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G06F 9/44 (2006.01)

     G06Q 99/00 (2006.01)

     G06F 17/00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87995

2006년08월03일

(21) 출원번호 10-2005-0074228

(22) 출원일자 2005년08월12일

(30) 우선권주장 11/046,967

11/063,808

60/615,549

2005년01월31일

2005년02월23일

2004년10월01일

미국(US)

미국(US)

미국(US)

(71) 출원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미국 워싱턴주 (우편번호 : 98052) 레드몬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

(72) 발명자 슈클라, 달마 케이.

미국 98052 워싱턴주 레드몬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내

필라리노스, 데니스

미국 98052 워싱턴주 레드몬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내

파라스니스, 압하이 비나약

미국 98052 워싱턴주 레드몬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내

사가, 아카쉬 제이.

미국 98052 워싱턴주 레드몬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내

히스다이, 엘리

미국 98052 워싱턴주 레드몬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내

메타, 마얀크

미국 98052 워싱턴주 레드몬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내

반다르카르, 아디탸 지.

미국 98052 워싱턴주 레드몬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내

츄브, 세르게이

미국 98052 워싱턴주 레드몬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내

(74) 대리인 주성민

백만기

이중희

심사청구 : 없음

공개특허 10-2006-0087995

- 1 -



(54) 작업 흐름을 모델링하는 방법 및 시스템

요약

컴포넌트화된 작업 흐름 모델을 작성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 작업 흐름의 각 단계는 작업 흐름 단계의 디자인

시 측면, 컴파일시 측면, 및 런타임 측면을 기술하는 메타데이터를 갖는 활동으로서 모델링된다.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통해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활동들을 선택 및 정렬한다. 작업 흐름 내의 활동들 각각과 연관된 메타데이터는

작업 흐름의 영속적 표현을 생성하기 위해 수집된다. 사용자는 커스텀 활동을 작성함으로써 작업 흐름을 확장시킨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작업 흐름, 메타데이터, 커스텀 활동, 컴포넌트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태스크 및 제어 흐름 복합 활동을 포함하는 전형적인 작업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전형적인 활동 상속 트리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전형적인 컴포넌트 모델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본 발명과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잉크 작업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5의 잉크 작업 흐름으로부터 변환된 작업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본 발명과의 사용자 대화를 예시한 플로우차트.

도 8은 터치 스크린 실시예에서의 잉크 작업 흐름의 인식을 예시한 플로우차트.

도 9는 작업 흐름의 상세에 대해서는 마법사에 의존하는 작업 흐름을 작성하기 위한 상위 레벨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전형적인 작업 흐름 디자이너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수신 활동 및 그에 뒤이은 전송 활동을 포함하는 조정 프로그램을 나타낸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적당한 컴퓨팅 시스템 환경의 한 예를 나타낸 블록도.

부록 A는 예시적인 활동을 기술한 것이고,

부록 B는 시각적 디자이너 및 관련 활동 디자이너를 기술한 것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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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사용자

404: 디스플레이

406: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

408: 프로세서

412: 렌더링 컴포넌트

414: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416: 디자이너 컴포넌트

418: 검증 컴포넌트

420: 인식기 컴포넌트

422: 팔레트 컴포넌트

424: 스킨 컴포넌트

426: 작업 흐름 컴포넌트

428: 메모리 영역

436: 터치 스크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작업 흐름 모델링의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포넌트화되고 확장가능한

작업 흐름 모델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시스템은 비지니스 문제를 모델링함으로써 그 비지니스 문제를 상위 레벨 작업 흐름으로 매핑하려고 한다. 그렇지

만, 실세계 작업 흐름은 (a) 실행 및 모델링 복잡성, (b) 디자인시에 흐름의 구조를 숙지, (c) 정적으로 정의되거나 또는 임

시적으로/동적으로 정의됨, (d) 흐름을 그의 라이프사이클 내의 여러 지점에서 작성 및 편집하는 것의 용이성, 및 (e) 비지

니스 로직과 핵심 작업 흐름 프로세스의 약한 또는 강한 연관성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변한다. 기존의 모델은 이들 인자 모

두에 대처하지 못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존의 작업 흐름 모델은 언어 기반 방식(예를 들어, BPEL4WS, XLANG/S 및 WSFL) 또는 애플리케이

션 기반 방식에 기초한다. 언어 기반 방식은 사용자/프로그래머가 작업 흐름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것을 돕는 사전 정의

된 구문의 폐집합(a closed set of predefined constructs)을 갖는 상위 레벨 작업 흐름 언어이다. 작업 흐름 언어는 사용

자가 작업 흐름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구문 폐집합에 대한 모든 시맨틱 정보를 전달한다. 그렇지만, 이 언어는 개

발자에 의해 확장가능하지 않으며 작업 흐름 모델을 구성하는 프리미티브 폐집합(a closed set of primitive)을 나타낸다.

이 언어는 작업 흐름 시스템 벤더에 의해 출하된 언어 컴파일러에 의존하고 있다. 작업 흐름 시스템 제품 벤더만이 그 제품

의 장래의 버전에서 일련의 새로운 구문으로 그 언어를 확장시킴으로써 그 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것은 종종 그 언어

와 연관된 컴파일러의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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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기반 방식은 도메인 관련 문제(domain specific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내에 작업 흐름 기

능들을 갖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정말로 확장가능하지도 않고 또 프로그램가능 모델도 갖지 않는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복잡성, 사전 숙지, 동적 작업 흐름, 작성의 용이, 그리고 비지니스 로직과 핵심 작업 흐름과의 관련 정

도의 문제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부류의 작업 흐름을 모델링하기 위해 시각적 작업 흐름 디자이너를 구

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확장가능하고 커스터마이즈가능하며 또 재호스팅가능한 작업 흐름 디자이너 프레임워크가 없

다. 기존의 시스템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래픽적으로 작업 흐름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또 개발자가 선택한 프로그래밍 언

어로 비지니스 로직을 연관시킬 수 있게 해주는 RAD(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스타일 작업 흐름 디자인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 게다가, 잉크가 지원되는(ink-enabled) 작업 흐름 디자이너가 없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은 작업 흐름을 실행하기 위한 매끄러운 임시적이거나 동적인 편집을 제공하지 못한다. 작업 흐름 프

로세스는 특성상 동적이고 유동적이며 그의 형태는 디자인시에 전적으로 예측될 수 없다. 작업 흐름 프로세스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시작하며 궁극적으로 그의 실행 수명 동안에 진화하고 변화한다. 작업 흐름 구축자가 디자인 시에 여러가지 타입

의 작업 흐름 모델을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 중인 작업 흐름에 대한 임시적이거나 동적인 변경을 깔끔하게 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 흐름 작성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작업 흐름 프로세스가 설치되어 실행되고 있는 후에도, 비지니스

요건의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현재 실행 중인 작업 흐름 프로세스를 변화 또는 편집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작업 흐

름 프로세스의 런타임 작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게다가, 작업 흐름 프로세스는 작업 흐름 프로세스 모델의 다수의 단계들에 걸쳐 있는 횡단적이고 복잡한 관심사(cross

cutting orthogonal and tangled concerns)를 처리한다. 예를 들어, 작업 흐름 프로세스의 일부는 장기 실행 중인 트랜잭

션에 참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반면, 동일 프로세스의 다른 부분은 동시 실행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다. 동일 작업 흐름

프로세스의 또다른 부분은 추적(tracking)을 필요로 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비지니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예외를 처

리한다. 작업 흐름 프로세스의 하나 이상의 부분들에 일정한 거동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작업 흐름 모델링 방식은 모든 예외 및 사람 개입을 비롯한 전체 비지니스 프로세스의 완전한 흐름-기반(flow-

based)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이들 방식 중 어떤 것은 예외가 발생할 때 부가의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방식들은 비지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흐름-기반 방식 대신에 오로지 제약-기반(constraint-based) 방식만을

