequence내부에서 수행되는 단위업무간의 

제어 종속성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가격계산은 요청이 도착한 후 즉시 시작될 수 있는 반

면, 선적가격은 선적에 대한 정보가 구해진다음에야 송장에 추가될 수가 있다. 이러한 종속

성은 선적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적 제공자(“requestShipper”)에 대한 첫번째 호출과 가격 

계산 서비스(“sendShippingPrice”)를 연결하는 링크(“ship-to-invoice”라는 이름을 가진)에 

의하여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선적 스케줄링 정보는 선적 서비스로부터 받아진후에 제조 

스케줄링 서비스로 보내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두번째 링크(“ship-to-scheduling”)가 필요

해진다.  

서로 다른 단위업무 사이에 전역적인 데이터 변수의 공유를 통하여 내부적인 방식으로 정보

가 전달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예제에서, 링크에 의해 표현된 제어 종속성은 어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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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선적하는 쪽의 비율의 가용성에 다른 경우는 선적 스케줄의 가용성에 대한 해당 데

이터 종속성과 관련을 가진다. 정보는 그것을 생성하는 단위업무로부터 두개의 전역 데이터 

변수(“shippingINfo”와 “shippingSchedule”)에 의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단위업무로 전달된

다.  

어떤 연산들은 그들의 WSDL정의에서 정의한 대로 오류를 반환할 수도 있다. 단순성을 위

하여, 여기서 두 개의 연산은 같은 오류(“cannotCompleteOrder”)를 반환한다고 가정한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faultHandler> 섹션에서 정의된 대로, 일반적인 처리는 종료되고 제

어권은 해당하는 오류 핸들러에게 전달된다. 본 예제에서는 핸들러가 <reply>엘리먼트를 오

류를 고객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사용한다(<reply>엘리먼트 내의 “faultName” 속성을 주목

하라). 

마지막으로, 데이터 변수간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할당 단위업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본 예제에 보여진 간단한 할당은 source변수로부터 target변수에 

있는 메시지 부분에 메시지 부분을 전송한다. 그러나, 더 복잡한 할당의 형태도 가능하다.  

 

 

6.2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조(The Structure of a Business Process) 
본 섹션은 BPEL4WS 구문의 간단한 요약을 제공한다. 간단한 개요만을 제공하며 각 언어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 기술된다.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process name="ncname" targetNamespace="uri" 
 queryLanguage="anyURI"? 
 expressionLanguage="anyURI"? 
 suppressJoinFailure="yes|no"? 
 enableInstanceCompensation="yes|no"? 
 abstractProcess="yes|no"? 
 xmln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partnerLinks>? 
 <!-- Note: At least one role must be specified. --> 
 <partnerLink name="ncname" partnerLinkType="qname" 
  myRole="ncname"? partnerRole="ncname"?>+ 
 </partnerLink> 
</partnerLinks> 
 
<partners>? 
 <partner name="ncname">+ 
    <partnerLink name="ncname"/>+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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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variables>? 
 <variable name="ncname" messageType="qname"? 
  type="qname"? element="qname"?/>+ 
</variables> 
 
<correlationSets>? 
 <correlationSet name="ncname" properties="qname-list"/>+ 
</correlationSets> 
 
<faultHandlers>? 
<!-- Note: There must be at least one fault handler or default. --> 
<catch faultName="qname"? faultVariable="ncname"?>* 

 activity 
</catch> 
<catchAll>? 

 activity 
</catchAll> 

</faultHandlers> 
 
<compensationHandler>? 
 activity 
</compensationHandler> 
 
<eventHandlers>? 
<!-- Note: There must be at least one onMessage or onAlarm handler.--> 
<onMessage partnerLink="ncname" portType="qname" 
 operation="ncname" variable="ncname"?> 
<correlations>? 

 <correlation set="ncname" initiate="yes|no"?>+ 
<correlations> 

 activity 
</onMessage> 
<onAlarm for="duration-expr"? until="deadline-expr"?>* 

 activity 
</onAlarm> 

</eventHandlers> 

 activity 
</process> 

 

최상위 속성은 다음과 같다. 

•  queryLanguage. 이 속성은 할당, 등록정보의 정의, 그리고 다른 사용처에서의 노드 

부분을 선택하는데 사용되는 XML 질의 언어를 설명한다. 본 속성에 대한 디폴트 

값은 Xpath 1.0 표준명세서의 URI 에 의해 표현되는 Xpath 1.0 이다: 

http://www.w3.org/TR/1999/REC-xpath-19991116. 

•  expressionLanguage. 이 속성은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표현 언어를 설명한다. 이 

속성에 대한 디폴트값은 Xpath 1.0 표준명세서의 URI 에 의해 표현되는 Xpath 

1.0이다: http://www.w3.org/TR/1999/REC-xpath-19991116. 

•  suppressJoinFailure. 이 속성은 joinFailure 오류가 프로세스의 모든 단위업무에 대하여 

억제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프로세스 수준에서 본 속성의 효과는 본 속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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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값을 사용하는 단위업무에 의해 중복될 수 있다. 본 속성의 디폴트 값은 

“ no” 이다.  

•  enableInstanceCompensation. 본 속성은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전체로서 플랫폼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보상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본 속성의 디폴트 값은 “no”이다. 

•  abstractProcess. 본 속성은 정의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추상적(실행가능하다기 

보다는)인지를 결정한다.  
 

acvitity(역자 주: 앞의 예제에서 사용된) 토큰은 다음 중 하나이다. 

•  <receive> 

•  <reply> 

•  <invoke> 

•  <assign> 

•  <throw> 

•  <terminate> 

•  <wait> 

•  <empty> 

•  <sequence> 

•  <switch> 

•  <while> 

•  <pick> 

•  <flow> 

•  <scope> 

•  <compensate> 

 
위의 각 엘리먼트의 구문은 <terminate>만을 제외하고는 다음 단락에서 고려된다. 비록 

<terminate>가 단위업무에 대한 토큰으로 허용되었지만, 그것은 실행가능한 프로세스에서

만 가용하고, 실행가능한 프로세스에 대한 확장사항에서 정의되어 있다.  

<receive> 구성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도착하는 해당 메시지에 대한 대기를 중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receive partnerLink="ncname" portType="qname" operation="ncname" 
 variable="ncname"? createInstance="yes|no"?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orrelations>? 

 <correlation set="ncname" initiate="yes|no"?>+ 
</correlations>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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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구성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receive>를 통해 받아들여진 메시지에 대한 응답

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한다. <receive>와 <reply>의 조합은 프로세스에 대하여 WSDL 

portType에 대한 요청-응답 연산을 형성한다.  

<reply partnerLink="ncname" portType="qname" operation="ncname" 
 variable="ncname"? faultName="qname"?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orrelations>? 

 <correlation set="ncname" initiate="yes|no"?>+ 
</correlations> 

</reply> 

 

<invoke> 구성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파트너에 의해 제공된 portType에 대한 단방향 

혹은 요청-응답 연산을 호출하도록 한다.  

<invoke partnerLink="ncname" portType="qname" operation="ncname" 
 inputVariable="ncname"? outputVariable="ncname"?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orrelations>? 

 <correlation set="ncname" initiate="yes|no"? 
  pattern="in|out|out-in"/>+ 

</correlations> 
<catch faultName="qname" faultVariable="ncname"?>* 

 activity 
</catch> 
<catchAll>? 

 activity 
</catchAll> 
<compensationHandler>? 

 activity 
</compensationHandler> 

</invoke> 

 

<assign> 구성자는 변수의 값을 새로운 데이터로 수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assign>구

성자는 얼마든지 기본적인 할당을 포함할 수 있다. 할당 단위업무의 구문은 다음과 같다. 

<assign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opy>+ 
  from-spec 
  to-spec 
 </copy>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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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w>구성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내부로부터 오류를 생성한다.  

<throw faultName="qname" faultVariable="ncname"?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throw> 

 

<wait> 구성자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동안 혹은 특정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다리도록 

해준다. 정확하게 끝나는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wait (for="duration-expr" | until="deadline-expr")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wait> 

 

<empty> 구성자는 여러분이 “no-op” 지시자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삽입하도록 한다. 이

것은 예를 들면, 병렬적인 단위업무들간의 동기화에 유용하다.  

<empty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empty> 

 

<seuence> 구성자는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단위업무의 집합을 정의하도

록 한다. 

<sequence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activity+ 
</sequence> 

 

<switch>구성자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선택사항중에서 정확하게 하나의 단위업무 브랜치

를 선택하도록 한다. 

<switch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ase condition="bool-expr">+ 
    activity 
 </case> 
 <otherwise>? 
    activity 
 </otherwise> 
</switch> 

 

<while> 구성자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업무가 특정한 성공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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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함을 가르킬 수 있도록 한다. 

<while condition="bool-expr"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activity 
</while> 

 

<pick> 구성자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메시지가 도착하는 것 혹은 타임아웃 경고가 나가도록 

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기다리도록 해준다. 이러한 것들 중 하나가 발생하면, 관련된 단위업

무가 수행이 되고 pick이 끝이난다. 

<pick createInstance="yes|no"?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onMessage partnerLink="ncname" portType="qname" 
  operation="ncname" variable="ncname"?>+ 
    <correlations>? 
  <correlation set="ncname" initiate="yes|no"?>+ 
    </correlations> 
    activity 
 </onMessage> 
 <onAlarm (for="duration-expr" | until="deadline-expr")>* 
    activity 
 </onAlarm> 
</pick> 

 

<flow>구성자는 여러분들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위업무가 동시에 수행되도록 해준다. 

링크는 임의의 제어구조를 정의하기 위하여 병렬적인 단위업무들 사이에서 사용될 수 있다. 

<flow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links>? 
  <link name="ncname">+ 
 </links> 
 
 activity+ 
</flow> 

 

<scope> 구성자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관련 변수, 오류 핸들러, 보상 핸들러를 가지고서 중

첩 단위업무를 정의하도록 해준다.  

<scope variableAccessSerializable="yes|no"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variables>? 

 ... see above under <process> for syntax ... 
</variables> 
<correlationSets>? 

 ... see above under <process> for syntax ... 
</correlationSets> 
<faultHand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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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e above under <process> for syntax ... 
</faultHandlers> 
<compensationHandler>? 

 ... see above under <process> for syntax ... 
</compensationHandler> 
<eventHandlers>? 

 ... 
</eventHandlers> 

 activity 
</scope> 

 

<compensate> 구성자는 이미 정상적으로 수행된 내부 범위에 대하여 보상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이 구성자는 오류 핸들러나 또 다른 보상 핸들러 내에서부터 호출될 수 있다. 

<compensate scope="ncname"?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ompensate> 

 

위에서 언급된 “standard-attributes”는 다음과 같다. 

name="ncname"? 
joinCondition="bool-expr"? 
suppressJoinFailure="yes|no"? 

 

여기서, 디폴트 값은 다음과 같다. 

•  name. 디폴트 값이 없음(다시 말해, 이름이 주어지지 않음) 

•  joinCondition. 해당 단위업무를 향한 모든 링크의 활동 상태의 논리적인 OR 

•  suppressJoinFailure. No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standard-elements”는 다음과 같다. 

<target linkName="ncname"/>* 
<source linkName="ncname" transitionCondition="bool-expr"?/>* 

 

여기서 “transitionCondition” 속성에 대한 디폴트 값은 “true()”이며 디폴트 표현 언어인 

Xpath 1.0으로부터 나온 참값 함수이다.  

 

6.3 언어 확장성(Language Extensibility) 
BPEL4WS는 추상적인 프로세스와 실행가능한 프로세스를 표현하는데 충분한 구성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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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BPEL4WS언어를 다른 XML 네임스페이스로부터 추가

적인 구성자를 이용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BPEL4WS는 BPEL4WS 엘리먼트에 나타나는 네임스페이스로 한정된 속성을 허용하고 

BPEL4WS정의 엘리먼트내에서 다른 네임스페이스로부터 온 엘리먼트를 허용함으로써 확장

성을 지원한다.이것은 BPEL4WS에 대하여 XML스키마 표준 명세서에 허용된 사항이다.  

확장사항은 BPEL4WS 네임스페이스로부터 어떤 엘리먼트나 속성의 의미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6.4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생명주기(The Lifecycle of a Business Process) 
개요에서 언급한 대로, WSDL에서 직접 지원되는 상호작용 모델은 동기적인, 혹은 상호연관

이 없는 비동기적인 상호작용의 상태없는(stateless)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다. BPEL4WS

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모든 외부 상호작용이 웹서비스 연산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가정함

으로써 WSDL 위에 존재한다. 그러나, BPEL4WS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각 상호작용이 시작, 

생명주기 동안 정의된 행위, 종료를 가진 상태를 가진, 오래 지속되는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공급 사슬에서, 판매자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구매 주문을 받아들임으로써 상

호작용을 시작하는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문이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

매자에게 반환할 것이다. 차후에는 선적 알림, 송장과 같은 더 많은 메시지를 구매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판매자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비슷한 여타 상호작용으로부터 구분된 각 구

매주문 상호작용의 상태를 기억한다. 이것은 구매자가 같은 판매자에 대하여 비슷한 구매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BPEL4WS 비즈니스 프로

세스 정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템플릿으로 생각될 수 있다.  

BPEL4WS에서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생성은 항상 함축적이다. 메시지를 받는 단위업무들(다

시 말해서 수신(receive)단위업무와 선택(pick)단위업무)은 해당 단위업무의 발생이 그 비즈

니스 프로세스의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되도록 함을 지시하도록 주석을 달 수 있다. 이것

은 그러한 단위업무의 createInstance 속성을 “yes”로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한 단위업무

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인스턴스는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성된다

(Providing Web Service Operation과 Pick을 보기 바람). 

인스턴스화되기 위해서는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적어도 하나의 그러한 “시작 단위업무

(start activity)”를 가져야 한다. 해당 프로세스의 행위에 있어서 그 단위업무보다 논리적으

로 선행하는 기본적인 단위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초기 단위업무가 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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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하나 이상의 단위업무가 병렬적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그런 단위업무는 적어도 하나의 

상호연관 집합을 사용해야한다(Correlation과 Multipel Start Activities예제를 보기 바람).  

만일 정확하게 하나의 단위업무가 프로세스를 인스턴스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면, 상호연관 

집합의 사용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수의 onMessage 브랜치들을 가진 하나의 

pick을 포함한다. 각각의 그런 브랜치는 서로 다른 상호연관 집합을 사용하거나 아무런 상

호연관 집합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는 다음 방법중의 하나로 종료된다. 

•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행위를 정의하는 단위업무가 완료될 때. 이런 경우는 종료가 

정상적이다. 

•  오류가 프로세스 범위에 도달하여 그 오류가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경우의 종료는 오류가 처리되었고 오류 핸들러가 다시 오류를 재발생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보상 핸들러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범위에 대해서는 설치되지 않는다. 

•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종료 단위업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종료될 때(Terminating the 

Service Instance를 보기 바람). 이러한 경우 종료는 비정상적인 것임 

•  만일 보상 핸들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체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면(Compensation Handler 를 보기 바람),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는 정상적인 

완료이후에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보상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프로세스의 enableInstanceCompensation속성을 “ yes” 로 세팅함으로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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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트너 링크 형식(Partner Link Types), 파트너 링크(Partner Links), 그리

고 엔드포인트 참조(Endpoint References) 

가장 중요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BPEL4WS에 대한 사용례는 각 기업이 웹

서비스를 통해 다른 기업의 프로세스와 상호작용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의 기업간 비즈

니스 상호작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처리의 현실적인 모델링에 대한 

중요한 요구사항은 파트너 프로세스와의 요구되는 관계를 모델링하는 능력이다. WSDL은 

추상적인 수준과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미 파트너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능을 기술

한다. 파트너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계는 전형적으로 peer-to-peer며, 서비스 수

준에서 양방향 종속성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파트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 제공

되는 서비스의 소비자이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서비스 제공자이기도 하다. 이것은 특별

히 상호작용이 원격 프로시져 호출(remote procedure call)보다는 비동기적인 메시징에 기

반할 때의 경우이다. 파트너 링크의 표기법은 peer-to-peer 대화의 파트너를 직접 모델링

하는데 사용된다. 파트너 링크는 메시지와 양방향 모두에서의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포트

(port) 형식을 정의함으로써 파트너와의 관계의 형태를 정의한다. 그러나, 실제 파트너 서비

스는 프로세스 내에서 동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BPEL4WS는 파트너 서비스 엔드포인트

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동적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 참조[16]의 표기법을 사

용한다.  

여기서 사용된 파트너 링크의 표기법과 엔드포인트 참조가 예비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들이 웹서비스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며, 우

리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것들에 대한 기준 정의를 기대한다. BPEL4WS 표준명세서는 예

상되는 향후 표준을 따르도록 수정될 것이다. 

 

7.1 파트너 링크 형식(Partner Link Types) 
파트너 링크 형식은 메시지 교환에서 각 서비스에 의한 역할을 정의하고 메시지 교환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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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내에서 메시지를 받는 각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portType을 기술함으로써 두개의 서비

스간의 관계를 특정지운다. 다음의 예는 파트너 링크 형식 선언의 기본 구문을 보여준다. 

<partnerLinkType name="BuyerSellerLink" 
 xmlns="http://schemas.xmlsoap.org/ws/2003/05/partner-link/"> 

<role name="Buyer"> 
 <portType name="buy:BuyerPortType"/> 

</role> 
<role name="Seller"> 

 <portType name="sell:SellerPortType"/> 
</role> 

</partnerLinkType> 

 

각 역할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하나의 WSDL의 portType이다. 

공통의 경우, 두 가지 역할의 portType은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러나, 어떤 경우에는 파트너 링크 형식의 두 가지 역할이 같은 네임스페이스로부터 나온 

portType으로 정의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두 서비스간의 콜백 관계를 정의하는 파트너 

링크에 대하여 발생한다.  

파트너 링크 형식 정의는 한 쪽 서비스의 WSDL 문서에 독립적인 별도의 것이 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파트너 링크 형식 정의가 서로 다른 역할이 정의되는 portType을 정의하

는 WSDL문서 내에서 대체될 수도 있다.  

WSDL 1.1의 확장성 메커니즘은 partnerLinkType을 모든 경우에 <wsdl:definitions>엘리

먼트의 바로 하위 엘리먼트에 놓이는 새로운 정의 형식으로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WSDL 타겟 네임스페이스 명세서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portTypes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PartnerLinkType 선언이 두개의 서로 다른 서

비스의 portType을 연결하는 경우, 그 partnerLinkType선언은 별도의 WSDL문서(그것 자

체의 targetNamespace를 가지고)에 놓이게 된다. 

PartnerLinkType을 정의하는 구문은 다음과 같다. 

<definitions name="ncname" targetNamespace="uri" 
xmlns="http://schemas.xmlsoap.org/wsdl/" 
xmlns:plnk="http://schemas.xmlsoap.org/ws/2003/05/partner-link/"> 

 ... 
<plnk:partnerLinkType name="ncname"> 

<plnk:role name="ncname"> 
<plnk:portType name="qname"/> 

</plnk:role> 
<plnk:role name="ncname">? 

<plnk:portType name="qname"/>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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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이것은 WSDL문서 엘리먼트의 “targetNamespace”속성의 값에 의하여 지칭되는 네임스페

이스에 있는 파트너 링크 타입을 정의한다. 역할내에서 식별되는 portType은 모든 최상위 

수준의 WSDL정의에 대하여 Qname을 사용함으로써 참조된다.  

어떤 경우에는 두 개가 아닌 정확하게 하나의 역할을 포함하는 파트너 링크 형식을 정의하

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

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와 연결하려는 의도를 표현하는 곳에서 파트너 연결 시나리오를 정의

한다.  

PartnerLinkType 선언의 예는 본 표준 명세서의 여러가지 비즈니스 프로세스 예제에서 발

견된다. 

 

7.2 파트너 링크(Partner Link)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들은 BPEL4WS에서 파트너 링크로 모델링된다. 

각 파트너 링크는 partnerLinkType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 하나 이상의 파트너 링크가 똑 

같은 partnerLinkType에 의하여 특징지워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조달 프로세스가 거

래를 위해서 하나 이상의 벤더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모든 벤더에 대하여 같은 

partnerLinkType을 사용할 수도 있다. 

<partnerLinks> 
<partnerLink name="ncname" partnerLinkType="qname" 

 myRole="ncname"? partnerRole="ncname"?>+ 
</partnerLink> 

</partnerLinks> 

 

각 partnerLink는 이름이 있으며, 이 이름은 그 partnerLink를 통한 모든 서비스 상호작용

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같은 종류의 동시적 요청에 대한 서로 다른 

partnerLink에로의 응답을 상호연관지우는데 중요하다(Invoking Web Service Operations와 

Providing Web Service Operations를 보기 바람).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자체의 역할은 myRole속성에 의하여 지시되고, 파트너의 역할은 

partnerRole속성에 의하여 지시된다. 파트너 서비스에 대한 연산들이 partnerLink를 통하여 

호출되기 전에, 파트너 서비스에 대한 바인딩과 의사소통 데이터가 가용해야한다. 파트너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배치의 부분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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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EL4WS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실제적인 파트너 서비스를 동적으로 선택하고 할당

하는 것이 가능하며 BPEL4WS는 엔드포인트 참조의 할당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해준다. 사실, 파트너들은 상태정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서비스의 엔드

포인트 정보는 인스턴스의 의존하는 정보를 가지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BPEL4WS는 암시

적으로 partnerLink에 존재하는 엔드포인트 참조가 동적으로 추출되고 할당되는 것을 허용

하며, 한 번 이상 설정되는 것을 허용한다. 파트너 서비스로 엔드포인트 참조가 동적으로 

할당되는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은 Assignment를 보기 바람. 

 

7.3 비즈니스 파트너(Business Partner) 
파트너 링크가 두 파트너 프로세스 사이의 하나의 대화형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일반적으

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는 하나 이상의 대화형 관계가 설립되는 것을 요구한다. 비즈

니스 파트너로부터 요구되는 그러한 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BPEL4WS는 partner엘리먼트

를 사용한다. 파트너는 아래의 예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의 파트너링크의 부분집합

으로 정의된다.  

<partner name="SellerShipper" 
  xmlns="http://schemas.xmlsoap.org/ws/2003/05/partner-
link/"> 
 <partnerLink name="Seller"/> 
 <partnerLink name="Shipper"/> 
</partner> 

 

파트너 정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프로세스에서 정의된 모든 파트너 링크

를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세스 관점에서, 파트너 정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제공

할 필요가 있는 기능에 대한 제약을 도입한다. 위의 예제에서, 파트너 정의는 같은 비즈니

스 파트너(“SellerShipper”)가 판매자와 선적자의 역할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술한다. 파트너 정의는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파트너 링크

는 하나 이상의 파트너 정의에 나타나서는 안된다.  

파트너 정의의 구문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partners> 
 <partner name="ncname">+ 
  <partnerLink name="ncname"/>+ 
 </partner>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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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엔드포인트 참조(Endpoint References) 
WSDL은 portType과 포트사이에 중요한 구별을 형성한다. PortType은 추상 메시지를 사

용함으로써 추상 기능을 정의한다. 포트는 통신 엔드포인트와 (확장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위한 공개 키와 같은 다른 배치-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실제적인 접근 정보를 제

공한다. 바인딩은 둘 사이의 접착성을 제공한다. 하나의 서비스의 사용자가 portTypes에 

의해 정의된 추상 인터페이스에 정적으로 종속되어야 하는 반면, 포트 정의에 포함된 어떤 

정보는 전형적으로 동적으로 발견되고 사용될 수 있다.  

엔드포인트의 기초적인 사용은 서비스를 위하여 포트에 특정한 데이터의 동적 교환에 대한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엔드포인트 참조는 BPEL4WS에서 특별한 형식의 서비스

에 대한 제공자를 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의 연산을 호출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 BPEL4WS는 서비스의 정보유지형 인스턴스에 메시지를 연관지우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따라서, 인스턴스에 중립적인 포트정보를 전달하는 엔드포인트 참조는 

종종 충분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엔드포인트 참조 자체에 부가적인 인스턴스-식별 토큰

을 전송할 필요가 있다. 

BPEL4WS는 [16]에 정의된 엔드포인트 참조의 표기법을 사용한다. PartnerLink에서의 모

든 파트너 역할은 프로세스의 배치과정에서 유일한 엔드포인트 참조에 할당되거나 해당 프

로세스 내에서 하나의 단위업무에 의해 동적으로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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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시지 등록정보(Message Properties) 

8.1 동기(Motivation) 
메시지내부의 데이터는 개념적으로 두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와 프로

토콜-관련 데이터. 여기서 프로토콜은 서비스의 고품질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포로토콜 혹은 

인프라구조 프로토콜이다. 비즈니스 프로토콜 데이터의 예는 상호연관 집합(Correlation을 

보기 바람)에서 사용되는 상호연관 토큰이다. 인프라구조 프로토콜의 예는 보안, 트랜잭션, 

그리고 신뢰할만한 메시징 프로토콜 등이다. 비즈니스 프로토콜이 대개 어플리케이션-가시

적인 메시지 부분에 삽입된 형태이고, 반면 인프라구조 프로토콜은 거의 항상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로부터 분리된 프로토콜 헤더를 표현하기 위하여 메시지 형식에 암시적인 여분의 부

분을 추가한다. 그러한 암시적인 부분은 그들이 상호작용의 보안 문맥, 트랜잭션 문맥, 그리

고 비슷한 미들웨어 문맥에 관련이 있으므로 메시지 문맥이라고 종종 불린다. 비즈니스 프

로세스는 두가지 종류의 프로토콜-관련 데이터에 접근성을 얻어야하고 조작할 수 있을 필

요가 있다. 메시지 등록정보의 표기법은 메시지 내에서, 어플리케이션-가시적 데이터든 메

시지 문맥에서건 구분된 데이터 엘리먼트를 명명하고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의된다. 