이용한다. 기존의 시스템은 흐름-기반 방식 또는 제약-기반 방식 중 하나를 구현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너무 융통성이 없

어 많은 통상의 비지니스 상황을 모델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및 다른 단점 중 하나 이상을 해소하는 컴포넌트화되고 확장가능한 작업 흐름 모델이 요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포넌트화된 작업 흐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확장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특히, 작업 흐름

프로세스의 각 단계는 작업 흐름 단계의 디자인시 측면, 컴파일시 측면, 및 런타임 측면을 기술하는 관련 컴포넌트 모델을

갖는다. 게다가, 어떤 개발자라도 이들 컴포넌트를 작성함으로써 핵심 작업 흐름 모델을 확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고도로

형식적인 머신-대-머신 프로세스, 제약-기반의 임시적인 사람 작업 흐름, 그리고 흐름-기반 방식 및 제약-기반 방식이 혼

합된 작업 흐름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작업 흐름의 실행을 조정하기에 충분히 유연성있고 강력한 작업 흐름 엔진을 포

함한다. 작업 흐름 엔진은 활성화, 실행, 쿼리 및 실행 중인 작업 흐름에 대한 제어 기능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실행 중인 작업 흐름에 대한 임시적이고 동적인 변경을 가능하게 해준다. 작업 흐름 엔진은 서버 환경 및 클라이언

트 환경 둘다를 비롯하여 다양한 호스트 환경에서 재호스팅되거나 그에 내장될 수 있다. 각각의 특정의 호스트 환경은 작

업 흐름 엔진을 일련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 융합시킨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전체 기능들이 특정의 호스트 환경에

서 실행될 수 있는 작업 흐름의 종류를 결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작업 흐름 모델을 직렬화하기 위한 확장가능 조정 마크업 언어(extensible orchestration

markup language, XOML) 등의 선언적 포맷(declarative format)을 제공한다. 이 선언적 포맷에 의해 사용자는 일련의

컴포넌트를 작성함으로써 작업 흐름 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다. 작업 흐름 프로세스의 여러가지 단계에 대응하는 시맨틱스

(semantics)는 컴파일 시에 주어진 컴포넌트에 대한 시맨틱스를 검증하고 시행하는 활동 검증자 컴포넌트(activity

validator component) 내에 캡슐화된다. 본 발명의 선언적 포맷의 실시예들은 또한 데이터를 선언하는 것 및 그 데이터를

작업 흐름 모델의 여러가지 요소들과의 연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선언적 포맷은 작업 흐름을 통한 데이터의 변환

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이 포맷은 작업 흐름 모델 내에 선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코드 스니펫(code snippet),

및 비지니스 규칙 등의 외부 데이터 소스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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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는 여러가지 부류의 작업 흐름을 모델링하는 그래픽/시각적 작업 흐름 디자이너를 구축하기 위한 확장가

능하고 커스터마이즈가능하며 재호스팅가능한 작업 흐름 디자이너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사용

자가 임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래픽적으로 작업 흐름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또 비지니스 로직을 연관시킬 수 있도

록 RAD(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스타일 작업 흐름 디자인 경험을 지원한다. 본 발명은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작

업 흐름이 내부 표현으로 변환되는 자유 형식 드로잉 화면(free form drawing surface)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기존의 드

로잉 화면 상에서의 잉크 편집(ink editing)(예를 들어, 활동의 부가/삭제) 및 기존의 작업 흐름의 잉크 주석 첨부(ink

annotation)(예를 들어, 디자인 화면 상에 손으로 작성한 설명, 제안, 알림)를 통한 작업 흐름의 생성 및 수정을 지원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들은 선언적 방식으로 횡단적 거동을 포착하고 그 거동을 작업 흐름 모델의 선택된 부분에 적용하

는 컴포넌트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작업 흐름 모델의 선택된 부분을 그와 관련된 거동의 관점에서 실

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작업 흐름 프로세스 모델의 다수의 단계들에 걸쳐 있는 횡단적이고 복잡한 관심사를 처리하

는 프레임워크, 재사용가능한 컴포넌트, 및 언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한 측면에 따르면, 방법은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를 지니는 컴퓨터 시스템의 작업 흐름을

모델링한다. 작업 흐름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작업 흐름은 비지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한다. 이 방법은 디스플레이상에 복

수의 활동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활동

을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은 또한 디스플레이상에 활동들의 수신된 선택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이 방법은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구조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

법은 또한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수신된 구조 정보에 따라 디스플레이상에 디스플레이된 활동의 선택을 구성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를 지니

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작업 흐름을 모델링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컴포넌트를 갖는다. 이 작업 흐름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작업 흐름은 비지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한다. 컴포넌트들은 복수의 활동을 디스플레이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렌더링 컴포

넌트를 포함한다. 컴포넌트들은 또한 렌더링 컴포넌트에 의해 디스플레이된 활동의 선택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

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렌더링 컴포넌트는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 의해 수신된

활동의 선택을 디스플레이상에 디스플레이한다.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를 통해 사용자로부

터 구조 정보를 또한 수신한다. 컴포넌트는 또한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수신된 구조 정보에 따라 디스플레이상에 활

동의 선택을 구성하는 디자이너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시스템은 작업 흐름을 모델링한다. 작업 흐름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작업 흐름은 비지니

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한다. 시스템은 복수의 활동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을 포함한다. 시스템은 또한 메모리 영역에 저

장된 복수의 활동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영역을 포함한다. 시스템은 또한 사용자로부터 활동의 선택을 수신하

고, 수신된 활동의 선택을 디스플레이상에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로부터 구조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구조 정보에 따라

디스플레이 영역에 디스플레이된 활동의 선택을 구성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포함

한다.

다른 대안에서, 본 발명은 여러가지 다른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특징들은 부분적으로 명백하고 또 부분적으로 이후에 지적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면 전체에 걸쳐 대응하는 도면 부호는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비지니스 프로세스 등의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작업 흐름을 모델링한다. 비지니스 프로세스란 예측

가능하고 반복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는 의존적이고 순서화된 태스크, 활동 등을 말한다. 조직의 운영 절차, 제도적인 실무

지식, 및 정보 자원을 비롯하여, 비지니스 프로세스는 정의된 비지니스 목적을 효율적이고 적시에 만족시키도록 디자인된

다. 효율적인 환경에서, 계속 변화하는 회사 요구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세스의 기능 컴포넌트들은 용이하게 식별, 적

응 및 설치될 수 있다. 작업 흐름은 비지니스 프로세스에서의 태스크와 상호작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경험이다. 태스크는

활동, 컴포넌트, 기타 등등으로서 모델링되며, 각 태스크는 사람 또는 기계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 단위를 나타낸다. 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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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에서, 복수의 활동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활동들을 선택하고 조직화한다. 생성

된 작업 흐름은 비지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기 위해 실행된다. 도 1을 참조하면, 전형적인 작업 흐름(100)은 태스크들

및 제어 흐름 복합 활동들을 포함한다.

일례에서, 조정 엔진 작업 흐름 모델은 여러가지 부류의 작업 흐름의 모델링, 작성 및 실행을 지원한다. 예들로서는 주어진

문제점을 순서화된 시퀀스로 또는 일련의 비동기적인 이벤트로서 일어나는 일련의 구조화된 단계(a structured set of

steps)로서 모델링하는 것이 있다. 조정 엔진은 스케쥴의 실행을 조율한다. 스케쥴은 트리 구조로 계층적으로 정렬된 일련

의 조직화된 활동(an organized set of activities)이다. 실행 중인 활동의 실행 컨텍스트(execution context) 및 그 활동이

볼 수 있는 공유 데이터는 스코프(scope)에 의해 제공된다. 각각의 활동은 작업 흐름 프로세스 내의 단계들에 대한 메타데

이터를 캡슐화하는 컴포넌트를 나타낸다. 활동은 작업 흐름 모델에서의 기본적인 실행 단위이며, 관련 프로퍼티, 핸들러,

제약 및 이벤트를 갖는다. 각각의 활동은 임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자 코드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

용자 코드는 CLR(common language runtime, 공용 언어 런타임) 언어로 작성된 비지니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로직 또는

규칙을 나타낼 수 있다. 각각의 활동은 사용자 코드 내의 실행으로의 사전-가로채기 후크(pre-interception hook) 및 사

후-가로채기 후크(post-interception hook)를 지원한다. 각각의 활동은 관련 런타임 실행 시맨틱스 및 거동(예를 들어, 상

태 관리, 트랜잭션, 이벤트 처리 및 예외 처리)을 갖는다. 활동들은 다른 활동들과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 활동들은 프리미

티브 활동(primitive activity)일 수 있거나 복합 활동(composite activity)으로 그룹화될 수 있다. 프리미티브 활동, 즉 기

본적인 활동은 하위구조(substructure)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트리 구조에서 리프 노드(leaf node)이다. 복합 활동은 하

위구조를 포함한다(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자식 활동(child activity)의 부모이다).

일 실시예에서, 활동들은 3가지 유형, 즉 단순 활동(simple activity), 컨테이너 활동(container activity) 및 루트 활동

(root activity)이 있다. 이 실시예에서, 모델 내에 하나의 루트 활동이 있으며, 루트 활동 내에 단순 활동 또는 컨테이너 활

동이 전혀 없거나 얼마든지 있다. 컨테이너 활동은 단순 활동 또는 컨테이너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전체 작업 흐름 프로

세스는 상위 차원의 작업 흐름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활동은 인터럽트가능

(interruptible)이거나 비인터럽트가능(non-interruptible)일 수 있다. 비인터럽트가능 복합 활동은 인터럽트가능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비인터럽트가능 활동은 활동을 방해하는 서비스를 갖지 않는다.

조정 엔진은 일련의 전형적인 활동을 제공한다. 도 2를 참조하면, 활동 상속 트리는 전형적인 활동을 예시하고 있다. 도 2

에 열거된 전형적인 활동은 부록 A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어떤 사용자라도 작업 흐름 모델을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 이상의 활동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특정의 비지니스 문제점, 도메인, 작업 흐름 표준(예를 들어, 비

지니스 프로세스 실행 언어) 또는 타겟 플랫폼에 대한 활동들을 작성할 수 있다. 조정 엔진은 예를 들어 코드, 타입 해석

(type resolution) 및 타입 시스템을 분석하는 서비스들, 직렬화 및 렌더링을 위한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활동을 작성하기

위한 풍부한 일련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활동은 적어도 3개의 부분, 즉 메타데이터, 인스턴스 데이터 및 실행 로직을 갖는다. 활동의 메타데

이터는 구성될 수 있는 데이터 프로퍼티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활동들은 활동 추상 베이스 클래스(activity abstract

base class)에 정의되어 있는 일련의 공용 메타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각각의 활동은 이 클래스를 확장함으로써 그의

필요에 따라 그 자신의 부가의 메타데이터 프로퍼티를 선언한다.

메타데이터 프로퍼티의 값은 활동이 구성된 경우 스케쥴의 인스턴스들에 걸쳐 그 활동의 모든 인스턴스들에 의해 공유된

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스케쥴 A를 생성하고 그에 전송 활동(send activity)을 부가하는 경우, 전송 활동은 그의 메타데

이터의 일부로서 식별 정보(예를 들어, "001")를 부여받는다. 스케쥴에 부가된 두번째 전송 활동은 그 자신의 고유한 식별

정보(예를 들어, "002")를 받는다. 스케쥴 A의 다수의 인스턴스들이 생성되고 실행되면, 전송 "001"의 모든 인스턴스들이

메타데이터 값들을 공유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활동의 인스턴스 데이터는 실행 중인 스케쥴 인스턴스 내의 활동의 인스

턴스에 특유한 일련의 데이터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지연 활동(delay activity)은 지연 활동의 타임아웃 값을 나타내는

날짜 및 시각 값인 그의 인스턴스 데이터에 관한 읽기전용 프로퍼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값은 지연 활동이 실행을 시작하

였을 때 이용가능하고, 지연 활동의 매 인스턴스마다 다를 가능성이 많다. 참조를 "인스턴스"로 제한함이 없이 스케쥴의 인

스턴스들 및 특히 활동 및 태스크의 인스턴스들을 참조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다.

복합 활동은 일련의 그의 자식 활동을 또다른 요소로서 갖는다. 자식 활동은 일 실시예에서는 메타데이터로 간주된다. 조

정 엔진 모델은 스케쥴의 인스턴스 내에서 이 메타데이터를 런타임 시에 처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실행 중인

스케쥴 인스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활동 트리)만이 영향을 받도록 그 스케쥴의 일부인 복합 활동에 새로운 자식 활동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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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도 3을 참조하면, 각각의 활동은 그 활동에 대한 컴포넌트 모델을 형성하는 일련의 관련 컴포넌트를 갖는다. 일

련의 관련 컴포넌트로는 활동 실행자(activity executor), 활동 디자이너(activity designer), 활동 직렬화기(activity

serializer), 활동 검증자(activity validator)(예를 들어, 시맨틱 검사기) 및 활동 코드 생성자(activity code generator)가

있다. 활동 실행자는 그 활동에 대한 실행 시맨틱스를 구현하는 무상태 컴포넌트(stateless component)이다. 활동 실행자

는 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그 활동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작한다. 코어 스케쥴러(core scheduler)는 활동 실행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 실행자에 대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기능한다.

활동 디자이너는 활동의 디자인시 시각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한다. 활동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계층 구조 내의

노드이며, 테마(theme) 또는 스킨(skin)이 지정될 수 있다. 활동 디자이너는 디자인 환경(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서 호스팅되고 서비스를 통해 호스트 디자인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활동 검증자는 런타임시 뿐만 아니라 컴파일시에

도 활동 시맨틱스를 시행한다. 활동 검증자는 작업 흐름 모델의 컨텍스트에 대해 작용하고 환경(예를 들어, 컴파일러, 디자

이너 또는 런타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한다. 작업 흐름의 라이프사이클 내의 여러 지점에서 검증이 행해진다.

작업 흐름의 직렬화된 표현을 생성할 때, 컴파일할 때, 및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구조적 부합성 검사(structural

compliance check)가 행해진다. 시맨틱 검사는 실행 중인 인스턴스의 활동 트리에서의 활동의 부가 또는 교체 등의 런타

임 동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컴파일 시에 수행되는 것보다 런타임 시에 더 엄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예를 들어 미리

정해진 인터페이스 요건과 부합 또는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활동과 연관된 시맨틱스를 평가한다.

활동 직렬화기는 활동의 메타데이터를 직렬화하는 컴포넌트이다. 활동 직렬화기는 여러가지 모델/포맷 직렬화기로부터 호

출된다. 전체 작업 흐름 모델은 확장가능 스키마(extensible schema)에 기초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작업 흐름 언어

로 추가로 변환될 수 있는 선언적 마크업 언어(declarative markup language)로 직렬화된다.