인프라구조 프로토콜의 서비스 기술 측면의 전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서비스 정책, 엔드포인

트 등록정보, 그리고 메시지 문맥의 표기법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BPEL4WS의 범주를 벗어난다. 메시지 등록정보들은 암시적인 부분으로 구성된 메시지 문

맥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기서 정의된다. 하지만, 본 표준 명세서

에서의 사용은 비즈니스 프로토콜과 추상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의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

이션-가시적 데이터에 삽입된 등록정보에 집중한다. 

 

8.2 등록정보 정의하기(Defining Properties) 
등록정보 정의는 전역적으로 유일한 이름을 생성하고 그것을 XML스키마 단순형식과 연관

시킨다. 새로운 형식을 생성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형식 그 자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

름을 생성하는 것이 의도이다. 예를 들어, 순서 번호는 정수가 될 수 있으며, 하지만 정수형

은 이러한 중요성을 전달하지 않는다. 반면, 전역적으로 이름붙여진 순서-번호 등록정보는 

그렇게 한다. 등록정보는 메시지 문맥을 포함하여 메시지의 어느 위치에도 올 수 있다.  

BPEL4WS에서 등록정보에 대한 전형적인 사용은 메시지를 가지고 서비스 인스턴스의 상호

연관에 대한 토큰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오래 지속되는 세금 문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개별 세금 납부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사회보장번호는 많은 서로다른 메시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세금 관련 프로세스의 문맥상에서는 세금납부자 ID로서의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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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아래의 예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정보를 정의함으로써, 형식의 이러한 사용

에 전역적인 이름이 주어진다. 

<definitions name="properties" 
 targetNamespace="http://example.com/properties.wsdl" 
 xmlns:tns="http://example.com/properties.wsdl" 
 xmlns:txtyp="http://example.com/taxTypes.xsd" 
 xmlns:bpw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xmlns="http://schemas.xmlsoap.org/wsdl/"> 
 <!-- define a correlation property --> 
 <bpws:property name="taxpayerNumber" 
  type="txtyp:SSN"/> 
  ... 
</wsdl:definitions> 

 

상호연관에서, 등록정보의 이름은 어떤식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라도 전역적인 중요성을 가져

야 한다. 가격, 위험, 응답 지연의 정보 등과 같은 등록정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조건

적인 행위에서 사용되는데, 비슷한 전역적 공적 중요성을 지닌다. 그것들은 다수의 메시지

로 매핑될 것이고, 따라서 상호연관 등록정보의 경우와 같이 전역적으로 이름이 지워질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등록정보들은 특히 추상 프로세스에서는 본질적이다. 

WSDL확장성 메커니즘이 등록정보를 정의하는데 사용되어서 타겟 네임스페이스와 다른 유

용한 WSDL의 측면이 가용하다. BPEL4WS 표준 네임스페이스인 http://schema.틔내

메.org/ws/2003/03/business-process/가 등록정보의 정의에 사용된다. 등록정보 정의를 위

한 구문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WSDL정의이다.  

<wsdl:definitions name="ncname" 
 xmlns:bpw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bpws:property name="ncname" type="qname"/> 
  ... 
</wsdl:definitions> 

 

비즈니스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등록정보는 전형적으로 어플리케이션-가시적 메시지 데이

터에 삽입된다. 별칭에 대한 표기법이 전역적 등록정보를 특정한 메시지 부분에 매핑하는데 

사용된다. 등록정보의 이름은 메시지 파트와 위치에 대한 별칭이 되고, 추상 비즈니스 프로

세스에서 Expression과 Assignment에서 처럼 사용된다.  

<definitions name="properties" 
  targetNamespace="http://example.com/properties.wsdl" 
  xmlns:tns="http://example.com/properties.wsdl" 
  xmlns:txtyp="http://example.com/taxTypes.xsd" 
  xmlns:txmsg="http://example.com/taxMessages.wsdl" 
 
 xmlns:bpw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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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ns="http://schemas.xmlsoap.org/wsdl/"> 
 <!-- define a correlation property --> 
 <bpws:property name="taxpayerNumber" type="txtype:SSN"/> 
  ...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tns:taxpayerNumber" 
  messageType="txmsg:taxpayerInfo" part="identification" 
  query="/socialsecnumber"/> 
 </bpws:propertyAlias> 
</definitions> 

 

bpws:propertyAlias는 메시지 타입 txmsg:taxpayerInfo의 identification부분에서 위치에 

대한 별칭처럼 전역적으로 명명된 등록정보인 tns:taxpayerNumber를 정의한다. 

propertyAlias 정의에 대한 구문은 다음과 같다. 

<definitions name="ncname" 
  ... 
 xmlns:bpw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qname" 
  messageType="qname" part="ncname" query="queryString"/> 
  ... 
</wsdl:definitions> 

 

Message, part, 그리고 query 속성에 대한 해석은 복사 할당에서의 해당되는 from-spec에

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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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데이터 다루기(Data Handling)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상태를 가진 상호작용을 모델링한다. 포함된 상태는 타임아웃 값과 

같은 다른 관련 데이터와 같이 주고 받아지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의 상태의 유지는 상태 변수의 사용을 요구하는데 이들은 BPEL4WS에서 변수라고 불린다. 

게다가, 상태로부터의 데이터는 추출되어서 프로세스의 행위를 제어하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조합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데이터 표현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상태의 수정은 할당의 

표기법을 요구한다. BPEL4WS는 XML 데이터 형식과 WSDL 메시지 형식에 대한 이러한 

특징을 제공한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XML 표준 패밀리는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으며, 질의

에 대한 프로세스 수준에서의 속성과 표현언어는 향후 표준의 반영을 위해 제공된다. 

추상적인 프로세스와 실행가능한 프로세스를 위해 요구되는 확장은 데이터 다루기 특징 집

합에 집중된다. 실행가능한 프로세스는 데이터 선택과 할당의 모든 역량을 사용하도록 허용

되지만 비결정적 데이터는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추상 프로세스는 메시지 등록정보

에 포함된 값의 제한적 조작에 국한되지만, 숨겨진 사적 행위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비결

정적 값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자세한 차이는 다음의 섹션에 기술되어 있다. 

 

9.1 표현(Expressions) 
BPEL4WS는 여러 형태의 표현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표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적절한 사

용 문맥은 괄호안에 나열하였다). 

•  불리언값을 가진 표현들(전이 조건, 조인 조건, while조건, 스위치 경우) 

•  데드라인값을 가진 표현(onAlarm과 wait의 “ until” 속성) 

•  기간값을 가진 표현(onAlarm과 wait의 “ for” 속성) 

•  일반적인 표현(할당) 
 

BPEL4WS는 이러한 표현들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하여 확장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언

어는 process엘리먼트의 expressionLanguage속성에 의하여 정해진다. BPEL4WS의 현재

버전에 대한 구현은 표현 언어로서 Xpath1.0의 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Xpath1.0은 다음과 

같은 expressionLanguage의 디폴트 값에 의하여 지시된다. 

http://www.w3.org/TR/1999/REC-xpath-19991116 

표현 언어가 주어지면, 등록정보 값을 추출하기 위하여 변수로부터 데이터를 질의하는 것이 

가능해야하고, 표현 내에서부터 링크의 상태를 질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본 표준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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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Xpath 1.0에 대해서만 그러한 기능을 정의하며, 다른 표현 언어 바인딩은 동등한 기능

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섹션의 나머지 부분은 Xpath 1.0에 의존적이다. 

BPEL4WS는 Xpath 1.0표현이 프로세스로부터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Xpath의 

내장 함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확장 함수들을 제공한다. 확장사항은 표준 BPEL4WS 네임

스페이스인 http://schemas.틔내메.org/ws/2003/03/business-process/에 정의되어 있다. 

접두사 “bpws:”는 이 네임스페이스와 연계되어있다.  

XPath내부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한정 이름도 표현의 위치에서 BPEL4WS문서의 현재 범주

(Scope)에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사용함으로써 해결된다.  

아래 함수는 이러한 표준 명세서에 의하여 정의된다. 

bpws:getVariableProperty ('variableName', 'propertyName') 

이 함수는 변수로부터 전역적인 등록정보 값을 추출한다. 첫번째 인자 는 데이터에 대한 소

스 변수를 명명하고 두번째는 그 변수로부터 선택하는 전역적인 등록정보의 한정된 이름

(QName)이다(Message Properties를 보기 바람). 만일 주어진 등록정보가 변수의 메시지 

형식의 어떤 부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프로세스의 의미가 정의되지 않은 것이

다. 이 함수의 반환 값은 등록정보를 표현하는 하나의 노드를 가진 노드 집합이다. 만일 주

어진 등록정보 정의가 하나가 아닌 크기를 가진 노드 집합을 선택한다면, 프로세스의 의미

가 정의되지 않은 것이다.  

bpws:getLinkStatus ('linkName') 

이 함수는 링크의 상태를 지시하는 불리언 값을 반환한다(Link Semantics를 보기 바람). 만

일 링크의 상태가 양수이면, 그 값은 참이며, 만일 상태가 음수이면 그 값은 거짓이다. 이 

함수는 join 조건에서를 제외하고 어떤 곳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LinkName 인자는 

join 조건에 연결되어 있는 단위업무에 대하여 입력 링크의 이름을 참조해서는 안된다. 이

러한 제약은 정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BPEL4WS가 정의하는 확장 함수는 모든 XPath1.0 표현 내에서의 사용을 위해 가

용하다.  

BPEL4WS에 대한 XPath 1.0표현의 구문은 다음 단락에서 고려된다. 

 

9.1.1 불리언 표현 (Boolean Expressions) 
이것은 평가한 값이 불린값으로 나타나는 XPath 1.0 Expr 제품에 일치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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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데드라인 값을 가진 표현 (Deadline-Valued Expressions) 

이것은 평가한 값이 XML 스키마 형태인 dateTime이나 date의 값으로 나타나는 XPath 1.0 

Expr 제품에 일치하는 표현이다. XPath 1.0은 XML 스키마를 알지 못함에 유의하기 바란다. 

XPath 1.0의 내장 함수들의 어떤 것도 dateTime이나 date 값을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 

없다. 그러나, XML 스키마 정의를 따르는 상수를 쓰고 그것을 데드라인 값으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형식중 하나의 변수로부터 필드를 추출하여 그것을 데드라인 값으로 사용할 수는 있

다. XPath 1.0은 그러한 상수를 문자열 상수로 취급할 것이지만, 결과는 dateTime이나 

date값의 lexical representation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9.1.3 기간값을 가지는 표현(Duration-Valued Expressions) 
이것은 평가한 값이 XML 스키마 형태인 duration의 값으로 나타나는 XPath 1.0 Expr 제품

에 일치하는 표현이다. XPath 1.0의 XML 스키마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선행적인 토의가 

여기서도 또한 적용된다.  

9.1.4 일반적인 표현들(General Expressions) 

이것은 평가한 값이 어떠한 XML 스키마 형태의 값(문자열, 수, 불리언)으로도 나타나는 

XPath 1.0 Expr 제품에 일치하는 표현이다.  

연산자를 가진 표현들은 다음에 국한된다. 

•  임의의 상수를 포함한 모든 숫자값은 등호나 관계 연산자(<, <=, =, !=, >=, >)와 함께 

허용된다. 

•  상수를 포함한 필수적인 값(short, int, long, unsignedShort, 기타등등) 형식은 정수 

연산이 수행되는 경우에만 숫자 표현에서 허용된다. 실제에서는 이것은 나누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XPath 1.0이 이러한 형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XPath 1.0 에서 제한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제한은 더 정제된 형식 

체계가 마련된 표현 언어가 가용해질 미래에 강제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설명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단지 등호관련 연산(=, !=)이 상수를 포함한 문자열형의 값과 사용될 때 허용된다. 
 

이러한 제약들은 XPath 1.0의 구문과 의미를 반영한다. 향후의 대안적인 표준은 더욱 강력

한 형식 체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더욱 미묘한 제약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

한 제약은 XPath의 일반적인 표현이 재시도 루프, 라인-항목 계산 등과 같은 비즈니스 프

로토콜 관련 계산을 수행하는데 사용됨을 의미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숫

자 표현이 정수 계산만을 다룬다는 제약과 표현을 통한 임의의 문자열 조작에 대한 동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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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2 변수(Variables)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파트너간의 메시지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를 유지하는 상호작용을 설명

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상태는 비즈니스 논리 내에서와 파트너에게 보내어 지는 메시지

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중개 데이터 뿐 아니라 교환되는 메시지를 포함한다.  

변수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상태를 구성하는 메시지를 유지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유지

되는 메시지는 종종 파트너로부터 받은 것들이거나 파트너에게 보내어질 것들이다. 변수는 

또한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고 파트너에게 절대로 교환되지 않을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유지할 수도 있다. 

각 변수의 형식은 WSDL 메시지 형식, XML 스키마 단순 형 또는 XML 스키마 엘리먼트가 

될 수도 있다. 변수 선언의 구문은 다음과 같다. 

<variables> 
 <variable name="ncname" messageType="qname"? 
  type=”qname”? element=”qname”?/>+ 
</variables> 

변수의 이름은 그것 자체의 범위내에서 유일해야 한다. 만일 지역변수가 같은 이름과 닫힌 

범위내에서 정의된 변수로서 같은 messageType/형식/엘리먼트를 가지면 그 지역변수는 지

역 할당에서 그리고/혹은 getVariableProperty함수에서 사용될 것이다. 같은 이름을 가졌지

만 서로 다른 messageType/형식/엘리먼트를 닫힌 범주내에서 가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그러한 변수의 행위는 정의되지 않았다. 

MessageType, type 또는 element 속성은 변수의 형식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정확하

게 이들 속성중 하나가 사용되어야 한다. MessageType속성은 WSDL의 메시지 형식 정의

를 참조한다. type속성은 XML스키마의 단순형을 참조한다. Element속성은 XML 스키마의 

엘리먼트를 참조한다. XML 스키마의 복합 형식은 BPEL4WS변수에 의해 사용되는 하나의 

엘리먼트와 연계되어야 한다. 

targetNamespace http://example.com/orders를 가지고 WSDL 문서에서 정의된 메시지 형

식을 사용하는 변수 선언의 예: 

<variable xmlns:ORD=http://example.com/orders 

 name="orderDetails" messageType="ORD:orderDetails"/> 

 

메시지 형식과 연계된 변수는 호출하기, 받기, 응답하기 단위업무를 위한 입력 또는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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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정해질 수 있다(Invoking Web Service Operations와 Providing Web Service 

Operations를 보기 바람). 호출 연산이 오류 메시지를 반환할 때, 이것은 현재 범주에서 오

류를 유발한다. 해당 오류 핸들러 내에서의 오류 변수는 받아지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초기

화된다(Scope와 Fault Handlers를 보기 바람).  

각 변수는 범주(scope) 내에서 선언되고 그 범주에 속해있다고 표현된다. 전역 프로세스 범

주에 속한 변수들은 전역 변수라 불린다. 변수들은 비전역 범주에 속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변수들은 지역 변수라 불린다. 각 변수는 그것이 정의된 범주와 그것이 속한 범주내에서 중

첩된 범주 내에서만 가시적이다. 따라서, 전역 변수들은 프로세스 전체에서 가시적이다. 하

나의 변수를 내부 범주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언함으로써 범주의 바깥쪽에서 변수

를 숨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칙들은 변수의 범주를 가진 프로그램 언어에서와 같은 

것이다.  

전역변수는 프로세스의 시작시에는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지역 변수는 그것이 속한 

범주의 시작시에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비전역 범주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속한 프

로세스 인스턴스의 생명주기 동안 한번 이상 그들의 행위를 시작 시키고 종료 시킨다는 사

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변수들은 할당, 메시지 받기 등을 포함한 여러 수단을 통해 초기화

될 수 있다. 변수들은 등록정보 할당 또는 변수의 메시지 형식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가 

값을 할당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초기화될 수 있다. 

 

9.3 할당(Assignment) 
하나의 변수로부터 다른 변수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흔한 일

이다. 할당(assign) 단위업무는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삽입할 뿐 아니

라, 하나의 변수로부터 다른 변수로 데이터를 복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표현의 사용은 

비즈니스 프로토콜 행위를 기술하는데 요구되는 간단한 계산(sequence의 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을 수행할 필요로부터 그 동기가 있다. 표현은 변수 등록정보나 선택에 있어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메시지 선택, 등록정보 그리고 상수 등에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이

러한 단위업무는 파트너 링크로부터 그리고 파트너링크로 엔드포인트 참조를 복사하는데에

도 사용될 수 있다.  

assign단위업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본적인 할당을 포함한다. 

<assign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opy>+ 
  from-spec 
  to-spec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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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 

 

할당 단위업무는 소스(“from-spec”)으로부터 목적지(“to-spec”)로 형식이 일치하는 값을 

복사한다. from-spec은 추상 프로세스에서 가용한 불투명한 형태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형

태들 중 하나여야 한다.  

<from variable="ncname" part="ncname"?/> 
<from partnerLink="ncname" endpointReference="myRole|partnerRole"/> 
<from variable="ncname" property="qname"/> 
<from expression="general-expr"/> 
<from> ... literal value ... </from> 

 

to-spec은 다음 형태들 중 하나여야 한다. 

<to variable="ncname" part="ncname"?/> 
<to partnerLink="ncname"/> 
<to variable="ncname" property="qname"/> 

 

첫번째 from-spec과 to-spec에서 변수 속성은 변수의 이름을 제공한다. 만일 변수의 형식

이 WSDL메시지 형식이라면, 선택적 부분 속성이 그 변수 내에서의 부분의 이름을 제공하

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변수가 XML 스키마 단순형이나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정의되

면 part 속성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두번째 from-spec과 to-spec은 파트너 링크와 연계된 엔드포인트 참조의 동적 조작을 허

용한다. PartnerLink 속성의 값은 프로세스 내에서 선언된 partnerLink의 이름이다. from-

spec의 경우, 프로세스는 partnerLink내에서 자신의 역할 혹은 파트너의 역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엔드포인트 참조와 통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역할이 또한 정해져야 한다. 

“myRole” 값은 그 partnerLink와 관련된 프로세스의 엔드포인트 참조가 소스(source)임을 

의미하고 반면, “partnerRole” 값은 partnerLink에 대한 파트너의 엔드포인트 참조가 소스

임을 의미한다. to-spec에 대해서는 할당이 partnerRole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역할

을 정할 필요가 없다. PartnerLink-style from/to-spec에서 사용된 값의 형식은 항상 엔드

포인트 참조이다(Partner Link Types, Partner Link, 그리고 Endpoint Reference를 보기 바

람).  

세번째 from-spec과 to-spec은 명시적인 변수에서 발생하는 메시지 등록정보의 조작을 허

용한다(Message Properties를 보기 바람). 등록정보 형태는 그것들이 어떻게 구별된 데이

터 엘리먼트가 메시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방식을 제공하므로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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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에 대하여 특별히 유용하다.  

네번째 from-spec과 to-spec은 등록정보와 변수에 대한 프로세스가 간단한 계산을 수행하

는 것을 허용한다(예를 들면, sequence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  

다섯번째 from-spec과 to-spec은 목적지까지 소스 값을 할당하기 위해 주어지는 상수값을 

허용한다. 상수값의 형식은 목적지(to-spec)의 형식이어야 한다. 상수값의 형식은 XML 스

키마의 인스턴스 형식 메커니즘(xsi:type)을 사용함으로써 선택적으로 라인내부에 지시될 

수도 있다.  

 

9.3.1 할당에서의 형식 일치성(Type Compatibility in Assignment) 
할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태에 의해 참조되는 데이터가 일치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은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한다. 

•  from-spec 은 WSDL 메시지 형식의 변수이고 to-spec 은 WSDL 메시지 형식의 

변수이다. 이러한 경우 두가지 변수 모두 같은 메시지 형식이고 여기서, 두가지 

메시지 형식은 그들의 한정 이름이 같다면 동등하다고 말한다.  

•  from-spec 은 WSDL 메시지 형식의 변수이고 to-spec 은 WSDL 메시지 형식이 아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이것은 변수의 부분, 변수 부분의 선택, 또는 엔드포인트 

참조가 WSDL 메시지 형식의 변수로/로부터 직접 할당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다. 

•  모든 다른 경우에, 소스와 목적지의 형식은 XML 스키마 형식 또는 엘리먼트이고, 

제약은 소스 값이 목적지와 연관된 엘리먼트나 형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소스와 목적지에 연결된 형식이 같아야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기 

바란다. 특히, 소스 형식은 목적지 형식의 서브형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변수가 

엘리먼트에 대한 참조로 정의된 경우, 소스와 목적지 양쪽이 같은 엘리먼트여야 

한다. 
 

위에서 해당되는 제약이 위반되는 프로세스의 의미는 정의되지 않는다. 

 

9.3.2 할당의 예 (Assignment Examples) 
예제는 “http://tempuri.org/bpws/example”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다음의 복잡한 형식 정의

를 가정한다. 

<complexType name="tAddress"> 
 <sequence> 
  <element name="number" type="xsd:int"/> 
  <element name="street" type="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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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 name="city" type="xsd:string"/> 
  <element name="phone"> 
   <complexType> 
    <sequence> 
     <element name="areacode" 
type="xsd:int"/> 
     <element name="exchange" 
type="xsd:int"/> 
     <element name="number" 
type="xsd:int"/> 
    </sequence> 
   </complexType> 
  </element> 
 </sequence> 
</complexType> 
 

<element name = “address” type = “tAddress”/> 

 

다음의 WSDL 메시지 정의가 같은 목적지 네임스페이스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message name="person" xmlns:x="http://tempuri.org/bpws/example"> 
 <part name="full-name" type="xsd:string"/> 

 <part name="address" element="x:address"/> 
</message> 

 

또한 다음의 BPEL4WS변수 선언을 가정하자. 

<variable name="c1" messageType="x:person"/> 
<variable name="c2" messageType="x:person"/> 
<variable name="c3" element="x:address"/> 

 

예제는 하나의 변수 part를 일치하는 엘리먼트 형식의 변수로 복사하는 것 뿐 아니라 하나

의 변수를 다른 변수에 복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assign> 
 <copy> 
  <from variable="c1"/> 
  <to variable="c2"/> 
 </copy> 
 <copy> 
  <from variable="c1" part = “address”/> 
  <to variable="c3"/> 
 </copy>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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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호연관(Correlation) 

 
지금까지 제공된 정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로 전송되는 메시지의 타겟이 받는쪽 

서비스의 WSDL 포트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그 특성상 정보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확장된 상호작용의 이력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인스턴스화되기 때문에 

일종의 착각이다. 따라서, 그러한 프로세스에 보내어진 메시지는 올바른 목적지 포트로 전

송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포트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올바른 인스턴스로 

보내어질 필요가 있다. 그 프로세스를 주관하는 인프라구조는 모든 프로세스 구현이 인스턴

스의 라우팅을 위한 고유한 메커니즘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방식

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메시지는 The 

Lifecycle of a Business Process에 기술된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이다.  

객체지향 세계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한 상호작용이 객체 참조에 의해 중재되는데, 이것

은 적절한 상태와 상호작용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특정한 객체(인스턴스)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본질적으로 제공한다. 이것은 구현의 구조상에 존재하는 종속성이 정상적인 단단하

게 결합된(tightly coupled) 구현에서 충분히 잘 작동한다. 느슨하게 결합된 웹서비스에서는 

그러한 참조의 사용은 각 비즈니스 파트너쪽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현의 세부

사항의 진화를 보장할 수 없는 깨어지기 쉬운 웹의 구현 종속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환경

에서, 해답은 비즈니스 데이터와 파트너들간의 연결선 수준의 계약을 정의하는 통신 프로토

콜 헤더에 의존하고 가능하면 인스턴스 라우팅에 대하여 구현에 종속적인 토큰의 사용을 피

하는 것이다.  

구매자가 구매주문을 판매자에게 보내는 일상적인 공급사슬 상황을 고려해보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구매를 위한 상호작용과 관련한 문서를 

적절한 WSDL 서비스 포트에 연결된 URI로 보내기로 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판매자는 주문에 대한 확정을 비동기적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고 그 확정은 구매자의 올바른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로 경로가 맞추어져야 한다. 이것을 하는 명확하고 표준적인 메

커니즘은 주문 메시지에 상호연관을 위한 확정내용에 복사된 비즈니스 토큰(구매주분번호와 

같은)을 탑재하는 것이다. 그 토큰은 헤더의 메시지 envelope이나 비즈니스 문서 자체(구매 

주문)에 위치할 수 있다. 어느 경우라도, 토큰의 정확한 위치와 형식이 고정되어야 하고 인

스턴스에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각 메시지에서의 상호연관 토큰의 구조와 위치는 비

즈니스 프로세스 기술에서 선언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음 섹션에 기술되어 있는 상호연

관 집합의 BPEL4WS표기법은 이러한 특징을 제공한다. 선언적인 정보는 BPEL4WS에 상응

하는 인프라구조가 인스턴스 라우팅을 자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상호연관 토큰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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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허용한다.  

상호작용의 선언적인 설명은 메시지의 선언적인 등록정보에 의존한다. 등록정보는 단순히 

메시지 내에서 하나의 질의에 의해 식별되는 하나의 “field”이다-디폴트로 질의어는 

XPath1.0이다. 이것은 메시지 파트의 형식이나 바인딩 엘리먼트가 XML스키마를 사용하여 

기술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호연관 토큰의 사용과 엔드포인트 참조는 이러한 방식으로 메

시지 파트가 기술되도록 제한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형식의 전송형식은 여전

히 XML이 아닐수도 있다. 예를 들면 포트형식에 대한 다른 바인딩에 기반한 EDI 플랫 파

일과 같은 것이다. 