일 실시예에서, 활동에 대한 컴포넌트 모델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상에 데이터 구조체로서 저장된다. 데이터 구조체에

서, 활동 디자이너는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미지 필드(image field storing data)(예를 들

어, 아이콘)에 의해 표현된다. 게다가, 하나 이상의 작성시 필드(author time field)는 활동과 연관된 프로퍼티, 메소드 및

이벤트를 정의하는 메타데이터를 저장한다. 활동 직렬화기는 작성시 필드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활동의 선언적 표현으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직렬화기 필드에 의해 표현된다. 활동 생성자는 작성시 필드에 저장된 메타데이터와 연

관된 소프트웨어 코드를 저장하는 비지니스 로직 필드에 의해 표현된다. 활동 실행자는 비지니스 로직 필드에 저장된 소프

트웨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실행자 필드에 의해 표현된다.

스코프(scope) 및 스케쥴

실행 중인 활동의 실행 컨텍스트 및 그 활동이 볼 수 있는 공유 데이터는 스코프에 의해 제공된다. 스코프는 코어 활동들

중 하나이다. 스코프는 트랜잭션 시맨틱스, 에러-처리 시맨틱스, 보상, 이벤트 핸들러, 및 데이터 상태 관리를 갖는 장기 실

행 서비스의 상태 및 변수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통합 구문(unifying construct)이다. 스코프는 관련 예외 및 이벤트 핸들

러를 가질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스코프는 트랜잭션적(transactional)이거나, 원자적(atomic)이거나, 장기 실행(long

running)되거나 또는 동기화(synchronized)될 수 있다. 사용자 변수에 대한 충돌하는 읽기-쓰기 또는 쓰기-쓰기 액세스

의 경우에, 사용자를 위해 동시성 제어(concurrency control)가 제공된다. 스코프는 또한 트랜잭션 경계, 예외 처리 경계,

및 보상 경계이기도 하다. 스코프가 스케쥴 내에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충돌 없이 (스코프들이 내포되어 있을지라

도) 동일한 이름을 갖는 변수, 메시지, 채널 및 상관 세트(correlation set)를 서로 다른 스코프에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케쥴 내에 내포된 스코프는 그 스케쥴의 컨텍스트 내에서만 실행가능하다. 스케쥴은 애플리케이션(예를 들어, 독립적인

실행가능 엔티티)으로서 또는 라이브러리(예를 들어, 다른 스케쥴로부터 호출하기 위한 것임)로서 컴파일될 수 있다. 라이

브러리로서 컴파일되는 모든 스케쥴은 다른 스케쥴 내부로부터 호출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타입을 효과적으로 구성한다.

스케쥴의 메타데이터는 파라미터의 선언을 포함한다.

스케쥴이 개발되면, 개발된 스케쥴의 인스턴스들이 실행될 수 있다. 스케쥴을 활성화 및 제어하는 프로세스는 조정 엔진이

내장되어 있는 호스트 환경의 함수이다. 조정 엔진은 스케쥴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실속형 "단순 호스트"를 제공

한다. 게다가, 조정 엔진은 서비스 환경(즉, 호스트)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엔진 및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똑같이 사용

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모델(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활성화 서비스

(activation service)를 제공한다. 활성화 서비스는 선택에 따라서는 파라미터를 전달하여 특정의 스케쥴 타입의 스케쥴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스케쥴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실행 중인 스케쥴 인스턴스로의 프록시이며, 그 인스턴스를 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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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식별해주는 식별자, 그 스케쥴의 메타데이터(활동 트리)에 대한 참조, 및 인스턴스를 정지(suspend), 재개(resume)

및 종료(terminate)시키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활성화 서비스는 또한 주어진 스케쥴 인스턴스 식별자에 기초하여 스케쥴

인스턴스를 찾는 것을 지원한다.

코드-비사이드(Code-Beside)

스코프 활동(scope activity)은 스코프 활동에 대한 비지니스 로직을 포함하는 관련 코드-비사이드 클래스를 가질 수 있

다. 스케쥴은 그 자체가 스코프이기 때문에, 스케쥴도 역시 코드-비사이드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다. 스케쥴 내에 내포된 어

떤 스코프라도 역시 그 자신의 코드-비사이드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다. 스코프 내에 내포된 활동들은 그들의 공유된 데이터

상태 및 비지니스 로직에 대한 컨테이너로서 기능하는 스코프의 코드-비사이드 클래스를 공유한다. 예를 들어, 코드 활동

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코드-비사이드 내에 특정의 서명을 갖는 메소드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 다른 예에서, 전송 활동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특정의 서명의 코드-비사이드 메소드에 대한 선택적인 참조(optional reference)와 메시지 선언 및 채

널 선언에 대한 필수적인 참조(mandatory reference)를 포함한다.

코드-비사이드의 전형적인 사용으로는, 변수, 메시지, 채널 및 상관 세트의 선언, in/out/ref 파라미터의 선언, 부가의 커스

텀 프로퍼티의 선언, 전송될 메시지의 선언, 수신된 메시지의 처리, 부울 값을 반환하는 코드로 표현된 규칙의 구현, 지역

적으로 정의된 변수의 처리, 활동 메타데이터 및 인스턴스 데이터의 읽기, 활동 인스턴스 데이터의 쓰기(예를 들어, 실행될

활동에 관한 프로퍼티를 설정하기), 이벤트의 발생, 예외 던짐, 내포된 스코프 및 스케쥴 호출 경계를 넘는 것을 비롯하여

실행 중인 스케쥴 인스턴스의 활동 트리에서 활동의 계층 구조를 열거(enumerate) 및 내비게이션(navigate), 새로운 활동

들을 실행 중인 스케쥴 인스턴스 내의 복합 활동에 부가, 실행 중인 스케쥴 인스턴스 내의 활동들과 연관된 선언적 규칙들

을 변경, 및 다른 실행 중인 스케쥴 인스턴스를 처리 및 그에 대한 참조를 획득하는 것이 있다.

작업 흐름을 디자인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 4를 참조하면, 블록도는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한 본 발명과의 사용자 상호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자(402)는 컴

퓨터 실행가능 컴포넌트를 통해 작업 흐름을 디자인하기 위해 디스플레이(404)(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장치 또는 애플리

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 내의 디스플레이 영역)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와 상호작용한다. 작업 흐름을

모델링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컴포넌트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410) 등의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상에 저장되

며, 렌더링 컴포넌트(412),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 디자이너 컴포넌트(416), 및 검증 컴포넌트(418)를 포함한다. 렌더

링 컴포넌트(12)는 디스플레이(404) 상에 복수의 활동을 디스플레이한다.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 선택 장치(406)를 통해 사용자(402)로부터 렌더링 컴포넌트(412)에 의해 디스플레이된 활동들 중의 선택된 것을 수신

한다. 렌더링 컴포넌트(412)는 또한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에 의해 수신된 활동들 중의 선택된 것을 디스플레이(404)

상에 디스플레이한다.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는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통해 사용자(402)로부터

구조 정보를 수신한다. 디자이너 컴포넌트(416)는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수신된 구조 정보에 따라 활동 들 중 선택된

것을 디스플레이(404) 상에 정렬한다. 검증 컴포넌트(418)는 미리 정해진 인터페이스 요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맨틱스를 평가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잉크-지원되며, 사용자(402)로부터 손으로 드로잉한 작업 흐름의 표현을 수신하기 위한 터치 스

크린(436)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손으로 드로잉한 작업 흐름을 작업 흐름으로 변환한다. 전형적인 잉크 작업 흐름(inked

workflow)이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402)가 "자동-인식(auto-recognize)"을 선택한 후에, 작업 흐름은 도 6에 도

시된 작업 흐름으로 변환된다. 잉크-지원 실시예는 사용자(402)가 태블릿 컴퓨팅 장치와 호환되는 작업 흐름 디자이너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잉크-지원 작업 흐름 디자이너는 사용자(402)가 작업 흐름 생성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예를 들어,

초기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추적된 데이터의 분석을 비롯한 실행 및 실행후 단계들까지) 펜, 포인팅 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

게 해준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컴퓨터 실행가능 컴포넌트는 팔레트 컴포넌트(422), 인식기 컴포넌트(420), 스킨 컴포넌트

(424) 및 작업 흐름 컴포넌트(426)를 더 포함한다. 팔레트 컴포넌트(422)는 복수의 팔레트 요소를 정의한다. 정의된 복수

의 팔레트 요소들 각각은 활동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응한다.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는 터치 스크린(436)을 통해 사용

자(402)로부터 복수의 그래픽 요소를 수신한다. 수신된 복수의 그래픽 요소는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정렬된다. 인식

기 컴포넌트(420)는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에 의해 수신된 복수의 그래픽 요소들 각각을 팔레트 컴포넌트(422)에 의

해 정의된 팔레트 요소들 중 하나와 연관시키고, 터치 스크린(436) 상에 작업 흐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연관된 팔레트

요소들을 정렬한다. 스킨 컴포넌트(424)는 수신된 사용자 정의 테마를 터치 스크린(436) 상에 디스플레이된 작업 흐름에

적용한다. 작업 흐름 컴포넌트(426)는 인식기 컴포넌트(420)에 의해 정렬된 연관된 팔레트 요소에 따라 작업 흐름을 생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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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용자(402)는 프로세스를 태블릿 컴퓨팅 장치 상에 그래픽적으로 스케치한다. 본 발명은 상호작용하는 병렬, 결정,

루프, 및 이벤트/활성화 조건 등의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 구문들에 대한 여러가지 프로세스 정의 스윔 레인(swim lane)을

지원한다. 이어서, 본 발명의 소프트웨어는 스케치 동안 동작 중에 또는 스케치가 사용자(402)에 의해 완료된 후에 그래픽

스케치를 프로세스 정의로 변환한다. 이어서, 그래픽 스케치는 디스플레이(404) 상에서 표준 심볼 및 요소를 갖는 작업 흐

름으로 대체될 수 있다. 사용자(402)는 디스플레이된 작업 흐름을 편집, 작업 흐름(예를 들어, 단일 또는 다중 사용자 시나

리오)에 대한 코멘트를 부가 또는 삭제, 디스플레이된 작업 흐름 요소에 대한 정정을 행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402)는 코

멘트, 주석 및/또는 알림을 드로잉 또는 작성함으로써 주석을 첨부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작업 흐름 표현 및 주변의 형상

에 대한 잉크의 위치와 함께 잉크를 저장한다.

게다가, 사용자(402)는 부가의 스케치를 드로잉, 편집(예를 들어, 삭제, 복사, 이동)으로서 해석되는 표준 제스처를 드로

잉, 또는 특정의 활동 타입을 삽입함으로써 프로세스 정의를 수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드로잉과 프로세스 정의 간의

라운드-트리핑(round-trippiing)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드로잉이 변할 때 프로세스 정의는 업데이트되며, 그 역도 마찬

가지이다.

본 발명은 생성된 프로세스 정의와 함께 드로잉을 저장한다. 일 실시예에서, 이것은 사용자 드로잉 상에 프로세스 실행 경

과를 보여주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비지니스 분석가는 작업 흐름을 드로잉하고 이를 개발자에게 제공하며, 개발자는

작업 흐름을 프로세스 정의로 변환하고 그를 컴파일하며 프로세스 실행을 시작한다. 비지니스 분석가는 프로세스 정의 뷰

에서 또는 드로잉 창에서 실행 프로세스를 본다.

본 발명은 또한 사용자(402)가 드로잉 및/또는 작성을 통해 작업 중인(예를 들어, 실행 중인) 작업 흐름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402)는 관리 뷰에서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실행을 제어(예를 들어, 시작/중단/종료)하거나

펜, 포인팅 장치 등으로 입력을 작성함으로써 작업 흐름과 통신할 수 있다. 어떤 형상을 삭제 또는 삽입 등을 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해 인식된 제스처는 미리 정해진 일련의 제스처로 한정되지 않는다. 즉, 사용자(402)는 본 발명 소프트웨어가 인

식할 커스텀 제스처를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비지니스 분석가를 타겟으로 한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구현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

명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작업 흐름 디자이너로서 구현된다. 즉, 도 4에 예시한 컴포넌트들이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 내에서 실행된다.

또다른 구현에서, 프로세서(408)는 작업 흐름을 모델링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메모리 영역(428)에 액세스한다. 메모리 영역(428)은 복수의 활동(430)을 저장한다. 프로세서(408)는 사용자(402)로부터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수신, 수신된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디스플레이(404) 상에 디스플레이, 사용자

(402)로부터 구조 정보를 수신, 및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수신된 구조 정보에 따라 디스플레이된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디스플레이(404) 상에 정렬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실행한다.

터치 스크린(436) 또는 포인팅 장치 등에 반응하는 디스플레이(404) 등의 다른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메모

리 영역(428)은 또한 디스플레이(404) 및 선택적으로 포인팅 장치를 통해 사용자(402)로부터 수신된 복수의 그래픽 요소

(432)를 저장한다. 그래픽 요소(432)는 작업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자(402)에 의해 정렬된다. 메모리 영역(428)은 또

한 복수의 팔레트 요소(434)를 저장하며, 각 요소는 활동들(430) 중 적어도 하나에 대응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프로세

서(408)는 또한 메모리 영역(428)에 저장된 그래픽 요소(432) 각각을 복수의 팔레트 요소(434) 중 하나에 매핑, 작업 흐름

을 매핑된 팔레트 요소(434)의 함수로서 생성, 및 작업 흐름을 디스플레이(404) 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

능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 4에 예시된 요소들은 활동들(430) 등의 복수의 활동을 디스플레이하는 전형적인 수단, 활동들 중의 선택된 것을 수신하

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 사용자(402)로부터 구조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 및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디스

플레이된 활동들 중의 선택된 것을 수신된 구조 정보에 따라 정렬하는 전형적인 수단을 구성한다. 게다가, 포인팅 장치는

디지털 펜이나 스타일러스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전형적인 수단을 구성하고, 디스플레이(404)는 디지털 펜이나 스타

일러스 등으로부터 입력을 수신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을 구성하며, 프로세서(408)는 그래픽 요소(432) 등의 복수의 그

래픽 요소를 사용자(402)로부터 수신하여 그의 함수로서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을 구성한다.

다시 도 4를 참조하고 그 다음에 도 7을 참조하면, 플로우차트는 작업 흐름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디스

플레이(404) 상에 복수의 활동들(430)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단계 70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통해 사

용자(402)로부터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수신하는 단계(단계 704), 수신된 활동들 중의 선택된 것(430)을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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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404)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단계 706),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통해 사용자(402)로부터 구조 정

보를 수신하는 단계(단계 708), 및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404) 상에서 수신된 구조 정보에 따라 디스플레

이된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정렬하는 단계(단계 710)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복수의 활동들(430)을 디스플

레이하는 단계는 디스플레이(404) 상의 팔레트 디스플레이 영역 및/또는 작업 공간 디스플레이 영역 복수의 활동들(430)

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도 8을 참조하면, 터치 스크린 실시예에서, 이 방법은 복수의 팔레트 요소를 정의하는 단계로서 정의된 복수의

팔레트 요소들 각각은 활동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응하는 것인 팔레트 요소 정의 단계(단계 802), 터치 스크린을 통해 사용

자로부터 복수의 그래픽 요소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수신된 복수의 그래픽 요소는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정렬되는 것

인 그래픽 요소 수신 단계(단계 804), 수신된 복수의 그래픽 요소 각각을 정의된 팔레트 요소들 중 하나와 연관시킴으로써

수신된 복수의 그래픽 요소들 각각을 인식하는 단계(단계 806), 및 작업 흐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터치 스크린 상에서

상기 연관된 팔레트 요소들을 정렬하는 단계(단계 808)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410, 428) 등의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도 7 및 도 8에 예시한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갖는다.