 

10.1 메시지 상호연관(Message Correla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는 그 수명주기 동안 전형적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대화를 

그 작업에 포함된 파트너와 유지한다. 대화는 어떤 양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대화에 포함된 

메시지를 상호연관 지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 어떠한 주석의 필요도 없이 올바른 서비

스 인스턴스에 자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복잡한 전송 인프라구조에 기반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상호연관 지워진 대화가 두 개 이상의 당사자를 포함하거나 교환되는 어플리케이

션 데이터내에 직접 상호연관 토큰을 삽입하는 가벼운 전송 인프라구조를 사용한다. 그러한 

경우, 의도된 대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에 메시지와 대화를 일치시키는 어플리케이

션 수준의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할 필요가 종종 있다.  

상호연관의 유형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상호연관 토큰의 특별한 집합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인스턴스와 파트너 인스턴스간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에 걸쳐 있지만, 상

호작용의 부분에 걸쳐 있다. 상호연관된 교환은 중첩되거나 중복되기도 하며 메시지들은 여

러 개의 상호연관 집합을 탑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구매자는 구매주문(PO)을 전송하고 

구매주문 문서에 삽입된 PO번호를 상호연관 토큰으로 사용하여 판매자와의 상호연관된 교

환을 시작시킬 수도 있다. PO번호는 판매자에 의해 PO확정에서 사용이 된다. 판매자는 후

에 해당 PO번호를 탑재한 송장을 보낼지도 모르며, 이것은 PO 번호를 가지고 상호연관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송장번호를 탑재함으로써 향후에 지불관련 메시지가 상호관련 토큰으

로 송장번호만을 가지도록 한다. 송장 메시지는 그리하여 두 개의 별개의 상호연관 토큰을 

탑재하고 두 개의 중복된 상호연관된 교환에 참여한다. 

BPEL4WS은 서비스 인스턴스 내의 상호연관된 연산의 그룹을 정하는 선언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상호연관의 시나리오를 언급한다. 상호연관 토큰의 집합은 상호연관된 그룹에

서 모든 메시지에 의해 공유되는 등록정보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등록정보의 집합

이 상호연관 집합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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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관 집합은 범주의 내에서 선언되며, 변수선언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관된다. 각 상호

연관 집합은 범주 내에서 선언되어 그 범주에 속하였다고 일컬어진다. 전역 프로세스 범주

에 속한 상호연관 집합들은 전역 상호연관 집합이라고 불린다. 상호연관 집합은 또 다른, 

비전역 범주에 속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상호연관 집합은 지역 상호연관 집합(local 

correlation set)이라고 불린다. 각 상호연관 집합은 그것이 정의된 범주 내에서와 그것이 

속한 범주 내에서 모든 중첩된 범주에서만 보일 수 있다. 그리하여 전역 상호연관 집합은 

프로세스 전체에서 가시적이다. 내부 범주에서 식별 가능한 이름으로 상호연관집합을 선언

함으로써 범주 바깥에서는 상호연관 집합을 은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역 상호연관 집합은 프로세스의 시작 시에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된다. 지역 상호

연관 집합은 그것이 속한 범주의 시작 시에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비전역 범주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속한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수명주기 동안 한번 이상 그들의 행위를 시작

시키거나 종료시킨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상호연관 집합은 그 의미에 있어서 변수보다는 나중에 바운드되는(late-bound) 상수를 더 

닮았다. 상호연관 집합의 바인딩은 특별하게 표시된 메시지의 전송이나 수신 연산에 의해 

시작된다. 상호연관집합은 그것이 속한 범주의 수명주기 동안 단 한번만 초기화될 수 있다. 

그리하여, 전역 상호연관 집합은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수명주기 동안 기껏해야 한 번만 초

기화될 수 있다. 한번 초기화되면 그 값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식별자에 대한 별

칭으로 생각될 수 있다. 지역 상호연관 집합은 해당 범주의 시작 시간의 바인딩동안 가용하

지만 초기화된 후 범주가 끝이 날 때까지 그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여럿인 비즈니스 프로토콜에서, 상호연관된 메시지 교환에서 각 참여자 프로세스

는 초기화 수행자 혹은 교환의 후행자로서 행동한다. 초기화 수행자 프로세스는 첫 번째 메

시지(연산을 호출하는 것의 부분으로)를 보내어 대화를 시작하고 따라서, 대화를 태그하는 

상호연관 집합에서 등록정보의 값을 정의한다. 모든 다른 참여자는 후행자가되어 상호연관

집합 내의 등록정보의 값을 제공하는 입력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대화내의 그들의 상호연관 

집합을 결합한다. 초기화 수행자와 후행자 모두 상호연관 집합을 결합하는 단위업무로서 그

들 그룹안에 첫번째 단위업무를 표시해야 한다. 

 

10.2 상호연관 집합 정의하고 사용하기(Defining and Using Correlation Sets) 
본 세션에서 예제는 거의 모든 메시징 단위업무(수신, 응답, 호출)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호

연관 집합을 보여준다. 이것은 BPEL4WS이 메시징을 위한 어떤 복잡한 대화 전송 프로토

콜의 사용도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BPEL4WS내

에서 상호연관의 명시적인 사용이 대화의 연결을 설립하는 그런 단위업무에만 한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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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PEL4WS에서 각 상호연관 집합은 비즈니스 프로토콜 인스턴스 내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수

준의 대화를 식별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등록정보의 이름을 가진 그룹이다. 주어진 메시지는 

여러 상호연관 집합을 탑재할 수 있다. 상호연관집합이 초기화된 후 상호연관집합에 대한 

등록정보의 값은 상호연관집합을 탑재한 모든 연산내에서 모든 메시지에 대하여 식별 가능

해야 하고 해당 범주가 끝이 날 때 까지 범주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 이러한 일관성 제약이 

깨지는 프로세스의 의미는 정의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initiate 속성이 no로 설정된 단위

업무가 이전에 초기화되지 않은 상호연관 집합을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세스의 의미도 정의

되지 않았다. 

다음의 예제가 예시하는 대로, 상호연관 집합은 그것이 사용된 단위업무내의 속성 

initiated=”yes”가 집합에 적용된 때에 초기화된다. 

<correlationSets>? 
 <correlationSet name="ncname" properties="qname-list"/>+ 
</correlationSets> 
 

다음은 상호연관의 확장된 예이다. 이 예는 네 개의 메시지 등록정보를 정의함으로써 시작

된다:customerID, orderNumber, verndorID, invoiceNumber. 이들 등록정보 모두는 

“http://example.com/supplyCorrelation.wsdl" 네임스페이스의 부분으로서 정의된다.  

<definitions name="properties" 
 targetNamespace="http://example.com/supplyCorrelation.wsdl" 
 xmlns:tns="http://example.com/supplyCorrelation.wsdl" 
 xmlns:bpw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xmlns="http://schemas.xmlsoap.org/wsdl/"> 
 
 <!-- define correlation properties --> 
  <bpws:property name="customerID" type="xsd:string"/> 
  <bpws:property name="orderNumber" type="xsd:int"/> 
  <bpws:property name="vendorID" type="xsd:string"/> 
  <bpws:property name="invoiceNumber" type="xsd:int"/> 
</definitions> 
 

이러한 등록정보들은 알려진 (간단한) XML스키나 형식의 전역 이름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것들은 메시지 내에서의 그들의 발생이 구별되어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이

다(Message Properties를 보기 바람). 예제는 구매주문과 송장 메시지를 정의하고 선택에 

의하여 식별되는 메시지 데이터 내의 필드에 추상 등록정보를 매핑하기 위하여 별칭의 개념

을 사용함으로써 계속된다. 

<definitions name="correlatedMessages" 
 targetNamespace="http://example.com/supplyMessages.wsdl" 
 xmlns:tns="http://example.com/supplyMessages.ws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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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ns:cor="http://example.com/supplyCorrelation.wsdl" 
 xmlns:bpw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xmlns="http://schemas.xmlsoap.org/wsdl/"> 
 <!—define schema types for PO and invoice information --> 
 <types> 
  <xsd:schema> 
   <xsd:complexType name="PurchaseOrder"> 
    <xsd:element name="CID"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order" type="xsd:int"/>
    ... 
   </xsd:complexType> 
   <xsd:complexType name="PurchaseOrderResponse"> 
   <xsd:element name="CID"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order" type="xsd:int"/> 
   ... 
  </xsd:complexType> 
 
   <xsd:complexType name="PurchaseOrderReject"> 
   <xsd:element name="CID"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order" type="xsd:int"/> 
   <xsd:element name="reason" type="xsd:string"/> 
   ... 
  </xsd:complexType> 
  <xsd:complexType name="Invoice"> 
   <xsd:element name="VID" type="xsd:string"/> 
   <xsd:element name="invNum" type="xsd:int"/> 
  </xsd:complexType> 
 </xsd:schema> 
</types> 
<message name="POMessage"> 
 <part name="PO" type="tns:PurchaseOrder"/> 
</message> 
<message name="POResponse"> 
 <part name="RSP" type="tns:PurchaseOrderResponse"/> 
</message> 
<message name="POReject"> 
 <part name="RJCT" type="tns:PurchaseOrderReject"/> 
</message> 
<message name="InvMessage"> 
 <part name="IVC" type="tns:Invoice"/> 
</message>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cor:customerID" 
 messageType="tns:POMessage" part="PO" 
 query="/PO/CID"/>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cor:orderNumber" 
 messageType="tns:POMessage" part="PO" 
 query="/PO/Order"/>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cor:vendorID" 
 messageType="tns:InvMessage" part="IVC" 
 query="/IVC/VID"/>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cor:invoiceNumber" 
 messageType="tns:InvMessage" part="IVC" 
 query="/IVC/InvNum"/> 
 ... 
</definitions> 

 

마직막으로 WSDL 별도의 문서에서, 사용된 portType이 정의되었다.  

<definitions name="purchasingPortType" 
 targetNamespace="http://example.com/puchasing.ws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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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ns:smsg="http://example.com/supplyMessages.wsdl" 
 xmlns="http://schemas.xmlsoap.org/wsdl/"> 
 
<portType name="PurchasingPT"> 
 <operation name="SyncPurchase"> 
  <input message="smsg:POMessage"/> 
  <output message="smsg:POResponse"/> 
  <fault name="tns:RejectPO" message="smsg:POReject"/> 
 </operation> 
 <operation name="AsyncPurchase"> 
  <input message="smsg:POMessage"/> 
 </operation> 
</portType> 
<portType name="BuyerPT"> 
 <operation name="AsyncPurchaseResponse"> 
  <input message="smsg:POResponse"/> 
  <fault name="tns:RejectPO" message="smsg:POReject"/> 
 </operation> 
 <operation name="AsyncPurchaseReject"> 
  <input message="smsg:POReject"/> 
 </operation> 
</portType> 
</definitions> 
 

 

등록정보와 그들의 구매주문과 송장 메시지에 대한 매핑 모두 다음 상호연관 예제에서 사용

될 것이다. 

<correlationSets 
 xmlns:cor="http://example.com/supplyCorrelation.wsdl"> 
 <!-- Order numbers are particular to a customer, 
  this set is carried in application data --> 
 <correlationSet name="PurchaseOrder" 
  properties="cor:customerID cor:orderNumber"/> 
 
 <!-- Invoice numbers are particular to a vendor, 
  this set is carried in application data --> 
 <correlationSet name="Invoice" 
  properties="cor:vendorID cor:invoiceNumber"/> 
</correlationSets> 
 

 

상호연관 집합 이름은 호출, 수신, 그리고 응답 단위업무(Invoking Web Service Operations

와 Providing Web Service Operations를 보기 바람)와 선택 단위업무의 onMessage 브랜

치,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의 onMessage변종에서 사용된다(Pick과 Message Handler를 보

기 바람). 이러한 집합들은 주고 받아지는 메시지에서 어떤 상호연관 집합(다시 말해서, 해

당하는 등록정보의 집합)이 발생하는 지를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Initiate속성이 해당 집합이 

초기화되고 있는지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 속성이 “yes”로 설정되었을 때 주고받아

지는 메시지에서 발생하는 등록정보의 값으로 집합이 초기화된다. 마지막으로, 호출의 경우 

호출된 연산이 동기적인 요청/응답인 경우, pattern속성이 해당 상호연관이 외향 (요청)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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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향 (응답) 메시지, 혹은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지를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아이

디어는 본 예제의 나머지 부분에서 상호연관의 사용 문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된다.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상호연관 집합의 토큰을 탑재한다. 첫번째 예제는 구

매주문이 단방향의 내향 요청이 받아지고 송장의 포함한 확인이 비동기적인 응답으로 보내

어지는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PurchaseOrder 상호연관 집합은 비동기적인 응답이 구매자측

의 요청에 상호 연관되도록 양쪽 단위업무에서 모두 사용된다. 수신 단위업무는 

PurchaseOrder 상호연관집합을 초기화한다. 구매자는 따라서 초기화 수행자가 되고 수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이 상호연관 집합의 후행자가 된다. 비동기적인 응답을 보내는 호출 

단위업무는 또한 새로운 상호연관 집합인 Invoice를 초기화한다. 해당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이 상호연관된 교환에서 초기화 수행자가 되고 구매자가 후행자가 된다. 응답 메시지는 따

라서 두 개의 구별된 대화의 부분이 되고 둘 사이의 브리지를 형성한다. 

다음에서 접두사 SP:는 네임스페이스 “http://example.com/puchasing.wsdl"를 표현한다. 

<receive partnerLink="Buyer" portType="SP:PurchasingPT" 
  operation="AsyncPurchase" 
  variable="PO"> 
 <correlations> 
  <correlation set="PurchaseOrder" initiate="yes"> 
 </correlations> 
</receive> 
 
<invoke partnerLink="Buyer" portType="SP:BuyerPT" 
  operation="AsyncPurchaseResponse" 
inputVariable="POResponse"> 
 <correlations> 
  <correlation set="PurchaseOrder" initiate="no" 
pattern="out"> 
  <correlation set="Invoice" initiate="yes" pattern="out">
 </correlations> 
</invoke> 
 

다른 방법으로는 응답이 거부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경우는 invoice와의 새로운 

하나의 상호연관을 시작시키지 않고 상호연관집합 PurchaseOrder에 의하여 상호연관된 대

화를 종료하게 된다. initiate속성은 빠져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따라서 디폴트 값인 “no”

를 가지게 된다. 

<invoke partnerLink="Buyer" portType="SP:BuyerPT" 
  operation="AsyncPurchaseReject" 
inputVariable="POReject"> 
 <correlations> 
  <correlation set="PurchaseOrder" pattern="out"> 
 </correlations> 
</inv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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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적인 웹서비스 호출을 가진 상호연관의 사용이 다른 방식의 구매자의 비즈니스 프로세

스에서 사용된 호출 단위업무에 의하여 사용된 동기적 구매 연산에 의해 예시되어 있다. 

<invoke partnerLink="Seller" portType="SP:PurchasingPT" 
  operation="SyncPurchase" 
  inputVariable="sendPO" 
  outputVariable="getResponse"> 
 <correlations> 
  <correlation set="PurchaseOrder" initiate="yes" 
   pattern="out"> 
  <correlation set="Invoice" initiate="yes" 
   pattern="in"> 
 </correlations> 
 <catch faultName="SP:RejectPO" faultVariable="POReject"> 
  <!-- handle the fault --> 
 </catch> 
</invoke> 
 

invoke가 두개의 메시지로 구성되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외향 요청 메시지와 내향 응답 

메시지. 각 메시지에 적용 가능한 상호연관집합은 그것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간주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PurchaseOrder 상호연관은 그것을 초기화하는 외향 요청에 적용

이 되고 반면, Invoice상호연관은 내향 응답에 적용이 되고 응답에 의해 초기화된다. 

PurchaseOrder상호연관이 외향 메시지에 의해 초기화되므로, 구매자는 그 상호연관의 초기

화 수행자이지만 Invoice상호연관에 대해서는 그 상호연관의 등록정보가 구매자에 의해 받

아지는 응답에 있어서는 판매자에 의해 초기화되므로 후행자가 된다. 

 

11 기본 단위업무(Basic Activities) 

11.1 각 단위업무를 위한 표준 속성(Standard Attributes for Each Activity) 
각 단위업무는 선택적인 표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름, 조인 조건, 그리고 조인 오류가 발

생했을 때 그것이 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자. 조인 조건은 하나의 단위업무에 도달

하는 현재의 경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는데 사용된다. 마지막 두 속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Flow를 보기 바란다. suppressJoinFaiure에 대한 디폴트 값은 no이다.  

name="ncname"? 
joinCondition="bool-expr"? 
suppressJoinFailure="yes|no"?> 

 

조인 조건 속성의 값은 본 문서에 대하여 지시된 표현 언어에서 불린값을 가지는 표현이다

(Expression을 보기바람). XPath표현언어에 대한 조인 조건에 대한 디폴트 값은 이 단위업

무의 모든 입력 링크들의 링크 상태의 논리적인 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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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각 단위업무에 대한 표준 엘리먼트(Standard Elements for Each Activity) 
각 BPEL4WS 단위업무는 선택적인 중첩 엘리먼트 <source>와 <target>을 가진다. 이러한 

엘리먼트들의 사용은 링크들을 통하여 동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요구된다(Flow를 보기 

바람). 각 링크는 독립적으로 정의되고 이름을 가지다. 링크 이름은 <source> 엘리먼트의 

linkName속성의 값으로 사용된다. 하나의 단위업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source>엘리

먼트를 포함함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링크의 소스가 됨을 선언할 수도 있다. 

주어진 단위업무에 연결된 각 <source> 엘리먼트는 다른 <source>엘리먼트와는 구분되는 

하나의 링크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주어진 단위업무에 연결된 각 <target> 엘리먼트는 그 

단위업무에서 다른 <target> 엘리먼트와 구분되는 하나의 링크 이름을 가져야 한다. 각 

<soure> 엘리먼트는 이러한 특정한 링크를 따르기 위한 보호장치로써 작용하는 전이 조건

을 정할 수도 있다. 만일 전이조건이 생략되면, 상수 값 true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source linkName="ncname" transitionCondition="bool-expr"?/>* 
<target linkName="ncname"/>* 

 

11.3 웹서비스 연산 호출하기(Invoking Web Service Operations) 
파트너에 의해 제공되는 웹서비스(Partner Link Types, Partner Links, 그리고 Endpoint 

Reference를 보기 바람)는 BPEL4WS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상에서 연산을 호출하는 것은 기본적인 단위업무이다. 그러한 연산

이 동기적인 요청/응답 또는 비동기적인 단방향 연산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BPEL4WS는 동기적인 경우에 대해서 몇몇 부가적인 선택사항을 가지는 양쪽 모두에 대한 

동일한 기본 구문을 사용한다. 

비동기적인 호출은 응답을 연산의 부분으로 기대하지 않으므로 연산의 입력변수만을 요구한

다 (Providing Web Service Operations를 보기 바람) 동기적인 호출은 입력과 출력 변수를 

모두 요구한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상호연관 집합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와 파트

너 측의 정보를 유지한 서비스를 상호연관지우기 위해서 정해질 수 있다(Correlation을 보

기 바람). 그러나, 이러한 속성은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에서만 요구되므로 둘 다 구문적으로 

선택적이다. 

동기적인 호출의 경우, 연산은 WSDL오류 메시지를 반환할 수도 있다. 이것은 BPEL4WS오

류의 결과를 낳는다. 그러한 오류는 단위업무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정해진 단위업무는 수행이 될 것이다. 만일 오류가 단위업무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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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해당 단위업무를 둘러싼 범주에 던져진다(Scope와 Fault Handling을 

보기 바람).  

WSDL 오류는 해당 portType의 타겟 네임스페이스에 의해 형성된 한정 이름과 오류 이름

에 의해 BPEL4WS에서 식별됨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 유일한 이름 정하는 방식은 WSDL

의 오류 이름 짓기 모델과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지켜져야 한다. WSDL은 오류 이름

이 서비스 연산이 정의된 네임스페이스내에서 유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의 이

름을 가지고 같은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된 모든 오류는 BPEL4WS에서 구별이 가능하지 

않다. WSDL 1.1에서 portType이름, 연산 이름, 그리고 오류이름을 정하는 것은 오류를 유

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호출 오류를 다루는 오류 핸들링 방식을 사용하

는 능력을 제한한다. 이것은 미래의 WSDL버전에서 제거될 WSDL 오류 모델의 중요한 결

점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단위업무는 그것의 보상 행위를 하는 다른 단위업무와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보상 핸들러는 닫혀진 범주의 디폴트 보상 핸들러나 명시적으로 호출될 수 있다

(Scope와 Compensation Handlers를 보기 바람).  

의미적으로 지역 오류와 보상 핸들러에 대한 명세는 즉시 단위업무를 둘러싸고 그러한 핸들

러를 제공하는 암시적인 범주의 존재와 동등하다. 그러한 암시적인 범주의 이름은 언제나 

그것이 둘러싸고 있는 단위업무의 이름과 동일하다. 

<invoke partnerLink="ncname" portType="qname" operation="ncname" 
 inputVariable="ncname"? outputVariable="ncname"?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orrelations>? 
  <correlation set="ncname" initiate="yes|no"? 
   pattern="in|out|out-in"/>+ 
 </correlations> 
 <catch faultName="qname" faultVariable="ncname"?>* 
  activity 
 </catch> 
 <catchAll>? 
  activity 
 </catchAll> 
 <compensationHandler>? 
  activity 
 </compensationHandler> 
</invoke> 

 

상호연관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Correlation을 보기 바란다. 아래의 예제는 중첩

된 상호연관 핸들러를 이용한 호출을 보여준다. 다른 예제는 본 명세서의 전반에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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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ke partnerLink="Seller" portType="SP:Purchasing" 
 operation="SyncPurchase" 
 inputVariable="sendPO" 
 outputVariable="getResponse"> 
 <compensationHandler> 
  <invoke partnerLink="Seller" portType="SP:Purchasing" 
   operation="CancelPurchase" 
   inputVariable="getResponse" 
   outputVariable="getConfirmation"> 
 </compensationHandler> 
</invoke> 

 

11.4 웹서비스 연산 제공하기(Providing Web Service Operations)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수신 단위업무와 해당 응답 단위업무를 통하여 파트너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신 단위업무는 그것이 수신처로 기대하는 파트너링크와 파트너가 호

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포트 형식 및 연산을 정한다. 부가적으로, 그것은 받아진 메시지 데

이터를 받는데 사용되는 변수를 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은 전적으로 실행 가

능한 프로세스에만 요구되므로 구문상으로는 선택적이다. 

또한, 수신단위업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수명주기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한다. 

BPEL4WS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인스턴스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신 단위업무에 

createInstance속성을 “yes”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속성의 디폴트 값은 “no”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된 수신 단위업무는 프로세스에서 초기 단위업무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

일한 다른 기본 단위업무가 잠재적으로 수신 단위업무보다 선행해서 수행되거나 동시에 수

행될 수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설정된 수신 단위업무여야 한다.  

동시에 발생하는 초기 단위업무의 집합에 대하여 createInstance속성을 “yes”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메시지의 도착 순서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요구되는 내향 

메시지의 집합중 하나가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표현하려는 

의도이다. 모든 그러한 수신 단위업무들은 같은 상호연관 집합을 사용하여야 한다

(Correlation을 보기 바람). 여기에 부응하는 구현은 같은 상호연관 집합 토큰을 탑재한 내

향 메시지들 중 오직 하나만이 실제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인스턴스화해야한다는 것을 보

장한다(대개 도착하는 첫번째이고 이것은 구현에 종속적이다). 병렬적인 초기 집합내의 다

른 내향 메시지는 이미 생성된 인스턴스내의 수신 단위업무로 전송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는 같은 partnerLink, portType, 연산 그리고 상호연관 집합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수신 단위업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서는 안된다. Receive는 그것이 

하나의 일치하는 메시지가 프로세스 인스턴스에 의하여 받아질 때까지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차단 단위업무이다라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같은 partnerLink, portType, 연산 

그리고 상호연관 집합에 대하여 두 개이상의 수신 액션이 동시에 가능해지는 프로세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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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정의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의 목적을 위해, pick안의 onMessage절과 onMessage 

핸들러는 receive와 동등하다(Pick과 Message Events를 보기 바람). 

<receive partnerLink="ncname" portType="qname" operation="ncname" 
  variable="ncname"? createInstance="yes|no"?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orrelations>? 
  <correlation set="ncname" initiate="yes|no"?>+ 
 </correlations> 
</receive> 

 

응답 단위업무는 수신 단위업무를 통해 이전에 받아들여진 요청에 응답을 보내는데 사용된

다. 그러한 응답은 동기적인 상호작용에만 의미를 가진다. 비동기적인 응답은 파트너 링크

상에서 단방향 연산을 호출함으로써 항상 보내어진다. 응답 단위업무는 반응으로 보내어질 

메시지 데이터를 담고 있는 변수를 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속성은 전적으로 실행가능

한 프로세스에만 요청되는 구문적으로 선택형의 사항이다. 

요청과 해당되는 응답간의 상호연관은 특별한 파트너 링크로부터 특정한 portType, 

operation그리고 상호연관 집합에 대한 하나 이상의 두드러진 동기적 요청이 동시에 두드러

져서는 안된다는 제약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이 깨지는 프로세스의 의미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약의 목적을 위하여, pick안의 onMessage절은 receive와 동등하다

(Pick을 보기 바람). 게다가, 응답 단위업무는 어던 응답도 그 수신 단위업무에 대하여 보내

지지 않도록 항상 같은 파트너 링크, portType과 (요청/응답) 연산에 대한 수신 단위업무보

다 후행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이 위반되는 프로세스의 의미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reply partnerLink="ncname" portType="qname" operation="ncname" 
  variable="ncname"? faultName="qname"?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orrelations>? 
  <correlation set="ncname" initiate="yes|no"?>+ 
 </correlations> 
</reply> 

 

주어진 요청에 해당하는 <reply> 단위업무(응답 단위업무) 두 가지의 잠재적인 형태를 가지

고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요청에 대한 응답이 정상적이면, faultName속성이 사용되지 않

으며, 있다면 variable속성이 정상적인 응답 메시지 형식의 변수를 가리킬 것이다. 반면, 응

답이 오류를 가리키고 있다면, faultName속성이 사용되고 variable속성이 해당 오류에 대한 

메시지 형식의 변수를 가리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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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변수 내용 수정하기(Updating Variable Contents) 
변수의 수정은 Assignment에 기술되어 있는 할당 단위업무를 통하여 발생한다. 

 

11.6 오류 신호발생하기(Signaling Faults) 
던짐(throw) 단위업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내부적인 오류를 명시적으로 신호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오류는 전역적으로 유일한 QName을 가질 것이 요구

된다. 던짐 단위업무는 오류에 대하여 그러한 이름을 제공하도록 요구되며 오류에 관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변수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오류 핸들러는 오류

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서비스로 보내어질 필요가 있는 어떤 오류 메시

지도 상주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BPEL4WS는 throw 엘리먼트내에서 그들의 사용보다 선행하는 오류 이름의 정의를 요구하

지 않는다.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에 특정한 속성은 faultName속성의 값으로서 적절한 

QName사용함으로써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류 데이터를 가진 변수를 제공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적인 오류를 도입하는 매우 가벼운 방식이다. 

<throw faultName="qname" faultVariable="ncname"?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throw> 

 

오류 데이터의 변수를 제공하지 않는 던짐 단위업무의 간단한 예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throw xmlns:FLT="http://example.com/faults"  

 faultName="FLT:OutOfStock"/> 

 

11.7 대기하기(Waiting) 
대기(wait) 단위업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특정한 시간 기간동안 또는 특정 데드라인에 

도달할 때까지 연기되는 것을 허용한다(기간 표현과 데드라인 표현의 문법에 대해서는 

Expression을 보기 바람). 

<wait (for="duration-expr" | until="deadline-expr")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wait> 

 

이러한 단위업무의 전형적인 사용은 특정한 시간에(이 경우는 상수인, 그러나 전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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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프로세스 상태에 종속적이다.) 연산을 호출하는 것이다.  

<sequence> 
 <wait until="'2002-12-24T18:00+01:00'"/> 
 
 <invoke partnerLink="CallServer" portType="AutomaticPhoneCall" 
  operation="TextToSpeech" 
  inputVariable="seasonalGreeting"> 
 </invoke> 
</sequence> 

 

11.8 아무것도 안하기(Doing Nothing) 
아무일도 하지 않는 단위업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예를 들면, 오류가 처리되고 

억제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빈(empty) 단위업무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다. 구문은 명확하

고 최소화되어 있다. 

<empty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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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조화된 단위업무(Structured Activities) 

 

구조화된 단위업무는 단위업무의 모음이 발생하는 순서를 규정한다. 그것들은 비즈니스 프

로세스가 수행하는 단위업무를 제어 유형, 데이터 흐름, 오류와 외부 이벤트의 처리, 비즈니

스 프로토콜에 포함된 프로세스 인스턴스간의 메시지 교환의 조정을 표현하는 구조에 포함

시킴으로써 어떻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하는지를 기술한다. 

BPEL4WS의 구조화된 단위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단위업무들간의 일상적인 순서는 sequence, switch와 while을 통해 제공된다. 

•  단위업무들 사이의 동시성과 동기성은 flow에 의하여 제공된다. 

•  외부 이벤트에 기반한 비결정적인 선택은 pick에 의하여 결정된다. 
 

구조화된 단위업무는 일상적이 방식에서 재귀적으로 사용된다.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구조화된 단위업무가 중첩될 수 있고 임의의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

소는 일상적이지 않지만, 직교적인 조합 가능한 특징보다는 대안으로 가능성이 높은 그래프

나 프로그램과 같은 제어 방식의 관심을 일으키는 자유로운 융합을 제공한다. 간단한 그러

한 융합된 사용법의 예가 초기 예제에서 발견된다. 

단위업무라는 용어가 기본적인 단위업무와 구조화된 단위업무 둘 다를 포함하기 위해 사용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12.1 연속 (Sequence) 
연속 단위업무는 <sequence>엘리먼트 내에서 나열된 순서 즉, 사전적 순서에 따라 연속적

으로 수행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위업무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속 단위업무는 연속에

서 마지막 단위업무가 완료될 때, 완료된다. 

<sequence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activity+ 
</sequence> 

 

예제: 

<sequence> 
 <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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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 
 <scope> 
 ... 
 </scope> 
 <pick> 
 ... 
 </pick> 
</sequence> 

 

12.2 스위치(Switch) 
스위치(switch) 구조화 단위업무는 종종 발생하는 유형에서의 조건적 행위를 지원한다. 이 

단위업무는 case 엘리먼트에 의하여 otherwise 브랜치가 따라 올 수도 있는, 정의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조건적 브랜치의 순서를 가진 리스트로 구성된다. switch의 case브랜치는 

그것들이 나타나는 순서상에서 간주된다. 그 조건이 true로 만족되는 첫번째 브랜치는 발생

하고 그 switch에 대해서 수행되는 단위업무를 제공한다. 만일 otherwise브랜치가 명시적

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빈 단위업무를 가진 otherwise브랜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스위

치 단위업무는 선택된 브랜치가 완료되면 완료된다. 

<switch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ase condition="bool-expr">+ 
  activity 
 </case> 
 <otherwise>? 
  activity 
 </otherwise> 
</switch> 

 

예제: 

<switch xmlns:inventory="http://supply-chain.org/inventory" 
  xmlns:FLT="http://example.com/faults"> 
 <case condition= "bpws:getVariableProperty(stockResult,level) > 
100"> 
  <flow> 
   <!-- perform fulfillment work --> 
  </flow> 
 </case> 
 <case condition="bpws:getVariableProperty(stockResult,level) >= 
0"> 
  <throw faultName="FLT:OutOfStock" 
   variable="RestockEstimate"/> 
 </case> 
 <otherwise> 
  <throw faultName="FLT:ItemDiscontinued"/> 
 </otherwise>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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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반복 (While) 
반복(while) 단위업무는 특정한 반복적인 단위업무가 반복되는 것을 지원한다. 반복 단위업

무는 while조건이 더 이상 true로 만족될 수 없을 때까지 수행된다. 

<while condition="bool-expr"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activity 
</while> 

 

예제: 

 ... 
<variable name="orderDetails" type="xsd:integer"/> 
 ... 
<while condition= 
  "bpws:getVariableData(orderDetails) > 100"> 
 <scope> 
  ... 
 </scope> 
</while> 

 

12.4 선택(Pick) 
선택(pick) 단위업무는 이벤트의 집합의 발생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발생한 이벤트와 관

련된 단위업무를 수행시킨다. 이벤트의 발생은 종종 상호 배타적이다(해당 프로세스는 수용 

메시지를 받거나 거부 메시지를 받으면 둘 다 받지는 않는다). 만일 하나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땐 수행할 단위업무의 선택이 어떤 이벤트가 먼저 발생했느냐에 달려 있다. 만

일 거의 동시에 이벤트들이 발생했다면, 경쟁이 있게 되고 수행될 단위업무의 선택은 시간

과 구현에 모두 종속된다.  

pick의 형태는 폼 이벤트/단위업무의 브랜치의 집합이며, 정확히 브랜치들 중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먼저 그것과 연관된 이벤트의 발생에 기초해서 선택된다. 선택 단위업무가 처리를 

위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수용하고 나면 다른 이벤트들은 더 이상 pick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가능한 이벤트들은 내향 단방향 혹은 요청/응답 연산의 호출의 형

태에서 어떤 메시지의 도착이나 타이머에 기반한 “경보”이다(경보 시계의 의미에서). 

pick의 특별한 형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생성이 가능한 메시지의 집합에서 하

나를 받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pick 그자체는 createInstance

속성을 yes값으로 가진다 그러한 경우, pick안의 이벤트는 모두 내향 메시지여야 하고, 그

들 각각은 “createInstance=yes” 속성을 가지는 receive와 동등하다. 어떠한 경보도 이러

한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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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택 단위업무는 적어도 하나의 onMessage이벤트를 포함해야 한다. onMessage이벤트

의 의미는 변수 속성의 선택적인 본질과 관련하여 수신 단위업무 및 충돌하는 수신 액션의 

동시적인 가능성과 관련한 제약과 동일하다. 후자의 경우, 두 이상의 수신 액션이 같은 파

트너 링크, 포트 타입, 연산 및 상호연관 집합에 대하여 동시에 가능한 프로세스의 의미는 

정의되지 않음을 상기하기 바란다(Providing Web Service Operations를 보기 바람). 

각 onMessage 핸들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제약의 목적상 해당 수신 단위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동등하다. 

<pick createInstance="yes|no"?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onMessage partnerLink="ncname" portType="qname" 
  operation="ncname" variable="ncname"?>+ 
 <correlations>? 
  <correlation set="ncname" initiate="yes|no"?>+ 
 </correlations> 
  activity 
 </onMessage> 
 <onAlarm (for="duration-expr" | until="deadline-expr")>* 
  activity 
 </onAlarm> 
</pick> 

 

선택 단위업무는 브랜치들 중 하나가 연관된 이벤트의 발생에 의해 트리거되거나 해당 단위

업무가 끝이나면 완료된다. 다음의 예제는 pick의 전형적인 사용을 보여준다. 그러한 선택 

단위업무는 커다란 주문을 위한 라인 항목을 받아들이는 루프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완

료 액션은 대안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가능하다. 

<pick> 
 <onMessage partnerLink="buyer" 
  portType="orderEntry" 
  operation="inputLineItem" 
  variable="lineItem"> 
  <!-- activity to add line item to order --> 
 </onMessage> 
 <onMessage partnerLink="buyer" 
  portType="orderEntry" 
  operation="orderComplete" 
  variable="completionDetail"> 
  <!-- activity to perform order completion --> 
 </onMessage> 
 
 <!-- set an alarm to go after 3 days and 10 hours --> 
 <onAlarm for="'P3DT10H'"> 
  <!-- handle timeout for order completion --> 
 </onAlarm>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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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흐름(Flow) 
flow구성자는 동시실행과 동기성을 제공한다. flow에 대한 문법은 다음과 같다. 

<flow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links>? 
  <link name="ncname">+ 
 </links> 
 activity+ 
</flow> 

 

flow안에서 중첩된 단위업무에 대한 표준 속성과 표준 엘리먼트는 표준 속성과 엘리먼트가 

flow관련 의미를 단위업무에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므로 특별히 중요하다.  

flow안에서 단위업무의 집합을 그룹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적 효과는 동시성을 가능하

게 한다는 점이다. flow는 flow내의 모든 단위업무가 완료되면 완료된다. flow내에서 하나의 

단위업무의 완료는 그것의 가능 조건이 거짓으로 판정되면 뛰어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포

함한다(Dead-Path-Elimination을 보기 바람). 그리하여 가장 간단한 flow의 사용은 중첩된 

동시성 구성자와 동등하다. 다음의 예제에서 두개의 호출 단위업무가 flow가 시작되자마자 

동시에 시작되도록 되어 있다. flow의 완료는 판매자와 선적자의 응답 모두의 후에 발생한

다(호출연산이 동기적인 요청/응답이었다고 가정하면). bank가 flow의 완료 후에 호출된다. 

<sequence> 
 <flow> 
  <invoke partnerLink="Seller" .../> 
  <invoke partnerLink="Shipper" .../> 
 </flow> 
  <invoke partnerLink="Bank" .../> 
</sequence> 

 

더욱 일반적으로, 흐름 단위업무는 그 내부에 직접 중첩된 동시적인 단위업무의 집합을 생

성한다. 그것은 더욱이 그 안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중첩된 단위업무들 사이의 동기화 

종속성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의 링크는 이름을 가지며, 흐름 단위업무의 모든 링크

는 흐름 단위업무 내에서 별도로 정의되어야 한다. 하나의 단위업무의 표준 source와 

target엘리먼트는 두 개의 단위업무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링크의 source는 링크의 이름

을 정함으로써 target엘리먼트를 정해야 한다. source단위업무는 source엘리먼트의 

transitionCondition 속성을 통해서 전이조건을 정해야 할수도 있다. 만일 

transitionCondition 속성이 생략되면, 그것은 “true”값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흐름 단위업무 내에서 선언된 모든 링크는 source로서는 정확하게 하나의 단위업무를 가져

야 하고 target으로 정확하게 하나의 단위업무를 가져야 한다. 링크의 source와 targe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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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는 제약을 제외하고는 flow내에서 직접적으로 중첩된 단위업무들 내

에서 임의의 깊이로 중첩될 수 있다.  

아래의 예제는 링크가 구조화된 단위업무들의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sequence Y에서 단위업무 C에서 시작하고 D에서 끝나는 “CtoD”라는 이름을 가진 링크가 

있다. 예제는 sequence X가 XtoY라는 링크의 소스이므로 시퀀스 Y보다는 시퀀스 X가 먼저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flow> 
 <links> 
  <link name="XtoY"/> 
  <link name="CtoD"/> 
 </links> 
 <sequence name="X"> 
  <source linkName="XtoY"/> 
  <invoke name="A" .../> 
  <invoke name="B" .../> 
 </sequence> 
 <sequence name"Y"> 
  <target linkName="XtoY"/> 
  <receive name="C" ...> 
   <source linkName="CtoD"/> 
  </receive> 
  <invoke name="E" .../> 
 </sequence> 
 <invoke partnerLink="D" ...> 
  <target linkName="CtoD"/> 
 </invoke> 
</flow> 

 

대개, 하나의 링크는 만일 소스 단위업무가 구성자 내에서 중첩되어 있고 타겟 소스가 그렇

지 않다면, 혹은 그 반대의 경우 타겟 단위업무가 중첩되어 있고 소스 단위업무가 그렇지 

않다면 경계를 가로지른다고 말한다.  

하나의 링크는 반복 단위업무, 직렬가능한 범주, 이벤트 핸들러나 보상 핸들러의 경계를 가

로지를 수 없다(이벤트, 오류와 보상 핸들러의 사항에 대해서는 Scope를 보기 바람). 또한, 

오류 핸들러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링크는 외향이어서는 안된다. 즉, 오류핸들러 내에 소스 

단위업무를 가져야 하고 그 오류 핸들러와 연관 있는 범주를 닫는 범주 내에서 그 타겟 단

위업무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링크는 제어 사이클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즉, 소

스 단위업무는 만일 B의 인스턴스화가 의미적으로 A의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 하나의 단위

업무 A가 단위업무 B를 선행하는 경우 타겟 단위업무를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단위업무로 

가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링크에 의해 발생하는 유방향 그래프는 항상 비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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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링크의 의미(Link Semantics) 
본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단위업무 A가 소스가 되는 링크들은 A의 출력 링크로 불릴 것이

고, A가 타겟이 되는 링크들은 A의 입력링크로 불릴 것이다. 만일 단위업무 X가 Y를 소스

로 가지는 링크의 타겟이면, X는 Y에 대하여 동기화 종속성을 가진다. 

하나의 링크의 타겟이 되는 모든 단위업무는 암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관련된 

joinCondition 속성을 가진다. 이것은 하나의 단위업무가 정확하게 하나의 입력 링크를 가

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일 명시적인 joinCondition이 생략되면, 암시적인 조건이 적어도 

하나의 입력 링크의 상태가 양수가 되도록 요구한다(링크 상태에 대한 설명은 아래를 보기 

바람). 하나의 조인 조건은 불린 표현이다(Expression을 보기 바람). 하나의 단위업무에 대

한 조인 조건은 불린 연산자와 그 단위업무에서 입력 링크에 가해지는 bpws: 

getLinkStatus함수를 사용해서만 구성되어야 한다. 

링크에 대한 고려 없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범주, 그리고 구조화된 단위업무의 의미는 주어

진 단위업무가 언제 시작될 준비가 되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시퀀스에서 두 번째 단

위업무는 첫 번째 단위업무가 완료하자마자 시작할 준비가 된다. switch에서 하나의 브랜치

의 행위를 결정하는 단위업무는 그 브랜치가 선택될 때 시작할 준비가 된다. 비슷한 방식으

로 flow내에서 직접적으로 중첩된 단위업무는 flow는 기본적으로 동시적인 구성자이므로 

flow자체가 시작할 때 시작할 준비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작할 준비가 된 하나의 단위업무가 입력 링크를 가지면, 모든 입력 링크

의 상태가 결정되고 그 단위업무에 연관된 (암시적인 혹은 명시적인) 조인 조건이 평가될 

때까지 시작하지 않는다. 링크 상태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단위업무 A가 완료되었을 때, 다음의 단계들이 다른 단위업무에 대한 동기화 링크의 영향

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다.  

•  A 에 대하여 모든 출력 링크의 상태를 결정한다. 상태는 양이거나 음이될 것이다. 

각 링크에 대한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것의 trasitionCondition 이 평가된다. 

평가는 전이조건 표현내에서 참조되는 변수의 실제값을 가지고 수행됨을 유의하기 

바란다. 만일 변수의 일부가 동시적인 행위 경로에서 수정되면, 전이조건 판정의 

결과는 비결정적으로 동시적인 단위업무들간의 행위의 타이밍에 의존한다. 

•  A에 대하여 동기적 종속성을 가지는 각 단위업무 B에 대하여 다음을 체크한다. 

•  B 가 위에서 기술한 의미에서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입력 링크에 대한 

종속성을 제외하고) 

•  B에 대한 모든 입력링크의 상태가 결정되었는지 

•  이 두가지 조건이 참이면, B 에 대한 조인 조건이 평가된다. 만일 조인 조건이 

거짓으로 판정되면, 표준 bpws:joinFailure오류가 던져지고 아니면 B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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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구조화된 단위업무 S의 수행 동안 S의 의미가 S내에서 중첩된 단위업무 X가 S의 부

분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면, X로부터의 모든 출력 링크의 상태는 음으로 설정된다. 

스위치 단위업무에서 취해지지 않은 브랜치 내의 단위업무 혹은, bpws:joinFailure를 포함하

여 오류 때문에 처리가 중지된 범주내에서 완료되지 않은 단위업무들이 예가 된다(Scopes

와 Compensation Handler를 보기 바람).  

대개 다수의 타겟 단위업무는 다수의 출력 링크를 가진 단위업무의 완료에 기반하여 가능해

짐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이 때문에, 그러한 단위업무는 종종 포크 단위업무라 불린다. 

 

12.5.2 죽은 경로 제거(Dead-Path-Elimination, DPE) 
제어 flow가 링크의 네트워크에 의해 대체로 정의된 경우, 단위업무 A에 대한 잘못된 조인 

조건의 정상적인 해석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A가 수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게

다가, A에 대한 출력 링크로 음의 상태를 할당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의 결과는 전파될 필요

가 있다. BPEL4WS는 suppressJoinFailure 속성을 단위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이 속성에 대한 “yes”값은 중첩된 단위업무에서 “no”값을 

suppressJoinFailure속성에 사용함으로써 효과가 덮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위업무와 모

든 중첩된 단위업무에 대하여 bpws:joinFailure 오류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bpws:joinFailure를 억제하는 것은 오류가 그 조인 조건을 가진 단위업무를 바로 둘러싸고 

있는 범주에 첨부된 특별한 디폴트 핸들러에 의해 논리적으로 처리되는 것과 동등하다. 디

폴트 핸들러 행위는 빈 단위업무이다. 다시 말해서 핸들러는 오류를 억제하고 그것과 관련

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인 조건을 가진 단위업무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의 출력 링크들은 자동적으로 Link Semantics의 규칙에 따라 음의 상태가 할당된다. 

그리하여 suppressJoinFailure속성이 “yes”로 설정된 단위업무내에서는 거짓이 된 조인조

건의 의미는 관련 단위업무를 뛰어 넘고 해당 단위업무로부터의 모든 출력링크의 상태를 음

의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전이 조건을 가지는 링크의 네트워크의 그래프와 같은 해석에

서 이러한 의미가 음의 링크 상태를 조인 조건이 참으로 판정될때까지 이어진 링크에 따라 

형성된 전체 경로를 따라 전파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것을 ‘죽은 경로 제거하기’로 부른다.  

하나의 조인 조건을 가진 단위업무를 바로 둘러싸고 있는 암시적인 범주(bpws:joinFailure

를 억제하기 위해 생성된)의 이름이 정확하게 단위업무 그 자체의 이름과 정확하게 같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것이 삽입된 오류나 보상 핸들러를 가진 호출 단위업무인 경우

(Invoking Web Service Operations를 보기 바람), 그 오류와 보상 핸들러에 대한 암시적인 

범주는 여기서 기술된 암시적인 범주에 병합된다. 이것은 bpws:joinFailure에 대하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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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오류 핸들러를 부가한다. 

suppressJoinFailure속성에 대한 디폴터 값은 “no”이다. 이것은 복잡한 그래프가 포함되지 

않고 전이조건을 가지지 않은 링크들이 동기화를 위해 사용된 간단한 사용의 경우에서 예상

치 않은 행위를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사용 예의 설계는 링크의 의미에 관하여 초보적일 

수 있고 잘 정의된 오류를 억제하는 디폴트 해석의 결과에 놀라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uppressJoinFailure속성이 “yes”로 설정된 초기 예제의 해석을 고려하자. 오류 핸들러를 

제공하는 범주에 둘러싸인 shippingProvider의 호출을 추가적으로 가정하자(Scopes와 

Fault Handler를 보기 바람). 만일 이러한 호출 중 하나가 오류를 낸다면, 그 호출로부터의 

출력 링크의 상태는 음이 되고, 그 링크의 (암시적인) 조인 조건은 거짓이 된다. 그러나, 결

과적인 bpws:joinFailure는 암시적으로 억제되고 타겟 단위업무가 예상 오류를 유발하는 데

신 sequence내에서 뛰어넘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 bpws:joinFailure의 억제가 바람직하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의 루트에 있는 

process엘리먼트에서 suppressJoinFailure속성을 “yes”로 설정함으로써 쉽게 달성할 수 있

다. 

 

12.5.3 flow 그래프 예제 (Flow Graph Example) 
다음의 예에서 getBuyerInformation, getSellerInformation, settleTrade, confirmBuyer, 

confirmSeller의 이름을 가진 단위업무들은  흐름 단위업무를 통하여 정의된 그래프의 노드

들이다. 다음의 링크들이 정의되어 있다. 

•  buyToSettle 이름을 가진 링크는 getBuyerInformation(getBuyerInformation 내에서 중첩된 

해당 소스 엘리먼트를 통하여 정해짐)에서 시작하고, settleTrade(settleTrade 내에서 

중첩된 해당 타겟 엘리먼트를 통하여 정해짐)에서 끝이난다. 

•  sellToSettle 이름을 가진 링크는 getSellerInformation 에서 시작하고 settleTrade 에서 

끝이 난다. 

•  toBuyConfirm 이름을 가진 링크는 settleTrade 에서 시작하고 confirmBuyer 에서 끝이 

난다. 

•  toSellConfirm 이름을 가진 링크는 settleTrade 에서 시작하고 confirmSeller 에서 끝이 

난다. 
 

flow에 의하여 정의된 그래프 구조에 기반하여 getBuyerInformation과 

getSellerInformation단위업무는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settleTrade단위업무는 이들 

단위업무가 완료되기 전에는 수행되지 않는다. settleTrade가 완료한 후 두 개의 단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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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Buyer와 confirmSeller가 동시에 다시 수행된다. 

<flow suppressJoinFailure="yes"> 
 <links> 
  <link name="buyToSettle"/> 
  <link name="sellToSettle"/> 
  <link name="toBuyConfirm"/> 
  <link name="toSellConfirm"/> 
 </links> 
 <receive name="getBuyerInformation"> 
  <source linkName="buyToSettle"/> 
 </receive> 
 <receive name="getSellerInformation"> 
 <source linkName="sellToSettle"/> 
 </receive> 
 <invoke name="settleTrade" 
  joinCondition="bpws:getLinkStatus('buyToSettle') and 
   bpws:getLinkStatus('sellToSettle')"> 
 <target linkName="getBuyerInformation"/> 
 <target linkName="getSellerInformation"/> 
 <source linkName="toBuyConfirm"/> 
 <source linkName="toSellConfirm"/> 
 </invoke> 
<reply name="confirmBuyer"> 
 <target linkName="toBuyConfirm"/> 
</reply> 
<reply name="confirmSeller"> 
 <target linkName="toSellConfirm"/> 
</reply> 
</flow> 

 

12.5.4 링크와 구조화된 단위업무(Links and Structured Activities) 
링크는 구조화된 단위업무의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의도된 행위를 보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의 예제는 구조화된 구성

자 안에서 타겟 단위업무를 연결할 때의 행위를 예시한다.  

다음의 flow는 단위업무 A, B, C의 시퀀스를 수행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단위업무 B는 시퀀

스 밖의 두개의 단위업무 X와 Y에 대하여 동기화 종속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B는 X와 

Y로부터의 링크의 타겟이다. B에서의 조인 조건은 생략되었고 따라서, B에 타겟된 링크의 

상태의 분리인 디폴트가 암시적으로 가정된다. 만일 입력 링크 중 적어도 하나가 양의 상태

를 가지면 조건은 참이 된다. 이런 경우, 조건은 링크상의 전이조건에 기반하여 불린 조건 

P (X, B) OR P (Y, B)로 된다. 

flow에서 시퀀스 S와 두 개의 수신 단위업무 X와 Y는 모두 flow가 시작될 때 시작 가능해

진다. S내에서 A가 완료된 후, B는 X와 Y로부터의 입력링크의 상태가 결정되고 암시적인 

조인 조건이 판정될 때까지 시작할 수 없다. 

표현 P(X, B) OR P(Y, B)가 거짓이라 가정하자. 이런 경우, 환경 속성 suppressJoinFailure

가 “no”로 설정되기 때문에 표준 오류 bpws:joinFailure가 던져진다. 그리하여 flow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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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섭을 받고 B나 C 모두 수행될 수 없다. 

반면, 만일 환경속성 suppressJoinFailure가 “yes”가 되면 bpws:joinFailure가 B와 연관된 

암시적인 범주에 의해 억제되므로 B는 뛰어넘어지고 C는 수행될 것이다.  