작업 흐름 스텐실(workflow stencil)

작업 흐름 스텐실(예를 들어, 작업 흐름 템플릿 또는 활동 패키지)은 루트 활동 및 일련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스텐실은 도

메인(domain) 및/또는 호스트 특성(host specific)일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구조화된 작업 흐름 스텐실, 사람 작업 흐름

스텐실, 및 비구조화된 작업 흐름 스텐실이 있다. 어떤 스텐실은 아마도 특정의 호스트 환경에서 함께 동작하도록 디자인

된 하나 이상의 루트를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닫혀" 있을 수 있다. 다른 스텐실들은 다양한 정도로 "열려" 있을 수

있다. 스텐실은 그의 확장 사항(extensibility point)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CustomRoot 및 새로운 추상

CustomActivity를 작성하고 패키지가 CustomRoot 및 CustomActivity로부터 파생되는 임의의 활동인 것으로 선언한다.

전형적인 BPEL 또는 XLANG/S 스텐실은 이하의 특성을 갖는, 즉 상태 관리 및 트랜잭션에 참여하고, 관련 이벤트 및 예

외 핸들러를 가지며, 계약 우선 모델(contract first model)을 지원하고, 분석될 수 있으며 또 잘 정의된 활성화 및 종료 거

동을 갖는 루트 활동을 포함한다. 전형적인 스텐실은 또한 일련의 메시징 관련 활동(예를 들어, Send 및 Receive 및 그의

변형(variant)) 및 Scope, Loop, Condition, Listen 및 Throw 등의 다른 구조화된 활동을 포함한다.

전형적인 Halifax 스텐실은 이하의 특성을 갖는, 즉 묵시적인 상태 관리, 관련 예외 핸들러(0-n), 이벤트 기반 모델을 지원

하고, 잘 정의된 활성화 거동을 가지며, 또 미정의된 종료를 갖는 루트 활동을 포함한다. 루트 활동은 0-n 이벤트 구동

(EventDriven) 활동을 포함한다. 각각의 이벤트 구동 활동은 Halifax 활동을 나타낸다. 각각의 이벤트 구동 활동은 관련

상태 관리 프로토콜을 가지며 원자적 스코프(atomic scope)에서 실행된다.

디자이너 프레임워크(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 엔진은 여러가지 부류의 작업 흐름 모델을 WYSWYG 방식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 5를 참조하면, 작업 흐름을 작성하기 위한 상위 레벨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작업 흐름의 상세에 대해 마법

사에 의존한다. 프레임워크는 개발자가 시각적인 작업 흐름 디자이너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서비스 및 거동을

포함한다. 이들 서비스는 작업 흐름 프로세스를 렌더링하는 효율적인 방법, 그 흐름을 드로잉하기 위한 잉크/태블릿에 대

한 지원, 및 실행 취소/재실행, 드래그/드롭, 잘라내기/복사/붙여넣기, 줌(zoom), 팬(pan), 찾기/바꾸기, 북마크

(bookmark), 장식, 검증 오류에 대한 스마트 태그(smart tag), 활동들에 대한 유효 드롭-타겟 지시자(valid drop-target

indicator), 자동 레이아웃(auto layout), 보기 쪽번호 매김(view pagination), 내비게이션 마커(navigation marker), 드래

그 지시자(drag indicator), 머리말/꼬리말을 갖는 인쇄 및 미리보기, 기타 등의 디자이너 동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태스크 및 제어 흐름 복합 활동(예를 들어, 순차(sequential), 병렬(parallel) 및 조건부

(conditional))을 포함하는 간단한 작업 흐름이 구성될 수 있다. 규칙 상세(예를 들어, 조건부 분기 논리, while 루프 논리)

또는 데이터 흐름 상세(예를 들어, 태스크 A의 출력이 태스크 B에 입력됨)를 위해 코드의 입력(또는 기존의 컴파일된 코드

에 대한 의존)이 필요하지 않다. 스케쥴(규칙 및 데이터흐름을 포함함)의 직렬화된 표현은 코드-비사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독자적(self-contained)이고 완벽하다.

본 발명의 디자이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본 발명의 조정 엔진은 시각적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업 흐름 모델과

연관시키기 위한 지원을 갖는 RAD(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스타일 시각적 작업 흐름 디자이너를 포함한다. 작업

흐름 내의 각 활동은 관련 활동 디자이너를 갖는다. 각각의 활동 디자이너는 프레임워크 서비스의 관점에서 작성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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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프레임워크는 또한 시각적 디자이너 모델을 포함한다. 시각적 디자이너 모델은 작업 흐름 모델에 기술되어 있는 관

계(relationship)를 통해 서로 링크되어 있는 일련의 활동 디자이너를 포함한다. 도 10은 전형적인 작업 흐름 디자이너를

예시한 것이다. 시각적 디자이너 및 활동 디자이너는 부록 B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본 발명은 실시간으로 사용자 코

드를 작업 흐름 모델로 라운드 트립핑(round-tripping)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코드-비사이드(Code-Beside)", "코드

-위드인(Code-Within)" 및 "코드-온리(Code-Only)"를 비롯하여 코드를 작업 흐름 모델과 연관시키는 여러가지 모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사용자가 작업 흐름을 구축하는 동안 실시간 시맨틱 에러를 제공한다.

조정 엔진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고차적 스케쥴(higher order schedule)을, 다른 생성된 스케쥴을 사용하고 그 고차적 스

케쥴을 사용함으로써 재귀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해준다. 스케쥴의 인라인 확장(inline expansion)은 사용자가 스케쥴 내

용을 인라인 방식으로 보고 그 내용을 잘라내기 또는 복사할 수 있게 해준다. 스케쥴의 인라인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또 스

케쥴을 읽기 전용으로 만들기 위해, 인라인 스케쥴을 위한 별도의 디자인 화면 및 디자이너 호스트가 생성된다. 게다가, 복

합 스케쥴 디자이너는 그 자신의 계층 구조를 갖는다. 디자이너가 사용자에 의해 확장될 때 호출된 스케쥴이 로드되어 디

스플레이된다. 일 실시예에서, 활동이 디자인 화면 상에서 드롭되거나 복사될 때 디자이너가 축소(collapse)된다. 프로퍼

티는 호출측 활동 디자이너를 호스팅된 스케쥴의 루트 디자이너와 연쇄(chain)시킨다. 이하의 함수는 디자이너로부터 활

동의 부가 및 제거하는 것을 방지한다.

internal static bool AreAllComponentsInWritableContext(ICollection components)

internal static bool IsContextReadOnly(IServiceProvider serviceProvider)

이들 함수는 활동이 삽입되고 있는 컨텍스트가 쓰기가능(writable)인지를 검사하기 위해 하부 구조에 의해 호출된다. 호스

팅된 디자이너의 경우, 이들 함수는 false를 반환한다. 게다가, 프로퍼티는 수정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른 함수들은 적

절한 컴포넌트들로부터 활동 디자이너를 페치(fetch)한다.

internal static ServiceDesigner GetSafeRootDesigner(IServiceProvider serviceProvider)

internal static ICompositeActivityDesigner GetSafeParentDesigner(object obj)

internal static IActivityDesigner GetSafeDesigner(object obj)

일례에서, 사용자는 스케쥴을 생성하고 이를 활동으로서 컴파일한다. 성공적인 컴파일이면, 스케쥴은 도구 상자에 나타난

다. 사용자는 컴파일된 스케쥴이 요망되는 경우 스케쥴을 열거나 생성한다. 사용자는 컴파일된 스케쥴을 도구 상자로부터

드래그하여 드롭한다. 축소된 스케쥴 디자이너가 디자인 화면 상에 보여진다. 사용자가 드롭된 컴파일된 스케쥴의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호출된 스케쥴의 내용을 읽기 전용 상태에서 인라인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 스케쥴 디자이

너를 확장시킨다. 호출된 스케쥴의 인라이닝(inlining)은 사용자가 서로 다른 스케쥴 디자이너들 간을 전환하지 않고 호출

된 스케쥴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특징은 기존의 스케쥴을 재사용함으로써 고차적 스케쥴을 작성하는 개발자들에게 유용

하다.

테마/스킨을 사용하는 디자이너 프레임워크 커스텀화의 지원

디자이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작성된 작업 흐름 디자이너는 작업 흐름 테마를 사용하여 커스터마이즈될 수 있다. 이것

들은 디자이너의 다양한 측면을 선언적으로 기술하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확장 가능 마크업 언어) 파일일

수 있다. 작업 흐름 디자이너는 활동들을 확장하기 위해 파트너들에 대한 마법사 지원을 제공한다. 작업 흐름 디자이너에

의해 지원되는 전형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징으로는, 실행 취소/재실행, 드래그/드롭, 잘라내기/복사/붙여넣기, 줌, 팬,

찾기/바꾸기, 북마크, 장식, 검증 에러에 대한 스마트 태그, 활동들에 대한 유효 드롭-타겟 지시자, 자동 레이아웃, 보기 쪽

번호 매김, 내비게이션 마커, 드래그 지시자, 머리말/꼬리말을 갖는 인쇄 및 미리보기, 그리고 문서 개요 통합이 있지만, 이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작업 흐름 디자이너는 XML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디자이너의 룩앤필(look and feel)을 커스

터마이즈할 수 있게 해주는 커스텀 디자이너 테마/스킨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작업 흐름 디자이너는 사용자로부터 커스

터마이즈된 정보를 수신한다. 작업 흐름 디자이너는 백그라운드 컴파일을 지원한다. 일례에서, 스케쥴을 디자인하는 동안

검증 에러에 대해 스마트 태그 및 스마트 동작이 제공된다. 작업 흐름 디자이너는 임의의 컨테이너(예를 들어, 애플리케이

션 프로그램, 쉘, 기타 등등)에서 호스팅될 수 있다.

전형적인 조정 엔진 프로그램은 수신 활동 및 그에 뒤이은 전송 활동을 포함한다. 프로세스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 메시

지를 송출한다. 사용자는 "Hello World"라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프로젝트에 조정 아이템(orchestration item)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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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사용자는 이어서 디자인 화면 상에서 스코프 활동을 드래그 및 드롭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수신 활동 및 그에

뒤이은 전송 활동을 스코프 상으로 드롭한다. 도 11은 디자이너에서 그 결과 얻어진 작업 흐름(1100)을 예시한 것이다. 각

각의 활동 디자이너는 객체 모델에 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현을 제공한다. 개발자는 객체 모델을 직접 프로그램하고 활

동들에 관한 프로퍼티를 설정하거나 디자이너를 사용할 수 있다. 조정 엔진 디자이너는 개발자가 도구 상자로부터 활동을

선택하고 이를 디자이너 화면으로 드래그할 수 있게 해준다. 활동이 이미 스케쥴에 배치되어 있고 이동될 필요가 있는 경

우, 개발자는 그 활동을 (그 위에서 클릭함으로써) 선택하여 그것이 가야하는 스케쥴의 영역으로 드래그할 수 있다. 개발자

가 드래그 및 드롭을 하는 동안 콘트롤 키를 잡고 있는 경우, 선택된 활동들의 복사본이 만들어진다.

능동 배치(active placement)는 가능한 드롭 지점(타겟)을 디자인 화면 상에 시각적 지시자로서 제공한다. 자동 스크롤링

도 역시 드래그 및 드롭의 컨텍스트에 참여한다. 대규모 스케쥴을 처리할 때, 현재 뷰 포트(view port)에 있지 않은 디자이

너의 영역들로의 이동은 배치될 스케쥴의 영역으로 활동을 드래그함으로써 액세스가능하다.

드래그 및 드롭은 동일한 프로젝트 내의 스케쥴들에 걸쳐 지원되고 또 동일한 솔루션에서 다른 프로젝트 내의 스케쥴들에

걸쳐 지원된다. 활동이 디자이너 화면 상으로 배치된 후에, 개발자는 그 활동을 구성한다. 각각의 활동은 스케쥴이 유효하

도록 하기 위해 개발자가 구성하는 일련의 프로퍼티를 갖는다. 이들 프로퍼티는 프로퍼티 브라우저에서 편집가능하다. 각

각의 활동은 프로퍼티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프로퍼티가 어느 것인지를 제어한다. 개발자가 여러가지 활동을 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디자이너는 다양한 대화 상자 또는 "서브-디자이너"를 제공한다. 대화 상자들 각각은 활동들의 여러가지

프로퍼티를 위해 호출된다.

조정 엔진은 도구 상자에 제공된 활동들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개발자가 커스텀 활동 또는 스케쥴을 생성할 때, 최종

결과는 어셈블리이다.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개발자는 어셈블리 위치로 브라우징하여 그 어셈블리가 조정 엔진 활동으로

서 나타나게 만들기 위해 그 어셈블리를 선택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개발자는 그 어셈블리를 조정 엔진 설치 경로에

배치할 수 있고 그 어셈블리는 조정 엔진 활동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여러가지 작업 흐름 동작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하나 이상의 API는 작업 흐름을 작성하는 전형적인 수단,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활동들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는 전형적인 수단, 작업 흐름을 직렬화하는 전형적인 수단, 작업 흐름의 시각적 외관을 커스터마이즈하

는 전형적인 수단, 작업 흐름을 검증하는 전형적인 수단, 작을 컴파일하는 전형적인 수단, 및 작업 흐름 내의 활동들 각각

과 어떤 타입을 연관시키는 전형적인 수단을 구성한다.

활동 실행 프레임워크

스케쥴 및 스코프를 제외하고, 엔진은 활동들을 추상 엔티티로서 간주하며 임의의 특정의 활동의 특정 데이터 또는 시맨틱

스를 알지 못한 채로 활동들의 실행을 단순히 조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활동의 실행 동안에 4개의 엔티티, 즉 활동 그 자

체, 실행 중인 활동의 부모 활동, 실행 중인 활동을 포괄하는 스코프, 및 조정 엔진이 상호작용한다. 각각의 엔티티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다.

활동의 실행 메소드(execute method)가 그의 활동 조정자(activity coordinator)에게 완료 신호를 보내지 않고 복귀하는

경우, 그 활동은 논리적 대기 상태(logical waiting state)에 있다고 말해진다. 이러한 활동은 조정 엔진에 의해 취소되거나

계속된다(예를 들어, 그 활동이 기다리고 있는 아이템 또는 이벤트가 이용가능하게 되거나 발생하면, 그 활동은 엔진에 의

해 이것을 통지받는다).