<flow suppressJoinFailure="no"> 
 <links> 
  <link name="XtoB"/> 
  <link name="YtoB"/> 
 </links> 
 
 <sequence name="S"> 
  <receive name="A" ...> 
   ... 
  </receive> 
  <receive name="B" ...> 
   <target linkName="XtoB"/> 
   <target linkName="YtoB"/> 
   ... 
  </receive> 
  <receive name="C" ...> 
   ... 
  </receive> 
 </sequence> 
 
 <receive name="X" ...> 
  <source linkName="XtoB" transitionCondition="P(X,B)"/> 
  ... 
 </receive> 
 <receive name="Y" ...> 
  <source linkName="YtoB" transitionCondition="P(Y,B)"/> 
  ... 
 </receive> 
</flow> 

 

마지막으로 A, B와 C를 하나의 시퀀스에 넣는 대신, 링크(상수인 참값을 “참”으로 가지고 

있는 전이조건을 가진)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선행하는 flow가 다시 씌여졌다고 가정하자. 

이제, B와 C는 항상 수행될 것이다. 조인 조건은 disjunction(역자주: 논리적으로는 OR연산

의 연결과 같음)이고 A에서 B로의 링크의 전이조건은 상수 “참”이므로, 조인 조건은 

P(X,B) and P(Y,B)의 값으로부터 독립적이어서 항상 “참”으로 판정된다.  

<flow suppressJoinFailure="no"> 
 <links> 
  <link name="AtoB"/> 
  <link name="BtoC"/> 
  <link name="XtoB"/> 
  <link name="YtoB"/> 
 </links> 
 <receive name="A"> 
  <source linkName="AtoB"/> 
 </receive> 
 <receive name="B"> 
  <target linkName="AtoB"/> 
  <target linkName="XtoB"/> 
  <target linkName="YtoB"/> 
  <source linkName="B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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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ive> 
 <receive name="C"> 
  <target linkName="BtoC"/> 
 </receive> 
 <receive name="X"> 
  <source linkName="XtoB" transitionCondition="P(X,B)"/> 
 </receive> 
 <receive name="Y"> 
  <source linkName="YtoB" transitionCondition="P(Y,B)"/> 
 </receiv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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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범주(Scopes) 

각 단위업무에 대한 행위의 문맥은 범주에 의해 제공된다. 범주는 오류핸들러, 이벤트 핸

들러, 보상 핸들러, 데이터 변수, 그리고 상호연관 집합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든 범주 엘리먼트들은 구문적으로는 선택사항이며 어떤 것들은 생략되면 디폴트 의미를 

가진다. 범주의 구문과 의미는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scope variableAccessSerializable="yes|no"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variables>? 
 ... 
 </variables> 
 <correlationSets>? 
 ... 
 </correlationSets> 
 <faultHandlers>? 
 ... 
 </faultHandlers> 
 <compensationHandler>? 
 ... 
 </compensationHandler> 
 <eventHandlers>? 
 ... 
 </eventHandlers> 
 activity 
</scope> 

 

각 범주는 정상적인 행위를 정의하는 주 단위업무를 가지고 있다. 주 단위업무는 임의의 깊

이까지 그 안에 중첩된 단위업무를 가질 수 있는 복합 구조화 단위업무일 수 있다. 범주는 

모든 중첩된 단위업무에 의해 공유된다. 다음의 예제에서 범주는 하나의 주 흐름 단위업무

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두 개의 동시적인 호출단위업무를 가진다. 이들 호출 단위업무 중 

하나는 오류 응답을 하나 이상 받는다. 범주에 대한 오류 핸들러는 호출 단위업무에 의해 

공유되고 가능한 오류 응답에 의해 기인하는 오류를 잡는데 사용된다.  

<scope> 
 <faultHandlers>? 
 ... 
 </faultHandlers> 
 <flow> 
  <invoke partnerLink="Seller" portType="Sell:Purchasing" 
   operation="SyncPurchase" 
   inputVariable="sendPO" 
   outputVariable="getResponse"/> 
  <invoke partnerLink="Shipper" 
   portType="Ship:TransportOrders" 
   operation="OrderShipment" 
   inputVariable="sendShipOrder" 
   outputVariable="shipAck"/> 
 </flow> 



69 
TTAS.OT-10.0019(12. 2004) 

</scope> 

 

13.1 데이터 핸들링(Data Handling) 
하나의 범주는 그 범주 내에서만 살아있는 정의된 변수들을 가질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data handling을 다룬 장을 보기 바란다. 

 

13.2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의 에러 핸들링(Error Handling in Business Processes)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은 오래 지속되고 통신을 위하여 비동기적인 메시지를 사용한다. 그들

은 또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와 라인오브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민감한 비즈니스 데이

터를 조작한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에러 핸들링은 어렵고도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하다. ACID 

트랜잭션의 사용은 신뢰도 문제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에서 기술적 비즈니스 에러와 

오류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잠금과 격리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

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많은 ACID 트랜잭션이 그 프로그

래스동안 commit된 후에 실패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행해진 부분적인 작업이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이전에 행한 것을 안한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  비즈니

스 프로세스에서의 에러 핸들링은, 따라서, 보상이라는 잘 알려진 개념에 매우 의존적이다. 

다시 말해서, 버려져야 하는 작업의 큰 단위의 부분으로 행해진 이전 단위업무의 효과를 되

돌리려는 시도인, 어플리케이션에 특정적인 단위업무들이다. 이러한 영역에는 Sagas[10]와 

개방 중첩 트랜잭션[11]과 같은 오래된 연구들이 있다. BPEL4WS는 되돌림의 유연한 제어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보상 프로토콜의 하나의 변종을 제공한다. BPEL4WS는 어플리

케이션에 특정적인 방식으로 오류 핸들링과 보상을 정의하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하고 오래 지속되는 (비즈니스) 트랜잭션(LRTs)라 불리는 특성을 낳았다.  

여기서 기술된 LRT의 표기법이 플랫폼에 종속적인 구현 내에서 순수하게 사용됨을 의미한

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여러 벤더나 플랫폼에 분포되어야 

하고 퍼져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규정된 요구사항도 없다.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는 

WS-Transaction 표준 명세서[12]가 LRT구현에 의하여 제공되는 되돌림에 대한 통지에 

관심있는 등록 참여자에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WS-Transaction 개념에 기반한 상세

한 BPEL4WS LRTs 모델에 대해서는 부록C를 보기 바란다. 

부가적으로, 여기서 기술된 LRT의 표기법은 순수하게 지역적이며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

스 인스턴스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의 참여자 서비스 간의 

합의된 출력에 관한 어떠한 배포된 조정도 없다. 배포된 합의의 성과는 BPEL4WS의 범위

를 벗어난 문제이고 WS-Transaction 표준 명세서에서 기술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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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문제이다.  

LRT의 예제로서, 여행의 여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자. 이것은 개별 서비스 예

약이 전반적인 LRT의 범주내에서 중첩된 트랜잭션을 사용할 수 있는 LRT로 보여질 수 있

다. 만일 여정이 취소되면, 예약 트랜잭션은 취소 트랜잭션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하고, 해당 

지불 트랜잭션은 상응하게 보상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내의 ACID 트랜잭션에 대하여 그

들이 제어하는 트랜잭션 조정자와 자원은 되돌려지는 순서와 commit되지 않은 수정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되돌림에 대한 전적인 제어권을 가진다. 비즈니스 트랜잭션의 경우, 보상 행

위는 그 자체가 비즈니스  논리와 프로토콜의 부분이며, 명시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티켓의 등급과 타이밍에 따라서 항공예약의 취소에 대해 적용되는 벌금이나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선지급이 여행에 대하여 주어졌다면, 예약은 선지급이 지급공제의 형태

로 되돌려지기 전에 성공적으로 취소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보상 행위가 원래의 트랜잭

션과 같은 순서대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트랜잭션 

시스템에서는 표준이나 디폴트는 아니다. 논리적인 작업의 단위에 대한 정의로 단위업무의 

범주를 사용하여서, BPEL4WS의 LRT요소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언급한다. 

 

13.3 보상 핸들러(Compensation Handler) 
범주는 보상 핸들러에 의해 어플리케이션에 정의된 방식으로 되돌릴수 있음을 의미하는 행

위의 부분을 서술할 수 있다.  

보상과 오류 핸들러를 가진 범주는 임의의 깊이까지라는 제약이 없이 중첩될 수 있다.  

 

13.3.1 보상 핸들러 정의하기(Defining a Compensation Handler) 
BPEL4WS의 현재 버전에서 보상 핸들러는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보상 단위업무에 대한 단

순한 랩퍼이다. 많은 시나리오에서 보상 핸들러는 세계의 현재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받고 

보상의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compensationHandler>? 
 activity 
</compensationHandler> 

 

Invoking Web Service Operations에 설명된 대로 바로 감싸는 범주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호출 단위업무가 보상 핸들러를 라인내에 표기하는 특별한 손쉬운 방법이 있다. 예들 들면: 

<invoke partnerLink="Seller" portType="SP:Purchasing" 
  operation="SyncPurchase" 
  inputVariable="send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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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Variable="getResponse"> 
 <correlations> 
  <correlation set="PurchaseOrder" initiate="yes" 
    pattern="out"/> 
 </correlations> 
 
 <compensationHandler> 
  <invoke partnerLink="Seller" portType="SP:Purchasing" 

   operation="CancelPurchase" 
   inputVariable="getResponse" 
   outputVariable="getConfirmation"> 
   <correlations> 
    <correlation set="PurchaseOrder" 
pattern="out"/> 
   </correlations> 
  </invoke> 
 </compensationHandler> 
</invoke> 

 

본 예제에서 원래의 호출단위업무는 구매를 만들고 구매가 보상될 필요가 있는 경우, 

compensationHandler가 입력으로 구매요청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여서 같은 partenrLink의 

같은 포트에 취소 연산을 호출한다. 

표준 구문에서(invoke 숏컷 없이) 이러한 예제는 아래처럼 동등할 것이다.  

<scope> 
 <compensationHandler> 
  <invoke partnerLink="Seller" portType="SP:Purchasing" 
   operation="CancelPurchase" 
   inputVariable="getResponse" 
   outputVariable="getConfirmation"> 
   <correlations> 
    <correlation set="PurchaseOrder" 
pattern="out"/> 
   </correlations> 
  </invoke> 
 </compensationHandler> 
 <invoke partnerLink="Seller" portType="SP:Purchasing" 
   operation="SyncPurchase" 
   inputVariable="sendPO" 
   outputVariable="getResponse"> 
  <correlations> 
   <correlation set="PurchaseOrder" initiate="yes" 
     pattern="out"/> 
  </correlations> 
 </invoke> 
</scope> 

 

변수 getResponse는 보상이 호출되기 전에 다른 목적상 후에 재사용될 수도 있음을 유의

하기 바란다. 하지만, 보상 핸들러는 되돌려지는 invoke연산에 대한 특정한 응답을 요구한

다. BPEL4WS 의미는 보상 핸들러가, 만일 호출되면, 모든 변수의 스냅샷을 보상되고 있는 

범주가 완료되었을 때의 상태로 보게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일 여기 보여진 보상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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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 사용되면, 그것이 보고 사용하게 되는 getResponse의 내용은 정확히 그것이 보상하는 

호출 단위업무의 완료 시점에서의 내용이다. 이것은 또한 보상핸들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가 사용하고 있는 변수에서 실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전적

으로 스냅샷의 세계에 살고 있다. 보상 핸들러는 한번 설치되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

스의 전역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전적으로 자기 포함형의 액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상 단위업무가 항상 세계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현

실적이지 않다. 사실, 보상은 현재 상태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보상이 수행

되는 세계의 형태는 예상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보상 단위업무들과 실제적 세계 사이의 양

방향 상호작용이 엄격하게 제어되는 방식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는 

BPEL4WS이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보상 핸들러에 입력과 출력 인자를 추가할 것이다.  

The Lifecycle of a Process에서 기술된 대로, 만일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세스 전체에 대

하여 보상 핸들러가 정해지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는 정상적인 종료 후에 플랫폼에 

특정적인 방식으로 보상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프로세스의 

enableInstanceCompensation 속성을 “yes”로 설정함으로써 가능하다. 

 

13.3.2 보상 핸들러 호출하기(Invoking a Compensation Handler) 
보상 핸들러는 보상 단위업무를 통해서 호출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상이 수행되는 범주의 

이름을 정한다. 다시 말해서, 보상 핸들러가 호출되는 범주를 말한다. 하나의 범주에 대한 

보상 핸들러는 범주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때에만 호출을 할 수 있다. 설치되지 않은 보상 

핸들러를 호출하는 것은 빈 단위업무와 동등하다.-이것은 어떤 중첩된 범주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류 핸들러가 상태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보장한다. 설

치된 보상 핸들러가 한번 이상 호출된 프로세스의 의미는 정의되지 않았다. 

호출단위업무가 인라인으로 정의된 보상핸들러를 가진 경우, 단위업무의 이름은 보상 단위

업무 내에서 사용된 범주의 이름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compensate scope="ncname"?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compensate> 

 

보상 단위업무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능력은 BPEL4WS의 어플리케이션 제어 에러-핸들링 

프레임워크의 뒷받침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단위업무는 다음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파트

에서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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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이 수행되는 범주를 바로 감싸고 있는 범주의 오류 핸들러에서 

•  보상이 수행되는 범주를 바로 감싸고 있는 범주의 보상 핸들러에서 
 

예제: 

<compensate scope="RecordPayment"/> 

 

만일 이름에 의해 보상되고 있는 범주가 루프내에서 중첩되었다면, 연속적인 반복에서의 보

상 핸들러는 역순으로 호출된다.  

만일 범주에 대한 보상 핸들러가 없다면, 디폴트 보상 핸들러가 범주들의 완료의 역순으로 

바로 감싸고 있는 범주의 보상 핸들러를 호출해 나간다.  

<compensate/> 양식은 보상 단위업무에서 범주의 이름이 빠져있는데, 이러한 디폴트 행위

가 명시적으로 호출되도록 유도한다. 이것은 감싸고 있는 오류핸들러나 보상핸들러가 내부 

범주에 대한 디폴트 봇변수의 수정이나 외부 통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부가적인 작업을 수

행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다. 범주 S첨부된 오류핸들러나 보상 핸들러 내의 

<compensate/> 단위업무는 S내에서 직접적으로 중첩된 완성된 범주에 대하여 보상 핸들러

가 정해진 순서대로 호출하는 것을 유발한다. 이러한 단위업무의 사용은 S내에서 바로 밑에 

중첩된 <compensate scope=”Sx”/>의 명시적인 호출을 제외하고 이외의 다른 사용자별 행

위와 혼합될 수 있다. S내에서 중첩된 그러한 범주에 대한 보상의 호출은 디폴트 순서를 가

진 보상의 사용을 막는다. 

 

13.4 오류 핸들러(Fault Handlers)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오류 핸들러는 범주내에서 정상적인 프로세싱으로 부터의 모드 변경

으로 간주될 수 있다. BPEL4WS에서의 오류처리는 오류가 발생한 범주의 부분적이고 실패

한 작업분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돌리는 단일 목적을 가진 “되돌리기 작업”으로 항상 간

주된다. 오류 핸들러의 단위업무 완료는 그것이 처리되는 오류를 철회하지 않아도 첨부된 

범주의 성공적인 완료로 절대로 간주될 수 없고, 호출된 오류 핸들러에 연관된 범주에 대하

여는 보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나의 범주에 첨부된 선택적 오류 핸들러는 오류 처리 단위업무의 집합을 정의하는 방식을 

제공하며, 구문적으로는 잡기(catch) 단위업무로 정의된다. 각 잡기 단위업무는 전역적으로 

유일한 오류의 QName과 그 오류와 연관된 데이터변수에 의해 정의되는 특정한 종류의 오

류를 가로채도록 정의된다. 만일 오류 이름이 없다면, catch는 오류데이터의 적절한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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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모든 오류를 가로채게 된다. 오류 변수는 catch핸들러의 faultVariable속성을 사용하여 

정하여 진다.  이 변수는 앞의 속성의 값으로 사용된 것에 의하여 선언된 것으로 간주되고 

오류핸들러에 대하여 지역적이다. 그 변수는 선언된 오류 핸들러의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사용이 불가능하다. 오류 변수는 오류가 부가적인 관련 데이터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

로 선택적이다.  

호출된 단위업무에 대한 오류 응답은 WSDL연산에서의 오류의 정의에 기반한 명백한 이름

과 데이터 측면을 가진 오류들의 하나의 소스이다. 프로그램에 입각한 던짐 단위업무는 명

백하게 주어진 이름과 데이터를 다시 가지는 또 다른 소스이다. BPEL4WS의 핵심개념과 실

행가능한 유형 확장은 이름과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표준적인 오류를 정의하며 비즈니스 프

로세스 인스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실패와 같은 플랫폼에 특정한 다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catchAll절은 더욱 세부적인 catch 핸들러에의해 잡히지 않는 어떤 오류를 잡기 

위해 첨가될 수 있다. 

<faultHandlers>? 
 <!-- there must be at least one fault handler or default --> 
 <catch faultName="qname"? faultVariable="ncname"?>* 
  activity 
 </catch> 
 <catchAll>? 
  activity 
 </catchAll> 
</faultHandlers> 

 

잡기 단위업무가 처리할 수 있는 오류들을 표현하는데 있어 허용된 유연함 때문에, 오류가 

하나 이상의 오류 핸들러와 매핑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의 규칙들은 하나의 오류를 처리

하는 잡기 단위업무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1. 만일 해당 오류가 연관된 오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칭되는 faultNmae값

을 정하는 잡기 단위업무가 있는 경우 선택된다.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로 catchall 핸

들러가 있다면 선택된다.  

2. 만일 해당 오류가 연관된 오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매칭되는 그 타입이 오류의 

데이터 타입과 일치하는 faultName값과 faultVariable을 정하는 잡기 단위업무가 선

택될 것이다(존재하면).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faultName이 없고 오류 데이터의 형과 

매치되는 하나의 faultVariable을 가진 잡기 단위업무가 선택될 것이다(존재하면). 그

렇지 않으면, 디폴트 catchAll핸들러가 선택될 것이다(존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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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떠한 catch 또는 catchAll도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 오류는 현재의 범주에 의해 잡

히고 그 오류를 바로 감싸고 있는 범주로 다시 던져지게 된다 (더욱 완전한 디폴트 오류와 

보상 핸들러의 행위에 대한 기술을 위해서는 Implicit Fault와 Compensation Handlers를 

보기 바람). 만일 오류가 전역 프로세스 범주에서 발생하고(또는 그 쪽으로 다시 던져지면) 

전역적인 수준에서의 오류에 대한 어떤 매칭되는 오류 핸들러가 없다면, 프로세스는 종료 

단위업무가 수행된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종료된다.  

 

다음의 예제를 고려하자. 

 

<faulthandlers> 
 <catch faultName="x:foo"> 
  <empty/> 
 </catch> 
 <catch faultVariable="bar"> 
  <empty/> 
 </catch> 
 <catch faultName="x:foo" faultVariable="bar"> 
  <empty/> 
 </catch> 
 <catchAll> 
  <empty/> 
 </catchAll> 
</faulthandlers> 

“x:foo”라는 이름을 가진 오류가 던져졌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 오류가 어떠한 오류데이터

도 탑재하고 있지 않으면, 첫 번째 catch가 선택될 것이다. 만일 해당 오류와 연관된 오류 

데이터가 있다면, 그 오류 데이터의 형식이 “bar”변수의 형식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세번째 

catch가 선택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디폴트 catchall 핸들러가 선택될 것이다. 마지막으

로 그 형식이 “bar”의 형식과 매치되고 이름이 “x:foo”가 아닌 오류변수를 가진 오류가 두

번째 catch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모든 다른 오류들은 디폴트 catchall 핸들러에 의해 처

리될 것이다. 

비록 보상의 사용이 오류 핸들러의 핵심 사항이 될 수 있지만, 각 핸들러는 임의의 단위업

무를 수행하고, 그것은 심지어 <empty/>가 되기도 한다. 하나의 오류 핸들러가 있을 때, 그

것은 그 오류의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그것은 같은 오류를 다시 던지든지, 다른 오류를 던

지든지, 혹은 정리를 한 후 감싸고 있는 범주내에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계속함으로써 그 

오류를 처리한다.  

오류가 발생한 범주는 그 오류가 잡혀져서 오류핸들러에 의해서 다시 던져지는 것과 상관없

이 비정상적으로 끝난 것으로 간주된다. 보상 핸들러는 오류가 발생한 범주에 대해서는 설

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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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S에 대한 오류 핸들러가 S에서 발생한 오류를 다시 던지지 않고 처리할 때, S를 소스

로 가지는 링크는 감싸고 있는 범주에서 처리가 계속되므로 그 오류가 처리되고 난 후 상태

의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Invoking Web Service Operations에서 설명한 대로 명시적으로 바로 감싸고 있는 범주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호출 단위업무가 오류 핸들러 인라인하는 특별한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invoke partnerLink="Seller" 
  portType="SP:Purchasing" 
  operation="SyncPurchase" 
  inputVariable="sendPO" 
  outputVariable="getResponse"> 
 <catch faultName="SP:POFault" faultVariable="POFault"> 
  <!-- handle the fault --> 
 </catch> 
</invoke> 
 

위의 예제에서, 원래 invoke는 구매를 생성하고 구매주문이 오류 응답을 내는 경우를 처리

하기 위하여 오류핸들러가 삽입된다. 표준적인 구문에서는(invoke 없이), 이러한 예제는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scope> 
<faultHandlers> 
<catch faultName="SP:POFault" faultVariable="POFault"> 
<!-- handle the fault --> 
</catch> 
</faultHandlers> 
<invoke partnerLink="Seller" 
portType="SP:Purchasing" 
operation="SyncPurchase" 
inputVariable="sendPO" 
outputVariable="getResponse"> 
</invoke> 
</scope> 

 

범주 C에 대한 보상 핸들러는 정확하게 C가 정상적으로 끝이 났을 때, 오류와 해당 범주를 

바로 감싸고 있는 범주에 대한 보상핸들러에 대하여 쓸 수있게 된다. 범주 C에 대한 오류 

핸들러는 C가 시작되었으나 완료되지 못했을 때, 호출에 대하여 쓸 수 있게 된다. 만일 해

당 범주가 완료 전에 오류가 나게되면, 적절한 오류 핸들러가 제어권을 가지게 되고, 모든 

다른 오류 핸들러들은 설치해제가 된다. 어떤 환경에서도 같은 범주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오류 핸들러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범주 C에 대한 오류 핸들러의 행위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 C내에서 바로 중첩되어 있는 

모든 단위업무를 묵시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시작된다(Semantics of Activity Termin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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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바람). 이러한 단위업무들의 종료는 오류핸들러의 특정한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

한다. 이것은 아래에 설명된 묵시적인 오류 핸들러에도 적용이 된다. 하나의 오류 핸들러에 

대한 단위업무는 오류 핸들러가 첨부된 범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3.4.1 묵시적인 오류와 보상 핸들러(Implicit Fault and Compensation Handlers) 
범주 이름과 그에 따른 보상핸들러의 가시성이 바로 위의 감싸는 범주에 한정되기 때문에, 

만일 그 감싸고 있는 범주가 보상핸들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어떤 오류에 대하여 오류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하나의 범주를 보상하는 능력은 상실된다. 많은 오류들이 프로그램적이

거나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아니므로, 모든 범주에서 모든 오류에 대하여 명시적인 핸들러

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BPEL4WS은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디폴트 

보상 및 오류 핸들러를 제공한다. 이러한 묵시적인 핸들러의 행위는 해당 범주의 완료의 역

순으로 가용한 보상 핸들러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래에 더 정확한 용어로 정의되어 

있다.  

오류 핸들러 또는 보상핸들러가 어떤 범주에서 없을 때마다 다음의 행위를 가지고 묵시적으

로 생성이 된다.  

 

오류 핸들러: 

•  바로 하위 범주에 대해서 해당 범주들의 완료의 역순으로 모든 가용한 

보상핸들러를 실행한다. 

•  상위 범주로 오류를 다시 던진다. 

 
보상 핸들러: 

•  바로 하위 범주에 대해서 해당 범주들의 완료의 역순으로 모든 가용한 

보상핸들러를 실행한다. 
 

 

13.4.2 단위업무 종료의 의미(Semantics of Activity Termination)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범주 C에 대한 행위는 C내에서 활성화된 바로 하위 범주들을 묵

시적으로 모두 종료함으로써 시작된다. 다음의 단락은 모든 BPEL4WS 단위업무의 형태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한다.  

할당(assign) 단위업무들은 종료가 강제될 때, 방해를 받기 보다는 완료를 하도록 허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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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는 충분히 짧은 수명을 가진다. 이미 시작되었을 때에는 표현들의 평가는 완료하도록 

허용된다. 각 wait, 수신, reply와 호출 단위업무는 조기에 방해를 받게 되고 종료된다. 동기

적인 호출단위업무(요청/응답 연산에 상응하는)가 중지되고 조기에 중지되었을 때, 그러한 

종료된 단위업무에 대한 응답(받아졌다면)은 조용히 버려진다. 종료의 표기법은 empty, 

terminate, throw에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구조화된 단위업무 행위는 중지된다. while의 반복은 중지되고 종료가 반복문 단위업

무에 적용이 된다. 만일 switch가 하나의 브랜치를 선택했다면, 종료는 선택된 브랜치의 단

위업무에 적용된다. 이것은 pick에도 적용된다. 만일 이러한 단위업무들 중 어떤 것이라도 

브랜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switch와 pick은 즉시 종료된다. sequence와 flow구성자는 그

들의 행위를 종료하고 그들 안에서 중첩된 활성화된 모든 단위업무들에 종료를 적용시킴으

로써 종료된다.  

범주는 강제된 종료의 의미를 일정 정도 제어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종료되고 있는 해당 단

위업무가 실제로 범주라면, 그 범주의 행위는 중지되고 표준적인 bpws:forcedTermination

오류에 대한 오류 핸들러가 실행된다. 이것은 그 범주가 정상적인 처리 모드에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만이 범주가 이미 내부적인 오류를 경험하였고 오류 핸

들러를 호출하였다면, 위에서 기술한 대로 bpws:forcedTermination을 포함하여 모든 다른 

오류 핸들러가 설치해제된다. 그리고 강제된 종료는 아무런 효과도 못가진다. 이미 활성화

된 오류 핸들러는 완료되도록 허용된다. 

bpws:forcedTermination에 대한 오류 핸들러는 다른 오류 핸들러처럼 설계되었지만, 어떤 

오류도 다시 던질 수는 없다. 심지어 그 행위동안 잡혀지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바로 상위의 범주로 다시 던져지지 않는다. 이것은 그 상위 범주가 이미 오류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인데, 중첩된 범주의 강제 종료를 유발한다.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오류 핸들러이다. 그것의 행위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연

관된 범주 내의 바로 하위에 있는 모든 단위업무들을 (재귀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시작한

다. 그것은 보상 단위업무를 호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 모든 다른 묵시적인 

오류 핸들러에 대해 사용되는 똑 같은 묵시적 행위를 사용함으로써 제공된다.  

중첩된 범주의 강제적 종료는 현재 활성화된 연관 범주내에서 바로 하위에 있는 모든 단위

업무를 종료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오류핸들러의 행위가 시작된다는 규칙의 결과로써 가장 

안쪽의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순서에 의해 발생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13.4.3 오류와 보상 핸들러 내에서 발생하는 오류들 다루기(Handling Faul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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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 Inside Fault and Compensation Handlers) 
보상 핸들러들은 항상 어떤 보상 핸들러 E의 처리의 부분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호출

된다. E에 의해 호출된 보상 핸들러의 행위는 하나의 오류가 던져지는 것을 유발할 수 있다. 

만일 E에 의해 호출된 보상 핸들러의 연결 내의 범주들에 의해 잡혀지지 않으면, 그러한 오

류는 E내의 오류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하나의 범주 C에 대하여 오류 핸들러 E내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는 E내에서의 

하나의 범주의 사용을 통하여 잡을 수 있다. 만일 그 오류가 E내에 있는 범주에 의하여 잡

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즉시 C의 상위 범주에게 던져지고 E의 행위는 조기에 종료된다. 결

과적으로, E가 신중하게 다시 던지는 오류들과 E에서 원치않는 오류로 발생하는 오류들 사

이에는 구분이 없어진다.  

 

13.5 이벤트 핸들러(Event Handler) 
각 범주뿐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는 만일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동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벤트 핸들러들의 집합에 연관될 수 있다. 이벤트 핸들러내에서 취해지는 액션은 

sequence, flow와 같은 어떤 형태의 단위업무도 될 수 있다. 그러나, <compensate/>단위업

무를 사용하는 보상 핸들러의 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compensate/>단위업무는 오류와 보상 핸들러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두가지의 이벤트 형

식이 있다. 먼저, 이벤트는 WSDL에서의 요청/응답 또는 단방향 연산에 해당하는 입력 메시

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태 질의는 요청/응답 연산일 가능성이 있는 반면, 취소는 단

방향 연산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벤트는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이후에 개시하는 알람이 

될 수 있다. 하나의 범주에 연관된 이벤트 핸들러의 집합에 대한 문법은 다음과 같다. 

<eventHandlers>? 
 <!-- there must be at least one onMessage or 
  onAlarm handler --> 
 <onMessage partnerLink="ncname" portType="qname" 
   operation="ncname" 
   variable="ncname"?>* 
  <correlations>? 
   <correlation set="ncname" initiate="yes|no">+ 
  </correlations> 
   activity 
 </onMessage> 
 <onAlarm for="duration-expr"? until="deadline-expr"?>* 
  activity 
 </onAlarm> 
</eventHandlers> 
 

오류 및 보상 핸들러와는 달리, 이벤트 핸들러는 범주의 정상적인 행위의 부분으로 간주된

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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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메시지 이벤트(Message events) 
onMessage태그는 기술된 이벤트가 메시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메시지라는 것을 가리킨

다. 이 태그와 속성의 해석은 수신 단위업무와 매우 비슷하다. partnerLink속성은 요청이 도

착할 것으로 기대되는 파트너링크를 정의한다. 그 partnerLink는 partnerLinks 섹션에 정의

가 되어 있어야 한다. portType과 operation 속성은 이벤트를 유발하기 위한 파트너에 의

하여 호출되는 적절한 포트 형식과 연산을 정의한다. 변수 속성은 파트너로부터 수신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변수를 식별한다. 연산은 비동기적(단방향) 혹은 동기적(요청/응답) 연

산의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후자의 경우 이벤트 핸들러는 응답을 보

내기 위하여 응답 단위업무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연관의 사용과 해석은 정확하게 

수신단위업무에 대해서와 동일하다. 이벤트가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 역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onMessage 이벤트의 의미는 변수 속성의 선택적 본성과 상충되는 수신 액션의 동시적인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수신 단위업무와 동일하다. 후자에 대해서, 동일한 파트너 링크, 포

트타입, 연산 및 상호연관 집합에 대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수신 액션이 동시에 활성화된 

프로세스의 의미는 정의될 수 없음을 상기하기 바란다(Providing Web Service Operations

를 보기 바람). 각 onMessage 이벤트 핸들러의 활성화는 이러한 제약의 목적에 대한 해당

하는 수신단위업무의 활성화와 동등하다.  

위의 문법에서 기술한대로, 메시지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는 createInstance 속성을 

탑재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는 메시지 이벤트에 의해서는 생

성될 수 없다. 이것은 이벤트 핸들러는 인스턴스가 생성되기까지는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

이다.  

하나의 이벤트를 구성하는 메시지가 도착할 때, 해당하는 핸들러에 기술된 단위업무가 수행

된다. 이해할 키 포인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벤트 핸들러가 부가된 범주의 정상적인 

단위업무와 병행하여 그러한 메시지를 받도록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러한 이벤트

가 임의의 시간에 발생(혹은 미발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범주(전체 비즈니스 프로

세스 인스턴스일 수도 있는)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임의의 횟수만큼 발생하는 것을 허용

한다.  

아래의 예제는 이벤트 핸들러의 사용이 외부 메시지를 통하여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종료를 

지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벤트 핸들러가 진행중인 작업이 실행취소되고 

보상되는 것을 유발하도록 오류를 던질 수도 있다.  

<process name=“order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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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ntHandlers> 
   <onMessage partnerLink=“buyer” 
     portType=“car” 
     operation=“cancel” 
     variable=“cancelDetails”> 
    <terminate/> 
   </onMessage> 
  ... 
 </eventHandlers> 
 ... 
</process> 

 

본 예제에서, 만일 구매자가 포트 형식인 자동차에 대하여 취소 연산을 호출하면, 종료 단

위업무가 수행되는데, 이는 진행중인 작업의 실행취소와 보상이 없이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즉시 종료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는 전역 프로세스 범주에 부가되고 따라서, 전

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생명주기동안 가용하다.  

 

13.5.2 알람 이벤트(Alarm Events) 
onAlarm 태그는 타임아웃 이벤트를 표시한다. for 속성은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후의 기간

을 정한다. 해당 기간동안 clock은 연관된 범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시작된다. 다른 방법으

로는 until 속성이 알람이 해제되는 시점을 정한다. 이러한 두가지 속성 중 정확하게 하나는 

어떤 onAlarm 이벤트에 대해서도 발생해야 한다. 

 

13.5.3 이벤트의 활성화(Enablement of Events) 
하나의 범주에 연관된 이벤트 핸들러들은 연관된 범주가 시작될 때, 활성화된다.  

 

만일 이벤트 핸들러가 글로벌 범주와 연관된다면, 이벤트 핸들러는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생

성되자마자 활성화된다. 프로세스 인스턴스는 프로세스 인스턴스 생성에 대하여 제공하는

(createInstance속성을 yes로 설정함으로써 알려짐) 첫 번째 수신 단위업무가 해당 메시지

를 수신하여 처리할 때, 생성된다. 이것은 다음 예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역적인 알람 이

벤트에 대한 알람 시간이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메시지 내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해지는 것을 허용한다.  

<wsdl:definitions 
 targetNamespace="http://www.example.com/wsdl/exmple"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 
 <wsdl:message name=“orderDetails”> 
  <part name=“processDuration” 
   type=“xsd: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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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dl:message> 
</wsdl:definitions> 

 

위의 메시지 형식은 다음에서 사용된다. 

<process name=“orderCar” 
  xmlns:def="http://www.example.com/wsdl/example" ...> 
 ... 
 <eventHandlers> 
  <onAlarm for= 
      
“bpws:getVariableData(orderDetails,processDuration)” 
  > 
   ... 
  </onAlarm> 
 ... 
 </eventHandlers> 
 ... 
 <variable name=“orderDetails” messageType="def:orderDetails"/> 
 </variable> 
 ... 
 <receive name=“getOrder” 
  partnerLink=“buyer” 
  portType=“car” 
  operation=“order” 
  variable=“orderDetails” 
  createInstance=“yes”/> 
 ... 
</process> 

 

onAlarm 태그는 orderDetails 변수내의 processDuration필드에 정해진 기간이 초과했을 

때 시작되는 타이머 이벤트를 지정한다. 해당 필드의 값은 순서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받고 

그 순서에 대하여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생성을 가져오는 getOrder단위업무를 통하여 제공

된다.  

 

13.5.4 이벤트의 처리 (Processing of Events) 

13.5.4.1 알람 이벤트 (Alarm Events) 
기간을 가진 알람이벤트에 대한 시간의 계산은 감싸고 있는 이벤트가 활성화될 때, 시작된

다. 알람 이벤트는 정해진 시간이나 기간에 도달하면 시작된다. 알람 이벤트는 해당 범주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적어도 한번은 수행된다. 해당 이벤트는 발생하여서 주어진 처리가 

수행된 후 해당 범주의 나머지 단위업무 동안 비활성화된다.  

 

13.5.5 이벤트의 비활성화 (Disablement of Events) 
하나의 범주에 연관된 모든 이벤트 핸들러들은 그 범주가 정상적으로 완료될 때,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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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미 할당된 이벤트 핸들러들은 완료하도록 허용된다. 해당 범주의 전체적인 완료는 

모든 활성화된 이벤트 핸들러들이 완료될 때까지 미루어진다.  

 

13.5.6 오류 처리에서의 고려사항 (Fault Handling Considerations)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벤트 핸들러는 해당 범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활성화된 이벤트 핸들러는 범주내에서의 동시적인 단위업무들이다. 이벤트 핸

들러내의 오류는 따라서, 연관된 범주내의 오류들이다. 게다가, 만일 하나의 오류가 범주내

에서 발생하면, 그 오류 핸들러의 행위는 현재 활성화된 범주내에서 바로 하위의 모든 단위

업무들을 묵시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시작된다. 이것은 현재 활성화된 이벤트 핸들러내의 단

위업무들을 포함한다.  

 

13.5.7 동시병행성에 대한 고려사항(Concurrency Considerations) 
다중 메시지와 알람 이벤트는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동일한 파트너 링크, 

포트 형식, 연산, 상호연관집합을 표현하는 요청/응답 이벤트라 하더라도 동시적인 단위업무

들로 간주된다. 주어진 포트 형식과 연산에서 주어진 파트너 링크에 대하여 많아야 하나의 

동기적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제약은 여기서도 적용된다(Providing Web Service 

Operations를 보기 바람).  이벤트 핸들러의 동시병행적인 호출은 공유 변수들의 일관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직렬적인 범주화의 사용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13.6 직렬가능 범주 (Serializable Scopes) 
variableAccessSerializable속성이 yes로 설정될 때, 해당 범주는 공유변수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데 병행제어를 제공한다. 그러한 범주는 직렬가능 범주라고 불린다. 직렬가능 범주

는 중첩되어서는 안된다. variableAccessSerializable=”yes”라고 표시된 범주는 가장 하부 

범주여야 한다.  

두개의 직렬가능 범주 S1과 S2가 읽기와 쓰기 연산을 위해서 공통된 변수 집합(그들에게는 

외부적인)에 접근한다고 가정하자. 직렬가능성의 의미는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어떤 공유 

변수에 대해서도, 모든 상충하는 단위업무들이 S1내의 모든 단위업무들 중 하나가 S2에서

의 단위업무들 이전(혹은 그 반대)에 완료되는 방식으로 재정렬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

다는 것이다. 직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제적인 메커니즘은 구현에 종속적이

다. 

직렬가능한 범주내에서 에러 처리 특성의 사용은 다음의 규칙에 의하여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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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가능 범주를 위한 오류 핸들러는 연관된 범주의 직렬가능성 도메인을 공유한다. 

다시 말해서, 직렬가능 범주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 핸들러의 행위는 

직렬가능 행위의 부분으로 간주된다(흔히 사용되는 구현 용어로, 오류 핸들러에 

대한 트랜지션을 만들 때, 락이 풀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오류의 수정이 예상가능한 

행위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된 격리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직렬가능 범주에 대한 보상 핸들러는 연관된 범주의 직렬가능성 도메인을 공유하지 

않는다.  

•  보상 핸들러를 가진 직렬가능 범주에 대하여 상태 스냅샷의 생성은 직렬가능 

행위의 일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스냅샷의 생성을 포함하여, 범주가 완료되기까지 

내내 공유된 변수들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위의 

단계 순서를 재조정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 
직렬가능 범주의 의미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에서 사용되는 표준적인 격리 수준의 “직렬

가능”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유용하다.  

 

 



85 
TTAS.OT-10.0019(12. 2004) 

14 실행가능 프로세스에 대한 확장사항 (Extensions for Executable 

Processes) 

본 절에서는 실행가능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BPEL4WS의 사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확장

사항을 정의한다. 확장사항은 그것들이 적용되는 핵심적인 개념에 의해 그룹핑되었다. 

 

14.1 표현법(Expressions) 
본 표현법은 BPEL4WS 표현법을 참조한다. 

첫번째 확장사항은 변수로부터 전역적인 등록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정의된 Xpath1.0 함수

의 에러가 있을 법한 사용에 대한 표준적인 오류를 정의한다.  

bpws:getVariableProperty ('variableName', 'propertyName') 

첫번째 인자는 데이터에 대한 소스 이름이고 두번째는 그 변수로부터 선택하기 위한 전역적

인 등록정보의 한정된 이름(Qname)이다(Message Properties를 보기바람). 만일 주어진 등

록정보가 변수의 메시지 형식의 어떤 부분에도 나타나지 않거나, 주어진 등록정보의 정의가 

하나가 아닌 노드 집합을 선택하면, 표준 오류 bpws:selectionFailure가 구현에 의해서 던

져져야 한다.  

두번째 확장은 실행가능한 프로세스에서 사용가능한 추가적인 XPath1.0기능을 정의한다. 

이 함수는 변수로부터 임의의 값을 추출한다. 

bpws:getVariableData ('variableName', 'partName'?, 'locationPath'?) 

첫번째 인자는 데이터에 대한 소스 변수의 이름이고, 두번째와 세번째 인자는 선택적이다. 

두번째 인자가 있는 경우, 이는 변수를 선택하기 위한 부분이고 세번째 선택적 인자는 해당 

부분을 표현하는 문서의 일부 내에 존재하는 하위트리의 최상위를 식별하는 절대 위치경로

(‘/’는 전체 부분을 표현하는 문서의 루트임)이다.  

첫번째 인자만 있다면, 함수는 변수의 값을 추출하며, 이런 경우 XML 스키마의 단순형 혹

은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함수의 반환값은 메시지 형식

의 전체부분(두번째 인자는 있으나 세번째는 없는 경우)이나 위치경로(두 개의 선택적 인자

가 모두 있다면)에 기반한 선택의 결과를 표현하는 하나의 노트를 포함하는 노드집합이다. 

만일 주어진 위치경로가 실행되는 동안 그 크기가 하나가 아닌 노드 집합을 선택한다면, 표

준적인 오류 bpws:selectionFailure가 구현측에 의하여 던져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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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변수 (Variables) 
본 확장사항은 BPEL4WS의 변수에 적용된다. 

프로세스의 실행동안 초기화되기 전의 변수의 어떤 부분에 대한 사용의 시도도 표준 오류인 

bpws:uninitializedVariable을 낳게된다.  

 

14.3 할당 (Assingment) 
본 확장사항은 BPEL4WS의 할당에 적용된다. 

첫번째 확장사항은 추가적인 할당양식을 추가한다. 

할당의 첫번째 from-spec과 to-spec에서 선택적인 query속성은 다음과 같이 실행가능한 

프로세스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from variable="ncname" part="ncname"? query="queryString"?/> 
<to variable="ncname" part="ncname"? query="queryString"?/> 

 

query속성의 값은 범주나 타겟 변수 부분 내에서 하나의 값을 식별하기 위한 질의문이다. 

BPEL4WS은 이러한 질의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확장가능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이 

언어는 <process>엘리먼트의 “queryLanguage”속성에 의해 정해진다. BPEL4WS의 현재 

버전을 구현하는 측은 질의어로서 Xpath1.0을 지원하여야 한다. Xpath1.0은 다음과 같이 

질의어 속성에 대한 디폴트값으로 정해진다.  

http://www.w3.org/TR/1999/REC-XPath-19991116 

Xpath1.0에 대하여, 질의 속성의 값은 절대적인 locationPath여야 한다. 이것은 부분을 표

현하는 문서의 일부 내에 존재하는 하위트리의 최상위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위치 경로는 

정확하게 하나의 노드를 선택해야 한다. 만일 위치 경로가 0개의 노드 혹은 하나보다 많은 

경로를 실행하는 동안 선택하면, 표준 오류인 bpws:selectionFailure가 구현측에 의해서 던

져져야 한다. 

두번째 확장사항은 형식 일치 제약을 범하는 오류를 정의한다. 만일 Type Compatibility 

inAssignment에서 정의된 일치 제약중 어떤 것이라도 깨지면, 구현측에 의하여 표준 오류

인 bpws:mismatchedAssignment가 던져져야 한다. 

두번째 확장사항은 실행동안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할당의 행위를 정의한다. BPEL4WS에서 

할당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는 할당 단위업무가 원자적이다는 것이다. 만일 할당 단위업무

의 실행동안 어떤 오류라도 있다면, 목표 변수는 단위업무의 시작시와 같은 상태로 변경없



87 
TTAS.OT-10.0019(12. 2004) 

이 남겨져야 한다. 이것은 전체 할당 단위업무 내에서 할당 엘리먼트의 숫자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14.4 상호연관 (Correlation) 
상호연관집합이 초기화된 후, 상호연관 집합에 대한 등록정보의 값은 해당 상호연관 집합을 

탑재하고 완료때까지 해당 범주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산에서 모든 메시지에 대하여 식별

가능해야 한다. 실행시에 이러한 제약이 깨지면, 표준오류인 bpws:correlationViolation이 

구현측에 의해서 던져져야 한다. 마일 initiate속성이 no로 설정된 단위업무가 이전에 초기

화되지 않은 상호연관집합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면, 같은 오류가 던져져야한다.  

 

14.5 웹서비스 연산 (Web Service Operations) 
첫번째 확장사항은 여러 개의 상충하는 수진단위업무가 메시지 전달과 관련한 모호성을 만

드는 경우에 대한 표준 오류를 정의한다.  

하나의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실행동안,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수신 단위업무가 동일한 파트

너 링크, 포트타입, 연산, 상호연관집합에 대하여 동시에 활성화되면, 표준 오류인 

bpws:conflictingReceive가 구현측에 의하여 던져진다.  

두번째 확장사항은 여러 개의 두드러진 동기적 요청이 응답 상호연관에 대하여 모호함을 만

드는 경우의 표준 오류를 정의한다. 

만일 특정한 포트타입, 연산, 상호연관집합에 대한 특정한 파트너링크에 대한 하나 이상의 

두드러진 동기적인 요청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실행동안 동시에 두드러지면, 표

준 오류인 bpws:conflictingRequest가 구현측에 의하여 던져져야 한다. 특정한 포트타입, 

연산 및 상호연관집합에 대하여 특정한 파트너링크에 대한 동일한 요청을 연이어받음으로써 

conflictingRequest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것은 bpws:conflictingReceive와는 다르

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만일 응답 단위업무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실행동안 

수행이되고있고, 정해진 파트너 링크, 포트타입, 연산 및 상호연관집합에 대하여 어떠한 동

기적인 요청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표준오류인 bpws:invalidReply가 구현측에 의하여 던

져져야 한다.  

세번째 확장사항은 수신과 응답 단위업무에 대한 invoke와 variable속성에 대하여 

inputVariable 속성이 실행가능한 프로세스에서 선택적이 아님을 기술한다. 또한, 

outputVariable속성은 관련된 연산이 요청/응답연산인 경우 invoke에 대하여 선택적이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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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서비스 인스턴스 종료하기 (Terminating a Service Instance) 
종료 단위업무는 그 안에서 해당 종료 단위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

스의 행위를 즉시 종결하는데 사용된다. 모든 현재의 실행되는 단위업무는 어떤 오류 처리

나 보상행위없이 가능한 한 빨리 종료되어야 한다.  

<terminate standard-attributes> 
 standard-elements 
</terminate> 

 

14.7 보상 (Compensation) 
만일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실행되는 동안 설치된 보상 핸들러가 한번 이상 호출되면, 해당 

구현측은 표준오류인 bpws:repeatedCompensation을 던져야 한다.  

 

14.8 이벤트 핸들러 (Event Handlers) 
이 확장사항은 다수의 상충하는 수신 단위업무가 메시지 전달에 대한 모호함을 만드는 것에 

대한 Web Service Operations에서의 표준 오류 확장사항에 대한 onMessage 이벤트 핸들

러의 관계를 설명한다. onMessage이벤트 핸들러의 활성화는 bpws:conflictingReceiveFault 

오류의 발생의 의미에 대한 수신단위업무의 활성화와 동등하다(Providing Web Service 

Operations를 보기 바람). 

onMessage핸들러에 대한 inputVariable속성은 실행간으한 프로세스에서는 선택적이 아니

다. 또한, 관련 연산이 요청/응답 연산인 경우 outputVariable 속성은 invoke에 대하여 선

택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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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즈니스 프로토콜에 대한 확장사항 (Extensions for Business Protocols) 

 

비즈니스 프로토콜 사용 패턴에 대한 두 가지의 확장사항이 있다. 

 

15.1 변수 (Variables) 
본 확장사항은 추상 프로세스에서 변수 초기화와 관련된 규칙들을 명확하게 한다. 실행가능

한 프로세스와는 달리, 추상 프로세스의 변수는 추상 프로세스에서 몇몇 계산이 암시적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사용되기 이전에 완전하게 초기화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메시지 등록정

보가 “투명함”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프로토콜 관련 데이터를 표

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BPEL4WS은 메시지안의 모든 메시지 등록정보가 사용되기전에, 예

를 들어 메시지의 변수가 웹서비스 연산 호출안에서 inputVariable로 사용되기전에 초기화

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단위업무의 순서를 단순히 제한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실제 메시지 데이터가

적절하지 않을때에는 추상 프로세스에서 적절한 추상의 수준은 웹서비스 상호작용 단위업무

에서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러한 흔한 경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추상프로세스에서 <invoke/>, <receive/> 및 

<reply/> 단위업무로부터 변수 참조 속성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생략의 의미는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만일 입력 메시지에 대하여 어떠한 변수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추상프로세스는 메시지나 그 등록정보를 참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출력 메시지에 대

해서 변수 참조가 생략되면, 다음 절에서 기술된 것처럼 그 메시지의 어떤 등록정보가 불투

명한 할당을 통하여 초기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변수 참조가 생략되었을 때, 상호연관 집합 참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1. 상호연관 집합을 초기화하는 입력 메시지에 대하여(초기화 수행자의 경우), 

상호연관 집합이 초기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호연관 집합을 초기화하는 출력 메시지에 대하여(초기화 수행자의 경우), 

상호연관 토큰(메시지 등록정보인)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불투명한 묵시적 

할당을 통하여 초기화된다. 

3. 상호연관 집합을 참조하지만 초기화시키지 않는 출력 메시지에 대하여 메시지 

등록정보에 대한 적절한 초기화는 묵시적이다. 이런 경우 이미 초기화된 

상호연관 집합 자체는 출력 메시지에 대한 토큰 값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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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변수가 없는 웹서비스 상호연관 스타일을 자유롭게 혼합하는 것이 불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상호연관 집합이 위의 규칙 1이나 2에 의해서 초기화되었다면, 

동일한 상호연관 교환에서의 출력 메시지는 메시지 변수를 참조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상호연관 집합으로부터만 출력메시지의 등록정보를 초기화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적용된다.  

 

15.2 할당 (Assignment) 
본 확장사항은 외부 프로토콜 행위에 대한 사적인 계산의 비결정적인 효과를 모델링하는 것

을 허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할당의 형태를 추상 프로세스에 추가한다.  

추상 프로세스는 비결정적인 선택에 기반하여 할당되는 불투명 변수를 허용하기 위하여 여

섯가지의 from-spec을 추가한다.  

<from opaque=”yes”> 

 

할당을 해석하는데 있어 이러한 양식의 값은 타겟의 XSD 값 영역으로부터 비결정적으로 

선택된다. 그것은 “to-spec”이 변수 등록정보를 참조하는 할당에서 사용될 수 있다. 불투명 

할당에 대한 두 가지의 사용 례가 존재한다. 만일 타겟의 값 영역이 적절하게 제한되어 있

다면,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사적이거나 아니면 프로세스 명세에 대하여 외부적

인 곳에서는 불투명 할당은 행위적인 측면의 대안을 기술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러한 사

용 례에 대해서는 타겟 등록정보의 XSD 타입이 다음 중의 하나여야 한다.  

•  xsd:boolean 

•  xsd:string으로부터 유도되고 열거형에 의해 제한되는 타입 

•  열거형이나 minExclusive 또는 minInclusive 및 maxExclusive 또는 maxInclusive 의 

조합에 의해 제한되는 어떠한 XSD 숫자 타입으로부터 유도된 타입 
 

두번째 사용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는 타겟 등록정보에 대하여 존재한다. 타

겟의 값 영역이 제한되지 않을 때, 불투명한 할당을 유일한 식별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

하는 것이 유용하다. 의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각 불투명 할당은 GUID와 비슷한 유일한 

값을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불투명 할당의 이러한 스타일은 상호연관을 위하여 

사용되는 등록정보의 초기화를 모델링하는데 가장 유용하다. 

불투명한 값의 할당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는 정상적인 의미에서는 실행가능하지 않다. 그러

나, 올바른 형식의 무작위 값을 할당하여 가능한 실행의 흔적들을 열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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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제 (Examples) 

16.1 선적 서비스 (Shipping Service) 
본 예제는 기본적인 선적 서비스를 기술하기 위한 BPEL4WS 추상 프로세스의 사용을 표현

한다. 이 서비스는 주문의 선적을 처리한다. 서비스의 관점에서, 주문은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적 서비스는 두 가지 형태의 선적을 제공한다: 항목들이 유지되었다가 한

꺼번에 선적되는 선적과 모든 주문이 처리될 때까지 항목들이 하나씩 선적되는 선적. 

16.1.1 서비스 기술 (Service Description) 
선적 서비스에 대한 문맥은 고객과 서비스 사이의 두 당사자의 상호작용이다. 이것은 다음

의 partnerLink정의에서 모델링된다.  

<plnk:partnerLinkType name="shippingLT" 
 xmlns:plnk="http://schemas.xmlsoap.org/ws/2003/05/partner-
link/"> 
  <plnk:role name="shippingService"> 
   <plnk:portType name="shippingServicePT"/> 
  </plnk:role> 
  <plnk:role name="shippingServiceCustomer"> 
   <plnk:portType name="shippingServiceCustomerPT"/>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해당 되는 메시지와 포트타입 정의는 다음과 같다. 

<wsdl:definitions 
  targetNameSpace="http://ship.org/wsdl/shipping" 
  xmlns:ship= ...> 
 
<message name="shippingRequestMsg"> 
 <part name="shipOrder" type="ship:shipOrder"/> 
</message> 
 
<message name="shippingNoticeMsg"> 
 <part name="shipNotice" type="ship:shipNotice"/> 
</message> 
 
<portType name="shippingServicePT"> 
 <operation name="shippingRequest"> 
  <input message="shippingRequestMsg"/> 
 </operation> 
</portType> 
 
<portType name="shippingServiceCustomerPT"> 
 <operation name="shippingNotice"> 
  <input message="shippingNoticeMsg"/> 
 </operation> 
</portType> 
</wsdl: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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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메시지 등록정보 (Message Properties) 
서비스 행위에 적절한 등록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  선적 통지와 선적주문을 상호연관 지우는 선적 주문 ID(shipOrderID) 

•  주문이 선적완료되었는지 안되었는지(shipComplete) 

•  주문에 있는 항목의 전체 수(itemsTotal) 

•  선적 통지에서 참조된 항목의 수, 부분적인 선적이 가능할 때, 우리가 itemsTotal 과 

함께 사용하여 선적의 전체 수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itemsCount) 
 

등록정보와 그들의 별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wsdl:definitions 
  targetNamespace="http://example.com/shipProps/" 
  xmlns:sns="http://ship.org/wsdl/shipping" 
 
 xmlns:bpw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 types used in abstract processes are required to be finite 
domains. 
  The itemCountType is restricted by range --> 
 
 <wsdl:types> 
  <xsd:schema> 
   <xsd:simpleType name="itemCountType"> 
    <xsd:restriction base="xsd:int"> 
     <xsd:minInclusive value="1"/> 
     <xsd:maxInclusive value="50"/> 
    </xsd:restriction> 
   </xsd:simpleType> 
  </xsd:schema> 
 </wsdl:types> 
 
 <bpws:property name="shipOrderID" type="xsd:int"/> 
 <bpws:property name="shipComplete" type="xsd:boolean"/> 
 <bpws:property name="itemsTotal" type="ship:itemCountType"/> 
 <bpws:property name="itemsCount" type="ship:itemCountType"/> 
 <bpws:property name="numItemsShipped" 

type="ship:itemCountType"/>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tns:shipOrderID" 
  messageType="sns:shippingRequestMsg" 
  part="shipOrder" 
  query="/ShipOrderRequestHeader/shipOrderID"/>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tns:shipOrderID" 
  messageType="sns:shippingNoticeMsg" 
  part="shipNotice" 
  query="/ShipNoticeHeader/shipOrderID"/>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tns:shipComplete" 
  messageType="sns:shippingRequestMsg" 
  part="shipOrder" 
  query="/ShipOrderRequestHeader/shipComplete"/>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tns:itemsTotal" 
  messageType="sns:shippingRequestMsg" 
  part="shipOrder" 
  query="/ShipOrderRequestHeader/itemsTotal"/>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tns:itemsCount" 
  messageType="sns:shippingNotice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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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shipNotice" 
  query="/ShipNoticeHeader/itemsCount"/> 
 
</wsdl:definitions> 

 

16.1.3 프로세스 (Process) 
다음은 프로세스 정의이다. 간결함을 위하여, 추상프로세스 정의는 예를 들어, 완전한 기술

은 설명해야하는 에러 조건(비즈니스 또는 그외의 경우)의 처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프로세

스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ceive shipOrder 
switch 
 case shipComplete 
  send shipNotice 
 otherwise 
  itemsShipped := 0 
  while itemsShipped < itemsTotal 
  itemsCount := opaque // non-deterministic assignment 
        // 
corresponding e.g. to 
        // internal 
interaction with 
        // back-end 
system 
  send shipNotice 
  itemsShipped = itemsShipped + itemsCount 

 

그리고, 더 완성된 버전이 다음과 같다. 

<process name="shippingService" 
  targetNamespace="http://acme.com/shipping" 
  xmln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xmlns:wsdl="http://schemas.xmlsoap.org/wsdl/" 
  xmlns:sns="http://ship.org/wsdl/shipping" 
  xmlns:props="http://example.com/shipProps/" 
  abstractProcess="yes"> 
 
<partnerLinks> 
 <partnerLink name="customer" 
  partnerLinkType="sns:shippingLT" 
  partnerRole="shippingServiceCustomer" 
  myRole="shippingService"/> 
</partnerLinks> 
 
<variables> 
 <variable name="shipRequest" 
  messageType="sns:shippingRequestMsg"/> 
 <variable name="shipNotice" 
  messageType="sns:shippingNoticeMsg"/> 
 <variable name="itemsShipped" 
  type="props:itemCountType"/> 
</variables> 
 
<correlationSets> 
 <correlationSet name="ship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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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props:shipOrderID"/> 
</correlationSets> 
 
<sequence> 
 <receive partnerLink="customer" 
  portType="sns:shippingServicePT" 
  operation="shippingRequest" 
  variable="shipRequest"> 
  <correlations> 
   <correlation set="shipOrder" initiate="yes"/> 
  </correlations> 
 </receive> 
 
 <switch> 
  <case condition= 
 
 "bpws:getVariableProperty('shipRequest','props:shipComplete')" 
> 
   <sequence> 
    <assign> 
     <copy> 
      <from variable="shipRequest" 
property="props:itemsCount"/> 
      <to variable="shipNotice" 
property="props:itemsCount"/> 
     </copy> 
    </assign> 
    <invoke partnerLink="customer" 
    
 portType="sns:shippingServiceCustomerPT" 
     operation="shippingNotice" 
     inputVariable="shipNotice"> 
     <correlations> 
      <correlation set="shipOrder" 
pattern="out"/> 
     </correlations> 
    </invoke> 
   </sequence> 
  </case> 
  <otherwise> 
   <sequence> 
  <assign> 
   <copy> 
    <from expression="0"/> 
    <to variable="itemsShipped"/> 
   </copy> 
  </assign> 
  <while condition= 
   "bpws:getVariableData('itemsShipped') &lt; 
  
 bpws:getVariableProperty('shipRequest','props:itemsTotal')"> 
   <sequence> 
    <assign> 
     <copy> 
     <from opaque="yes"/> 
     <to variable="shipNotice" 
property="props:itemsCount"/> 
     </copy> 
    </assign> 
   <invoke partnerLink="customer" 
    portType="sns:shippingServiceCustomerPT" 
    operation="shippingNotice" 
    inputVariable="shipNotice"> 
    <correlations> 
     <correlation set="ship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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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out"/> 
    </correlations> 
   </invoke> 
   <assign> 
    <copy> 
     <from expression= 
     
 "bpws:getVariableData('itemsShipped') 
      + 
     
 bpws:getVariableProperty('shipNotice', 
     'props:itemsCount')"/> 
     <to variable="itemsShipped"/> 
    </copy> 
   </assign> 
  </sequence> 
    </while> 
   </sequence> 
  </otherwise> 
 </switch> 
</sequence> 
 
</process> 

 

16.2 대부 승인 (Loan Approval) 
본 예제는 고객이 대부에 대한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포트를 제공하는 간단한 대부 승인 웹

서비스를 고려한다. 해당 서비스의 고객은 개인정보와 요청되는 량을 포함하여 대부 요청을

전송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대부 서비스는 “대부 승인” 혹은 “대부 거부” 메시지를 내는 

간단한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승인의 결정은 요청된 액수와 요청한 사람의 위험도에 따라 

두가지 다른 방식으로 내려진다. 적은 액수와 낮은 위험인 경우는 승인은 자동적이다. 높은 

액수이고 높은 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각 신용 요구가 더 자세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

리하여, 각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부 서비스는 두가지 다른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기

능을 사용한다. 요청하는 인물에 연관된 위험의 빠른 평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낮은 액수의 

대부에 대해 가용한 간소화된 처리의 “위험 평가” 서비스가 사용된다. 모든 사항을 포함하

는 “대부 승인” 서비스(대부 전문가의 직접적인 관여를 요구하게 될 것임)는 간소화된 승인 

절차가 사용될 수 없을 때, 자세한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된다.  

 

16.2.1 서비스 기술 (Service Description) 
본 서비스에 의해서 지원되는 WSDL 포트타입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loanServicePT” 

포트타입). 독립적인 “loan.org” 컨소시움이 위험도 평가와 자세한 대부 승인 서비스 뿐 아

니라, 대부승인 포트타입의 정의를 제공하여서 모든 필요한 WSDL정의가 동일한 WSDL 문

서에 나타나있다. 특히, 위험도 평가와 승인 함수 및 이러한 포트타입의 사용과 관련된 모

든 필요한 파트너 링크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포트타입이 또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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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targetNamespace="http://loans.org/wsdl/loan-approval" 
 xmlns="http://schemas.xmlsoap.org/wsdl/"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xmlns:plnk="http://schemas.xmlsoap.org/ws/2003/05/partner-
link/" 
 xmlns:lns="http://loans.org/wsdl/loan-approval"> 
 
<message name="creditInformationMessage"> 
 <part name="firstName" type="xsd:string"/> 
 <part name="name" type="xsd:string"/> 
 <part name="amount" type="xsd:integer"/> 
</message> 
 
<message name="approvalMessage"> 
 <part name="accept" type="xsd:string"/> 
</message> 
 
<message name="riskAssessmentMessage"> 
 <part name="level" type="xsd:string"/> 
</message> 
 
<message name="errorMessage"> 
 <part name="errorCode" type="xsd:integer"/> 
</message> 
 
<portType name="loanServicePT"> 
 <operation name="request"> 
  <input message="lns:creditInformationMessage"/> 
  <output message="lns:approvalMessage"/> 
  <fault name="unableToHandleRequest" 
   message="lns:errorMessage"/> 
 </operation> 
</portType> 
 
<portType name="riskAssessmentPT"> 
 <operation name="check"> 
  <input message="lns:creditInformationMessage"/> 
  <output message="lns:riskAssessmentMessage"/> 
  <fault name="loanProcessFault" 
   message="lns:errorMessage"/> 
 </operation> 
</portType> 
 
<portType name="loanApprovalPT"> 
 <operation name="approve"> 
  <input message="lns:creditInformationMessage"/> 
  <output message="lns:approvalMessage"/> 
  <fault name="loanProcessFault" 
   message="lns:errorMessage"/> 
 </operation> 
</portType> 
 
<plnk:partnerLinkType name="loanPartnerLinkType"> 
 <plnk:role name="loanService"> 
  <plnk:portType name="lns:loanServicePT"/>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plnk:partnerLinkType name="loanApprovalLinkType"> 
 <plnk:role name="approver"> 
  <plnk:portType name="lns:loanApprovalPT"/>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97 
TTAS.OT-10.0019(12. 2004) 

<plnk:partnerLinkType name="riskAssessmentLinkType"> 
 <plnk:role name="assessor"> 
  <plnk:portType name="lns:riskAssessmentPT"/>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definitions> 

 

16.2.2 프로세스 (Process) 
아래에 정의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초기의 <receive>와 그에 매

칭되는 <reply> 단위업무에 의해 표현된다. 위험도 평가와 대부 승인 서비스의 사용은 

<invoke> 엘리먼트에 의해 표현된다. 모든 이러한 단위업무들은 <flow>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행위는 해당되는 <link> 엘리먼트에 의해 표현되는 종속성에 따라 시도된다. 링크의 

<source>엘리먼트에 첨부된 전이 조건이 어떤 링크가 활성활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죽은 경로 제거하기는 <process>엘리먼트에 대한 “suppressJoinFailure”

속성에 의해 “yes”로 취해진 값에 의하여 활성화된다. 이것은 어떤 링크들이 거짓으로 설정

되면서 이러한 결정의 결과가 전파되고 특정 단위업무들의 실행이 건너뛰어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호출된 연산들이 “loanProcessFault”오류를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 핸들러가 제공된

다. 오류가 발생하면, 제어는 오류 핸들러에게 전달되는데 여기서, <reply>엘리먼트가 대부 

요청자에 대한 “unableToHandleRequest” 타입의 응답을 반환하는데 사용된다. 

<process name="loanApprovalProcess" 
  targetNamespace="http://acme.com/loanprocessing" 
  xmln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xmlns:lns="http://loans.org/wsdl/loan-approval" 
  suppressJoinFailure="yes"> 
 
 <partnerLinks> 
  <partnerLink name="customer" 
    partnerLinkType="lns:loanPartnerLinkType" 
    myRole="loanService"/> 
  <partnerLink name="approver" 
    partnerLinkType="lns:loanApprovalLinkType"
    partnerRole="approver"/> 
  <partnerLink name="assessor" 
   
 partnerLinkType="lns:riskAssessmentLinkType" 
    partnerRole="assessor"/> 
 </partnerLinks> 
 
<variables> 
 <variable name="request" 
  messageType="lns:creditInformationMessage"/> 
 <variable name="risk" 
  messageType="lns:riskAssessmentMessage"/> 
 <variable name="approval" 
  messageType="lns:approval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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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 name="error" 
  messageType="lns:errorMessage"/> 
</variables> 
 
<faultHandlers> 
 <catch faultName="lns:loanProcessFault" 
   faultVariable="error"> 
  <reply partnerLink="customer" 
    portType="lns:loanServicePT" 
    operation="request" 
    variable="error" 
    faultName="unableToHandleRequest"/> 
 </catch> 
</faultHandlers> 
 
<flow> 
 
 <links> 
  <link name="receive-to-assess"/> 
  <link name="receive-to-approval"/> 
  <link name="approval-to-reply"/> 
  <link name="assess-to-setMessage"/> 
  <link name="setMessage-to-reply"/> 
  <link name="assess-to-approval"/> 
 </links> 
 
 <receive partnerLink="customer" 
   portType="lns:loanServicePT" 
   operation="request" 
   variable="request" createInstance="yes"> 
  <source linkName="receive-to-assess" 
    transitionCondition= 
   
 "bpws:getVariableData('request','amount')&lt; 10000"/> 
  <source linkName="receive-to-approval" 
    transitionCondition= 
   
 "bpws:getVariableData('request','amount')>=10000"/> 
 </receive> 
 
 <invoke partnerLink="assessor" 
   portType="lns:riskAssessmentPT" 
   operation="check" 
   inputVariable="request" 
   outputVariable="risk"> 
  <target linkName="receive-to-assess"/> 
  <source linkName="assess-to-setMessage" 
    transitionCondition= 
   
 "bpws:getVariableData('risk','level')='low'"/> 
  <source linkName="assess-to-approval" 
    transitionCondition= 
   
 "bpws:getVariableData('risk','level')!='low'"/> 
 </invoke> 
 
 <assign> 
  <target linkName="assess-to-setMessage"/> 
  <source linkName="setMessage-to-reply"/> 
  <copy> 
   <from expression="'yes'"/> 
   <to variable="approval" part="accept"/> 
  </copy>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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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oke partnerLink="approver" 
   portType="lns:loanApprovalPT" 
   operation="approve" 
   inputVariable="request" 
   outputVariable="approval"> 
  <target linkName="receive-to-approval"/> 
  <target linkName="assess-to-approval"/> 
  <source linkName="approval-to-reply" /> 
 </invoke> 
 
 <reply partnerLink="customer" 
   portType="lns:loanServicePT" 
   operation="request" 
   variable="approval"> 
  <target linkName="setMessage-to-reply"/> 
  <target linkName="approval-to-reply"/> 
 </reply> 
</flow> 
 

</process> 

 

16.3 다중 시작 단위업무(Multiple Start Activities) 
하나의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여러 개의 단위업무를 가질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의 예는 경매 하우스에 의해 실행되는 간략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이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목적은 특정 경매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몇몇 경매 등록 

서비스에 적절한 경매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그 등록 결과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두개의 단위업무로 시작하는데 하나는 판매

자정보를 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구매자 정보를 받기 위한 것이다. 특정한 경매가 경매 

ID에 의하여 특정한 경매가 유일하게 식별되므로 판매자와 구매자는 그들의 데이터에서 보

낼 때 그들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요청이 경매에 도착하는 순

서는 무작위적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요구가 올 때,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존재하

는지 안하는지가 체크되어야 한다.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생성된다. 두 개의 요청이 도착한 후에 경매 등록 서비스가 호출된다. 호출이 비동기적으로 

수행되므로, 경매 하우스는 경매 등록 서비스에 경매 ID를 전달한다. 경매 등록 서비스는 

그 응답속에 이 경매 ID를 반환하여 경매 하우스가 적절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위치시키도록 한다.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각자는 엔드포인트 참

조를 제공하여 경매 서비스가 적절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경매 하우스는 경

매 등록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엔드포인트 참조를 제공하여 경매 등록 서비스가 경매 하우

스로 응답을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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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서비스 기술 (Service Description) 
경매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적절한 연산을가진

sellerPT와 buyerPT로 불리는 두 개의 포트 타입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경매서비스는 적절한 포트타입인 sellerAnswerPT와 buyerAnswerPT

를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에 응답한다. 이러한 포트타입들은 두 개의 파트너 링크 타입로 

조합되는데 하나는 sellerAuctionLT로 불리는 판매자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buyerAuctionLT로 불리는 구매자를 위한 것이다.  

경매 서비스는 auctionRegistrationPT와 auctionRegistratikonAnswerPT로 불리는 두개의 

포트 타입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들은 경매 등록 서비스의 호출을 제공한다. 이 포트 타입

들은 적절한 파트너 링크 타입인 auctionHouseAuctionRegistrationLT의 부분이다.  

<definitions 
 targetNamespace="http://www.auction.com/wsdl/auctionService" 
 xmlns:tns="http://www.auction.com/wsdl/auctionService" 
 xmlns:plnk="http://schemas.xmlsoap.org/ws/2003/05/partner-
link/" 
 xmlns:wsa="http://schemas.xmlsoap.org/ws/2003/03/addressing" 
 xmlns:bpw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xmlns="http://schemas.xmlsoap.org/wsdl/"> 
 
<!-- Messages for communication with the seller --> 
 
 <message name="sellerData"> 
  <part name="creditCardNumber" type="xsd:string"/> 
  <part name="shippingCosts" type="xsd:integer"/> 
  <part name="auctionId" type="xsd:integer"/> 
  <part name="endpointReference"    
        
 type="wsa:EndpointReferenceType"/> 
 </message> 
 <message name="sellerAnswerData"> 
  <part name="thankYouText" type="xsd:string"/> 
 </message> 
 
<!-- Messages for communication with the buyer --> 
 
 <message name="buyerData"> 
  <part name="creditCardNumber" type="xsd:string"/> 
  <part name="phoneNumber" type="xsd:string"/> 
  <part name="ID" type="xsd:integer"/> 
  <part name="endpointReference"    
        
 type="wsa:EndpointReferenceType"/> 
 </message> 
 <message name="buyerAnswerData"> 
  <part name="thankYouText" type="xsd:string"/> 
 </message> 
 
<!-- Messages for communication with the auction registration service 
--> 
 
 <message name="auctionData"> 
  <part name="auctionId" type="xsd:integer"/> 
  <part name="amount" type="xsd: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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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 
 <message name="auctionAnswerData"> 
  <part name="registrationId" type="xsd:integer"/> 
  <part name="auctionId" type="xsd:integer"/> 
  <part name="auctionHouseEndpointReference" 
   type="wsa:EndpointReferenceType"/> 
 </message> 
 
<!-- Port types for interacting with the seller --> 
 
 <portType name="sellerPT"> 
  <operation name="submit"> 
   <input message="tns:sellerData"/> 
  </operation> 
 </portType> 
 <portType name="sellerAnswerPT"> 
  <operation name="answer"> 
   <input message="tns:sellerAnswerData"/> 
  </operation> 
 </portType> 
 
<!-- Port types for interacting with the buyer --> 
 
 <portType name="buyerPT"> 
  <operation name="submit"> 
   <input message="tns:buyerData"/> 
  </operation> 
 </portType> 
 <portType name="buyerAnswerPT"> 
  <operation name="answer"> 
   <input message="tns:buyerAnswerData"/> 
  </operation> 
 </portType> 
 
<!-- Port types for interacting with the auction registration service 
--> 
 
 <portType name="auctionRegistrationPT"> 
  <operation name="process"> 
   <input message="tns:auctionData"/> 
  </operation> 
 </portType> 
 <portType name="auctionRegistrationAnswerPT"> 
  <operation name="answer"> 
   <input message="tns:auctionAnswerData"/> 
  </operation> 
 </portType> 
 
<!-- Context type used for locating business process via auction Id --
> 
 
 <bpws:property name="auctionId" 
  type="xsd:string"/>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tns:auctionId" 
  messageType="tns:sellerData" 
  part="auctionId"/>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tns:auctionId" 
  messageType="tns:buyerData" 
  part="ID"/>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tns:auctionId" 
  messageType="tns:auctionData" 
  part="auctionId"/> 
 <bpws:propertyAlias propertyName="tns:auctionId" 
  messageType="tns:auctionAnswerData" 
  part="auctio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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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er link type for seller/auctionHouse --> 
 
 <plnk:partnerLinkType name="tns:sellerAuctionHouseLT"> 
  <plnk:role name="auctionHouse"> 
   <plnk:portType name="tns:sellerPT"/> 
  </plnk:role> 
  <plnk:role name="seller"> 
   <plnk:portType name="tns:sellerAnswerPT"/>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 Partner link type for buyer/auctionHouse --> 
 
 <plnk:partnerLinkType name="buyerAuctionHouseLT"> 
  <plnk:role name="auctionHouse"> 
   <plnk:portType name="tns:buyerPT"/> 
  </plnk:role> 
  <plnk:role name="buyer"> 
   <plnk:portType name="tns:buyerAnswerPT"/>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 Partner link type for auction house/auction 
 registration service --> 
 
 <plnk:partnerLinkType 
name="auctionHouseAuctionRegistrationServiceLT"> 
  <plnk:role name="auctionRegistrationService"> 
   <plnk:portType name="tns:auctionRegistrationPT"/>
  </plnk:role> 
  <plnk:role name="auctionHouse"> 
   <plnk:portType 
name="tns:auctionRegistrationAnswerPT"/> 
  </plnk:role> 
 </plnk:partnerLinkType> 
</definitions> 
 

경매 하우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BPEL4WS정의는 다음과 같다. 

<process name="auctionService" 
 targetNamespace="http://www.auction.com" 
 variableAccessSerializable="no" 
 xmlns:as="http://www.auction.com/wsdl/auctionService" 
 xmlns:wsa="http://schemas.xmlsoap.org/ws/2003/03/addressing" 
 xmln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 Partners --> 
 
 <partnerLinks> 
  <partnerLink name="seller" 
    partnerLinkType="as:sellerAuctionHouseLT" 
    myRole="auctionHouse" 
partnerRole="seller"/> 
  <partnerLink name="buyer" 
    partnerLinkType="as:buyerAuctionHouseLT" 
    myRole="auctionHouse" 
partnerRole="buyer"/> 
  <partnerLink name="auctionRegistrationService" 
    partnerLink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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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uctionHouseAuctionRegistrationServiceLT" 
    myRole="auctionHouse" 
    partnerRole="auctionRegistrationService"/>
 </partnerLinks> 
 
<!-- Variables --> 
 
 <variables> 
  <variable name="sellerData" 
messageType="as:sellerData"/> 
  <variable name="sellerAnswerData"    
        
 messageType="as:sellerAnswerData"/> 
  <variable name="buyerData" messageType="as:buyerData"/> 
  <variable name="buyerAnswerData"    
         
 messageType="as:buyerAnswerData"/> 
  <variable name="auctionData" 
   messageType="as:auctionData"/> 
  <variable name="auctionAnswerData" 
   messageType="as:auctionAnswerData"/> 
 </variables> 
 
<!-- Correlation set for correlating buyer and seller request 
 as well as auction house and auction registration service 
 exchange --> 
 
<correlationSets> 
 <correlationSet name="auctionIdentification" 
  properties="as:auctionId"/> 
</correlationSets> 
 
<!-- Structure of the business process --> 
 <sequence> 
 
<!-- Process buyer and seller request concurrently 
 Either one can create a process instance --> 
 
 <flow> 
 
<!-- Process seller request --> 
 
 <receive name="acceptSellerInformation" 
  partnerLink="seller" 
  portType="as:sellerPT" 
  operation="provide" 
  variable="sellerData" 
  createInstance="yes"> 
  <correlations> 
   <correlation set="auctionIdentification" 
     initiate="yes"/> 
  </correlations> 
 </receive> 
 
<!-- Process buyer request --> 
 
 <receive name="acceptBuyerInformation" 
   partnerLink="buyer" 
   portType="as:buyerPT" 
   operation="provide" 
   variable="buyerData" 
   createInstance="yes"> 
  <correlations> 
   <correlation set="auctionIdentification" 
    initiat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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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lations> 
 </receive> 
 
</flow> 
 
<!-- Invoke auction registration service 
 by setting the target endpoint reference 
 and setting my own endpoint reference for call back 
 and receiving the answer 
 Correlation of request and answer is via auction Id --> 
 
 <assign> 
  <copy> 
   <from> 
    <wsa:EndpointReference> 
     <wsa:Address>xs:anyURI</wsa:Address>
             
 <wsa:ServiceName>ars:RegistrationService    
      </wsa:ServiceName> 
    </wsa:EndpointReference> 
   </from> 
   <to partnerLink="auctionRegistrationService"/> 
  </copy> 
 </assign> 
 
 <assign> 
  <copy> 
   <from partnerLink="auctionRegistrationService" 
     endpointReference="myRole"/> 
   <to variable="auctionData" 
     part="auctionHouseServiceRef"/> 
  </copy> 
 </assign> 
 
 <invoke name="registerAuctionResults" 
   partnerLink="auctionRegistrationService" 
   portType="as:auctionRegistrationPT" 
   operation="process" 
   inputVariable="auctionData"> 
  <correlations> 
   <correlation set="auctionIdentification"/> 
  </correlations> 
 </invoke> 
 
 <receive name="receiveAuctionRegistrationInformation" 
   partnerLink="auctionRegistrationService" 
   portType="as:auctionRegistrationAnswerPT" 
   operation="answer" 
   variable="auctionAnswerData"> 
  <correlations> 
   <correlation set="auctionIdentification"/> 
  </correlations> 
 </receive> 
 
<!-- Send responses back to seller and buyer --> 
 
 <flow> 
 
<!-- Process seller response by 
 setting the seller to the endpoint reference provided by the 
seller 
 and invoking the response --> 
 
  <sequence>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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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 
     <from variable="sellerData" 
      
 part="endpointReference"/> 
     <to partnerLink="seller"/> 
    </copy> 
   </assign> 
 
   <invoke name="respondToSeller" 
     partnerLink="seller" 
     portType="as:sellerAnswerPT" 
     operation="answer" 
     inputVariable="sellerAnswerData"/> 
  </sequence> 
 
<!-- Process buyer response by 
 setting the buyer to the endpoint reference provided by the 
buyer 
 and invoking the response --> 
 
 <sequence> 
  <assign> 
   <copy> 
    <from variable="buyerData" 
      part="endpointReference"/> 
    <to partnerLink="buyer"/> 
   </copy> 
  </assign> 
 
  <invoke name="respondToBuyer" 
    partnerLink="buyer" 
    portType="as:buyerAnswerPT" 
    operation="answer" 
    inputVariable="buyerAnswerData"/> 
 
  </sequence> 
 
 </flow> 
 
</sequen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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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안 고려사항 (Security Considerations) 

 

메시지가 수정되거나 위조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가 전송되거나 특정 위치에 머무는 동안 

수정되거나 위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현 측이 WS-

Security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비슷한 방법으로, 무효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메시지가 재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메시지와 특별히 연결되지 않은 메시지 헤더가 

참조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WS-Security를 사용할 때, 시그너쳐는 의미적으로 중요한 

헤더와 메시지 바디를 포함해서(다른 관련 데이터뿐 아니라)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분리되고 

재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메시징 프로토콜은 여러 형태의 응답 공격을

받기 쉽다. 위에서 나열된 메커니즘외에도 메시지는 시그너쳐 내부에 메시지 타임스탬프

(WS-Security에서 기술된 대로)를 포함해야 한다. 받는 사람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가장 최근의 메시지를 저장해두고 중복된 전달을 감지하고 잠재적인 응답공격을 막기위해서 

이 타임스탬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측은 여러가지 형태의 서비스-거부 공격을 당하기 쉽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본 명세서를 준수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현하는 측에서

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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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표준 오류들(Standards Faults) 
다음의 리스트는 BPEL4WS표준 명세서 안에 정의된 표준 오류들을 설명한다. 모든 이러한 

오류들은 URI 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process/에 따라 표준 

접두사 bpws:를 가지고 BPEL4WS의 네임스페이스내에서 이름붙여졌다. 

 

오류 이름 사유 

selectionFailure bpws:getVariableData와 같은 함수나 할당에서 수행되는 

연산을 선택함에 있어 에러가 발생하면 던져진다. 

conflictingReceive 하나 이상의 수신 단위업무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동

일한 파트너 링크, 포트타입, 연산 및 상호연관집합에 대

하여 동시에 활성화되는 경우 던져진다. 

conflictingRequest 특정 포트 타입, 연산 및 상호연관 집합에 대하여 동일한 

파트너 링크에 대한 동기적인 내향 요청이 활성화되는 경

우 던져진다. 

mismatchedAssignmentFailure 할당 단위업무에서 일치하지 않는 타입에 부닥쳤을 때, 던

져진다. 

joinFailure 하나의 단위업무의 조인 조건이 거짓으로 판정될 때 던져

진다. 

forcedTermination 둘러싸고 있는 범주에서 오류의 결과로 던져진다. 

correlationViolation 호출, 수신 또는 응답 단위업무에서 처리되는 메시지의 내

용이 특정 상호연관 정보와 매치되지 않을 때 던져진다. 

uninitializedVariable 메시지 변수에서 초기화되지 않은 부분의 값을 접근하려

고 시도할 때 던져진다. 

repeatedCompensation 설치된 보상 핸들러가 한번 이상 호출될 때 던져진다. 

invalidReply 동일한 상호연관을 가진 해당 수신이 수행되지 않은 파트

너 링크, 포트타입 및 연산에 대하여 응답이 보내어질 때, 

던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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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속성과 디폴트(Attributes and Defaults) 
다음의 리스트는 프로세스와 단위업무 수준에서의 모든 표준 속성에대한 디폴트를 정한다. 

해당 테이블은 단위업무에 특정적인 속성(호출 단위업무의 partnerLink와 같은)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자 디폴트 

queryLanguage  

expressionLanguage  

suppressJoinFailure  

variableAccessSerializable  

abstractProcess  

initiate  

pattern  

createInstance  

enableInstanceCompensation  

joinCondition  

transitionCondition  

http://www.w3.org/TR/1999/REC-xpath-19991116  

http://www.w3.org/TR/1999/REC-xpath-19991116  

no  

no 

no 

no 

No default  

no 

no 

Disjunction of the status of the incoming links tru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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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 조정 프로토콜(Coordination Protocol) 
WS-Transaction[16]을 사용하여 범주들 간의 오류와 보상 처리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가

치가 있다. 특히, 본 절은 상위범주와 각각의 그 하위 범주들의 관계가 WS-Transaction 표

준 명세서에서 정의된 BusinessAgreemen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지

를 보여준다. 프로토콜의 BPEL4WS사용은 하나의 서비스에서의 지역적 행위의 가정을 하

고 결과적으로 확인 신호인 Forget, Error및 Reply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프로토콜의 특징

들이 실제로는 BPEL4WS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BPEL4WS 범주를 위한 조정 프로토콜 

A. 중첩된 범주는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중첩된 해당 범주에 대해서 보상 

핸들러가 설치될 수 있다. 이것은 중첩된 범주로부터 그 상위 범주로의 Completed 신

호로 모델링된다.  

B. 중첩된 범주는 내부적으로 오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범주는 항상 성공적이

지 않게 종료된다.  

i. 만일 오류핸들러가 오류를 그것의 상위 범주로 다시 던지면, 이것은 중첩된 범주로

부터 상위 범주로의 Faulted신호를 가지고 모델링 된다. 

ii. 만일 오류가 처리되고 다시 던져지지 않으면, 해당 범주는 그 상위 범주의 작업으로

부터 좋은 모양새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것은 중첩된 범주로부터 그 상위 범주로의 

Exited신호를 가지고 모델링된다. 

C. 중첩된 범주가 완료된 후에 상위범주(에 대한 오류 혹은 보상 핸들러)가 그 보상 핸들

러를 호출함으로써 그 자체를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보상 액션은 상위 범주로

부터 그 중첩된 범주로의 Compensate 신호를 가지고 모델링 된다. 

D. 해당 보상의 완료된 직후에 중첩된 범주는 그 상위 범주로 Compensated 신호를 보낸

다. 

E. 보상 핸들러는 그자체가 내부적으로 오류를 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i. 만일 그 오류가 보상 핸들러 내에서 범주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으면, 상위 범주로 

다시 던져진다. 이것은 중첩된 범주로부터 그 상위범주로 Faulted 신호로 모델링된

다. 

ii. 만일 그 오류가 처리되고 다시 던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해당 보상이 성공적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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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될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 이런경우, 중첩된 범주는 Compensated 신호를 상위 

범주에게 보낸다. 

F. 만일 중첩된 범주의 작업에 독립적으로 상위범주에 오류가 있다면, 그 상위 범주는 

Cancel 신호를 보냄으로써 중첩된 범주가 미완된 상태로 작업 내용을 버릴 것을 요청

할 것이다. 

G. 취소 신호를 받자마자, 해당 중첩된 범주는 자신의 행위를 멈추고 종료하게 될 것이며

(내부적인 오류가 있는 것처럼), 상위 범주에 Canceled 신호를 보낸다. 

H. 마지막으로, 상위 범주가 완료된 하위 범주에 대하여 보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때, 그 하위 범주에게 Close 신호를 보낸다. 

I. 하위 범주로부터의 Completed 신호와 상위범주로부터의 Cancel 신호간의 경합이 있다

면, Completed 신호가 우선한다. 다시말해서, 중첩된 범주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고 

Cancel 신호는 무시된다. 

J. Cancel 신호가 이미 내부적으로 오류를 낸 중첩된 범주로 전달되는 경우, Cancel신호는 

무시되고 그 범주는 결국 Faulted 나 Exited 신호를 상위 범주에 보낸다. 

 

그림 2. BusinessAgreement 프로토콜 상태도

조정자가 생성 상위범주가 생성

 

위에 있는 BusinessAgreement 프로토콜의 상태도는 다음의 토의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그

림에서, 상위(감싸고 있는) 범주는 Cancel, Compensate, Forget 및 Close 신호를 생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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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범주는 Completed, Faulted, Exited, Compensated, Canceled 및 Closed 신호를 생

성한다. 상태는 상위의 범주와 특정 하위 범주간의 관계의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호가 경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태들이 중첩된 범

주 그자체의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일 때이다. 위의 다이어그램이 실제 프로토콜 상태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위의 I와 J에서 토의된 신호의 경합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유의하기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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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 XSD 스키마(XSD Schemas) 
BPEL4WS Schema 

<?xml version='1.0' encoding="UTF-8"?> 
<schema xmlns="http://www.w3.org/2001/XMLSchema" 
  xmlns:wsdl="http://schemas.xmlsoap.org/wsdl/" 
 
 xmlns:bpws="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targetNamespace="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elementFormDefault="qualified"> 
 
<import namespace="http://schemas.xmlsoap.org/wsdl/" 
  schemaLocation="http://schemas.xmlsoap.org/wsdl/"/> 
 
<complexType name="tExtensibleElements"> 
 <annotation> 
  <documentation> 
    This type is extended by other component 
types 
    to allow elements and attributes from 
    other namespaces to be added. 
  </documentation> 
 </annotation> 
 <sequence> 
  <any namespace="##other"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processContents="lax"/> 
 </sequence> 
 <anyAttribute namespace="##other" processContents="lax"/> 
 
</complexType> 
 
<element name="process" type="bpws:tProcess"/> 
<complexType name="tProcess">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partnerLinks" 
type="bpws:tPartnerLinks" 
     minOccurs="0"/> 
   <element name="partners" type="bpws:tPartners" 
    minOccurs="0"/> 
   <element name="variables" 
    type="bpws:tVariables" 
    minOccurs="0"/> 
   <element name="correlationSets" 
    type="bpws:tCorrelationSets" 
minOccurs="0"/> 
   <element name="faultHandlers" 
type="bpws:tFaultHandlers" 
    minOccurs="0"/> 
   <element name="compensationHandler" 
    type="bpws:tCompensationHandler" 
minOccurs="0"/> 
   <element name="eventHandlers" 
    type="bpws:tEventHandlers" minOccurs="0"/> 
   <group ref="bpws:activity"/> 
  </sequence> 
  <attribute name="name" type="NCName" 
    use="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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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 name="targetNamespace" type="anyURI" 
    use="required"/> 
  <attribute name="queryLanguage" type="anyURI" 
    default="http://www.w3.org/TR/1999/REC-
xpath-19991116"/> 
  <attribute name="expressionLanguage" type="anyURI" 
   default="http://www.w3.org/TR/1999/REC-xpath-
19991116"/> 
  <attribute name="suppressJoinFailure" 
type="bpws:tBoolean" 
   default="no"/> 
  <attribute name="enableInstanceCompensation" 
    type="bpws:tBoolean" default="no"/> 
  <attribute name="abstractProcess" type="bpws:tBoolean" 
   default="no"/>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group name="activity"> 
 <choice> 
  <element name="empty" type="bpws:tEmpty"/> 
  <element name="invoke" type="bpws:tInvoke"/> 
  <element name="receive" type="bpws:tReceive"/> 
  <element name="reply" type="bpws:tReply"/> 
  <element name="assign" type="bpws:tAssign"/> 
  <element name="wait" type="bpws:tWait"/> 
  <element name="throw" type="bpws:tThrow"/> 
  <element name="terminate" type="bpws:tTerminate"/> 
  <element name="flow" type="bpws:tFlow"/> 
  <element name="switch" type="bpws:tSwitch"/> 
  <element name="while" type="bpws:tWhile"/> 
  <element name="sequence" type="bpws:tSequence"/> 
  <element name="pick" type="bpws:tPick"/> 
  <element name="scope" type="bpws:tScope"/> 
 </choice> 
</group> 
 
<complexType name="tPartnerLinks">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partnerLink" 
type="bpws:tPartnerLink" 
     minOccurs="1" 
maxOccurs="unbounded"/>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PartnerLink">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attribute name="name"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partnerLinkType" type="Q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myRole" type="NCName"/> 
   <attribute name="partnerRole" type="NCNam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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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partner" 
type="bpws:tPartner" 
     minOccurs="1" 
maxOccurs="unbounded"/>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Partner">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partnerLink" minOccurs="1" 
      maxOccurs="unbounded"> 
     <complex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attribute 
name="name" type="NCName" 
         
 use="required"/>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sequence> 
   <attribute name="name" type="NCName" 
use="required"/>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FaultHandlers">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catch" type="bpws:tCatch"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element name="catchAll" 
     
 type="bpws:tActivityOrCompensateContainer" 
      minOccurs="0"/>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Catch">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OrCompensateContainer"> 
   <attribute name="faultName" type="QName"/> 
   <attribute name="faultVariable" type="NCNam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ActivityContainer">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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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group ref="bpws:activity"/>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ActivityOrCompensateContainer">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choice> 
    <group ref="bpws:activity"/> 
    <element name="compensate" 
type="bpws:tCompensate"/> 
   </choi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EventHandlers">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onMessage" 
type="bpws:tOnMessag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element name="onAlarm" 
type="bpws:tOnAlarm"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OnMessag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correlations" 
type="bpws:tCorrelations" 
      minOccurs="0"/> 
     <group ref="bpws:activity"/> 
   </sequence> 
   <attribute name="partnerLink"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portType" type="Q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operation"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variable" type="NCName" 
     use="optional"/>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OnAlarm">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Container"> 
   <attribute name="for" type="bpws:tDuration-
expr"/> 
   <attribute name="until" type="bpws:tDeadline-
expr"/>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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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CompensationHandler">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OrCompensateContainer"/>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Variables">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variable" 
      type="bpws:tVariable" 
      maxOccurs="unbounded"/>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Variable"> 
 
<!-- variable does not allow extensibility elements 
because otherwise its content model would be non-deterministic --> 
   <attribute name="name"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messageType" type="QName" use = 
“optional”/> 
   <attribute name="type" type="QName" use = 
“optional”/> 
   <attribute name="element" type="QName" use = 
“optional”/> 
   <anyAttribute namespace="##other" 
processContents="lax"/>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CorrelationSets">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correlationSet" 
     type="bpws:tCorrelationSet" 
     maxOccurs="unbounded"/>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CorrelationSet">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attribute name="properties" use="required"> 
    <simpleType> 
     <list itemType="QName"/> 
    </simpleType> 
   </attribute> 
   <attribute name="name" type="NCName" 
use="required"/>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Activity"> 
 <complex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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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target" type="bpws:tTarget"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element name="source" type="bpws:tSourc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sequence> 
   <attribute name="name" type="NCName"/> 
   <attribute name="joinCondition" 
     type="bpws:tBoolean-expr"/> 
   <attribute name="suppressJoinFailure" 
     type="bpws:tBoolean" default="no"/>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Sourc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attribute name="linkName"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transitionCondition" 
    type="bpws:tBoolean-expr"/>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Target">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attribute name="linkName" type="NCName" 
use="required"/>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Empty">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Correlations">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correlation" 
type="bpws:tCorrelation" 
      minOccurs="1" 
maxOccurs="unbounded" />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Correlation">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attribute name="set"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initiate" type="bpws:tBoolean" 
    default="no"/>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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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CorrelationsWithPattern">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correlation" 
     
 type="bpws:tCorrelationWithPattern" 
      minOccurs="1" 
      maxOccurs="unbounded"/>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CorrelationWithPattern">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Correlation"> 
   <attribute name="pattern"> 
    <simpleType> 
     <restriction base="string"> 
      <enumeration value="in" /> 
      <enumeration value="out" /> 
      <enumeration value="out-in" 
/> 
     </restriction> 
    </simpleType> 
   </attribut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Invok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sequence> 
    <element name="correlations" 
     
 type="bpws:tCorrelationsWithPattern" 
      minOccurs="0" 
maxOccurs="1"/> 
    <element name="catch" type="bpws:tCatch"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element name="catchAll" 
     
 type="bpws:tActivityOrCompensateContainer" 
      minOccurs="0"/> 
    <element name="compensationHandler" 
     
 type="bpws:tCompensationHandler" minOccurs="0"/> 
   </sequence> 
   <attribute name="partnerLink"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portType" type="Q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operation"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inputVariable" 
     type="NCName" use="optional"/> 
   <attribute name="outputVariable" type="NCName" 
     use="optional"/>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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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Receiv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sequence> 
<element name="correlations" 

type="bpws:tCorrelations" minOccurs="0"/> 
</sequence> 
<attribute name="partnerLink"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portType" type="Q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operation"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variable" type="NCName" use="optional"/> 
<attribute name="createInstance" type="bpws:tBoolean" 
default="no"/>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Reply">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sequence> 
    <element name="correlations" 
      type="bpws:tCorrelations" 
minOccurs="0"/> 
   </sequence> 
   <attribute name="partnerLink"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portType" type="Q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operation"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variable" type="NCName" 
     use="optional"/> 
    <attribute name="faultName" type="QNam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Assign">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sequence> 
    <element name="copy" type="bpws:tCopy" 
      minOccurs="1" 
maxOccurs="unbounded"/>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Copy">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ref="bpws:from"/> 
    <element ref="bpws:to"/>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name="from" type="bpws:t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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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xType name="tFrom">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attribute name="variable" type="NCName"/> 
    <attribute name="part" type="NCName"/> 
    <attribute name="query" type="string"/> 
    <attribute name="property" type="QName"/> 
    <attribute name="partnerLink" 
type="NCName"/> 
    <attribute name="endpointReference" 
type="bpws:tRoles"/> 
    <attribute name="expression" 
type="string"/> 
    <attribute name="opaque" 
type="bpws:tBoolean"/>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name="to"> 
 <complexType> 
  <complexContent> 
   <restriction base="bpws:tFrom"> 
    <attribute name="expression" type="string" 
      use="prohibited"/> 
    <attribute name="opaque" 
type="bpws:tBoolean" 
      use="prohibited"/> 
    <attribute name="endpointReference" 
type="bpws:tRoles" 
      use="prohibited"/> 
   </restrict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complexType name="tWait">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attribute name="for" 
     type="bpws:tDuration-expr"/> 
   <attribute name="until" 
     type="bpws:tDeadline-expr"/>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Throw">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attribute name="faultName" type="Q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faultVariable" type="NCNam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Compensat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attribute name="scope" type="NCNam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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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Type name="tTerminat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Flow">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sequence> 
    <element name="links" type="bpws:tLinks" 
minOccurs="0"/> 
    <group ref="bpws:activity" 
maxOccurs="unbounded"/>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Links">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sequence> 
    <element name="link" 
      type="bpws:tLink" 
      maxOccurs="unbounded"/>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Link">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ExtensibleElements"> 
   <attribute name="name" type="NCName" 
use="required"/>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Switch">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sequence> 
    <element name="case" 
maxOccurs="unbounded"> 
     <complexTy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Container"> 
        <attribute 
name="condition" 
         
 type="bpws:tBoolean-expr" 
         
 use="required"/>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element> 
    <element name="otherwise" 
      
 type="bpws:tActivityContainer" 
       minOccurs="0"/>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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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Whil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sequence> 
    <group ref="bpws:activity"/> 
   </sequence> 
   <attribute name="condition" 
     type="bpws:tBoolean-expr" 
     use="required"/>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Sequenc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sequence> 
    <group ref="bpws:activity" 
maxOccurs="unbounded"/> 
   </sequence>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Pick">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sequence> 
    <element name="onMessage" 
      type="bpws:tOnMessage" 
      maxOccurs="unbounded"/> 
    <element name="onAlarm" 
      type="bpws:tOnAlarm"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sequence> 
   <attribute name="createInstance" 
     type="bpws:tBoolean" default="no"/>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Scope"> 
 <complexContent> 
   <extension base="bpws:tActivity"> 
    <sequence> 
     <element name="variables" 
       
 type="bpws:tVariables" 
       
 minOccurs="0"/> 
     <element name="correlationSets" 
       
 type="bpws:tCorrelationSets" 
       
 minOccurs="0"/> 
     <element name="faultHandlers" 
       
 type="bpws:tFaultHandlers" 
       
 minOccu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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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 name="compensationHandler" 
       
 type="bpws:tCompensationHandler" 
       
 minOccurs="0"/> 
     <element name="eventHandlers" 
       
 type="bpws:tEventHandlers" 
       
 minOccurs="0"/> 
     <group ref="bpws:activity"/> 
    </sequence> 
    <attribute 
name="variableAccessSerializable" 
      type="bpws:tBoolean" 
      default="no"/> 
  </extension> 
 </complexContent> 
</complexType> 
 
<simpleType name="tBoolean-expr"> 
 <restriction base="string"/> 
</simpleType> 
 
<simpleType name="tDuration-expr"> 
 <restriction base="string"/> 
</simpleType> 
 
<simpleType name="tDeadline-expr"> 
 <restriction base="string"/> 
</simpleType> 
 
<simpleType name="tBoolean"> 
 <restriction base="string"> 
  <enumeration value="yes"/> 
  <enumeration value="no"/> 
 </restriction> 
</simpleType> 
 
<simpleType name="tRoles"> 
 <restriction base="string"> 
  <enumeration value="myRole"/> 
  <enumeration value="partnerRole"/> 
 </restriction> 
</simpleType> 
</schema> 

 

파트너 링크 타입 스키마 

<?xml version='1.0' encoding="UTF-8"?> 
<schema xmlns="http://www.w3.org/2001/XMLSchema" 
 
 xmlns:plnk="http://schemas.xmlsoap.org/ws/2003/05/partner-
link/" 
 
 targetNamespace="http://schemas.xmlsoap.org/ws/2003/05/partner-
link/" 
  elementFormDefault="qualified"> 
 <element name="partnerLinkType" type="plnk:tPartnerLinkType"/> 
   
 <complexType name="tPartnerLink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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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element name="role" type="plnk:tRole" 
minOccurs="1" maxOccurs="2"/> 
  </sequence> 
  <attribute name="name" type="NCName" use="required"/> 
 </complexType> 
 
 <complexType name="tRole"> 
  <sequence> 
   <element name="portType" minOccurs="1" 
maxOccurs="1"> 
    <complexType> 
     <attribute name="name" type="QName" 
use="required"/> 
    </complexType> 
   </element> 
  </sequence> 
  <attribute name="name" type="NCName" use="required"/> 
 </complexType> 
</schema> 

 

Message Properties Schema 

<?xml version='1.0' encoding="UTF-8"?> 
<schema xmlns="http://www.w3.org/2001/XMLSchema" 
 targetNamespace="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xmlns:wsbp="http://schemas.xmlsoap.org/ws/2003/03/business-
process/" 
  elementFormDefault="qualified"> 
 
 <element name="property"> 
  <complexType> 
   <attribute name="name" type="NC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type" type="QName" 
use="required"/> 
 </complexType> 
 </element> 
 
 <element name="propertyAlias"> 
  <complexType> 
   <attribute name="propertyName" type="Q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messageType" type="QName" 
use="required"/> 
   <attribute name="part" type="NCName"/> 
   <attribute name="query" type="string"/> 
  </complexType> 
 </element> 
</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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