논리적 대기 상태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 어떤 활동들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예로서는 전송 활동 및 코드 활동이 있는 데

왜냐하면 이들은 외부 이벤트 또는 신청에 대한 아무런 요구도 없이 실행되기 때문이다. 쓰레드를 건네받으면(즉, 그의 실

행 메소드가 조정 엔진에 의해 호출되면), 이들 활동은 완료될 때까지 동작한다. 조정 엔진은 이들을 취소시킬 기회를 결코

부여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활동들이 완료 신호를 보낼 때까지 쓰레드를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정 엔진 런타임(orchestration engine runtime)은 활동들이 어느 조정 엔진 상에서 실행되는지에 관한 이벤트를 트리거

하기 위해 규칙들을 사용한다. 조정 엔진 디자이너는 이벤트를 트리거하기 위해 런타임 시에 사용자가 연관된 규칙들을 평

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조정 엔진 디자이너는 확장성 아키텍처(extensibility architecture)를 제공함으로써 사용

자가 여러가지 타입의 규칙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디자이너는 사용되는 규칙 기술의 타입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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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디자이너는 규칙을 활동과 연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울 표현식 핸들러를 지원한다. 이것은 사용자 코

드 파일에서 사용자가 true 또는 false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작성하며, 그 값에 기초하여 규칙이 트리거되는 것을 의미

한다. 현재 Info Agent 및 BRE(Business Rules Engine)를 비롯하여 규칙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수의 기술이 있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디자이너는 규칙 기술 개발자가 디자이너에서 커스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호스팅할 수 있게 해

주는 확장성 아키텍처를 포함한다. 디자이너는 커스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작성자에게 코드 명령문 컬렉션(code

statement collection)의 형태로 규칙을 직렬화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디자이너는 코드 명령문 컬렉션이 그 안에 삽입되어

있는 사용자 코드 파일에서 부울 핸들러를 발행한다. 조정 엔진은 규칙 작성자(rule writer)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디

폴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규칙 기술 프로바이더는 커스텀 규칙 선언을 생성, 커스텀 규칙 선언과 연관된 사용

자 인터페이스 타입 에디터를 작성, 규칙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호스팅하기 위해 커스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 및 저

장 시에 코드 명령문을 생성함으로써 조정 엔진 디자이너에 규칙들을 부가한다.

일례에서, 사용자는 규칙이 첨부될 필요가 있는 활동 디자이너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브라우저에서 규칙 프로퍼티를 찾아

내어 드롭 다운에서 "RuleExpressionHandler"를 선택하며(이에 의해 "Statements" 프로퍼티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규칙 프로퍼티(Rule Property) 아래쪽에 나타남), "Statements" 프로퍼티에서 사용자 코드 메소드 이름을 지정하고, 규칙

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호스팅하게 될 대화 상자를 호출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타입 에디터를 호출하며, 새로운

서술식 행(predicate row)을 생성하고 이들을 함께 그룹화함으로써 대화 상자에서 규칙을 정의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코드 파일에서 메소드를 발행한다. 메소드 이름은 프로퍼티 브라우저에서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것과 동일하다. 규

칙을 생성하는 것과 동등한 코드 명령문이 규칙에 대한 사용자 코드 메소드에 삽입된다.

실행 중의 메시징

실행 중인 작업 흐름에서, 스케쥴로 전송되는 메시지는 특정의 스케쥴 인스턴스를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구매 주문 #

123에 대한 송장은 그 구매 주문의 발원지인(예를 들어, 그 주문을 내보냈던) 동일한 스케쥴 인스턴스로 다시 보내져야만

한다. 인바운드 메시지를 적절한 스케쥴 인스턴스와 매칭시키기 위해, 메시지 및 스케쥴 인스턴스는 상관 세트

(correlation set)를 공유한다. 상관 세트는 단일값 상관 세트(single-valued correlation set)일 수 있으며, 이는 메시지

내의 식별자 필드가 스케쥴 인스턴스에 의해 보유된 동일한 유형의 식별자와 매칭됨을 의미한다. 다중 프로퍼티 상관 세트

(multi-property correlation set)도 또한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의 다중 컬럼 기본키(multi-column

primary key)와 유사하다.

스케쥴 인스턴스에 의해 보유된 상관 세트 값은 스케쥴 인스턴스가 메시지를 내보내거나(예를 들어, 값은 아웃바운드 구매

주문의 식별자 필드로부터 가져올 수 있음) 메시지를 수신할 때 초기화된다. 이 상관 세트 값은 그러면 그 스케쥴 인스턴스

의 상태의 일부이다. 차후의 인바운드 메시지가 도착할 때, 스케쥴 인스턴스 상태 내에 보유된 상관 세트 값은 예상된 타입

의 인바운드 메시지에 의해 보유된 식별자와 매칭된다. 일치가 발견되면, 상관 세트는 충족되고 메시지는 스케쥴 인스턴스

로 전달된다.

상관 세트의 구현이 조정 엔진 및 호스트 환경의 함수이지만,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스케쥴 인스턴스가 제대로 동작하도

록 상관 세트를 선언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어떤 활동들(예를 들어, SendRequest/ReceiveResponse 활동 및

ReceiveRequest/SendResponse 활동)은 사용자와 무관하게 상관 세트를 설정한다. 상관 세트가 적절히 초기화되고 준수

되도록 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증 검사가 전송 및 수신 활동에 의해 수행된다.

실행 중인 작업 흐름의 동적 편집

조정 엔진은 다양한 타입의 작업 흐름을 작성(이어서 시각화 및 실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예로는 이벤트-조

건-동작(event-condition-action, ECA) 스타일 작업 흐름 또는 구조화된 흐름 또는 규칙 구동 흐름이 있다. 게다가, 작업

흐름이 모델링된 방식에 상관없이, 프레임워크는 사용자가 작업 흐름 프로세스를 재컴파일할 필요없이 디자인 시에 또는

작업 흐름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을 때조차도 작업 흐름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 또는 편집할 수 있게 해준다. 프레임워

크는 사용자가 고충실도로 런타임과 디자인시 표현 간을 라운드 트리핑할 수 있게 해준다. 임시적인 변경은 런타임 시에

프로세스 모델에 행해진 변경이다. 사용자는 그의 스케쥴 모델에 대한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요청하여 그 모델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일괄적으로 활동을 부가, 제거 또는 교체하고, 이어서 일괄 처리된 변경을 커밋 또는 롤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모델은 업데이트 후에 검증된다. 본 발명의 많은 작업 흐름 시나리오에서, "디자인시 작성"과 "런

타임 실행" 간의 구별이 모호해지거나 심지어 구별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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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인스턴스는 다른 인스턴스들과 그 인스턴스들의 스케쥴 타입에 대해 정의된 활동 타입 (메타데이터) 트리를 공유한

다. 그렇지만, 어떤 스케쥴 인스턴스라도 실행되기 시작하였으면 새로운 활동의 부가 또는 선언적 규칙의 조작을 통해 동

작 중에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된 스케쥴 인스턴스를 받아서 새로운 스케쥴 타입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save as)"

하거나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그 인스턴스로부터 직렬화된 표현을 간단히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실행 중인 스케

쥴 인스턴스는 직렬화된 다음에 임의의 디자이너(예를 들어, 작성 환경) 또는 런타임 시각화 도구로 보내질 수 있다.

게다가, 고급 개발자가 스케쥴를 완전히 소프트웨어 코드로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케쥴 타입을 직접 작성하기 위

해, 개발자는 단순히 스케쥴에 대한 코드-비사이드 클래스 내의 소프트웨어 코드에 InitializeScheduleModel이라고 하는

정적 메소드를 포함하고 이 메소드에 [ScheduleCreator] 애트리뷰트로 표시를 한다. 일 실시예에서, 정적 메소드는 파라

미터를 갖지 않으며 스케쥴(Schedule) 객체를 반환한다. 도우미 직렬화된 파일(companion serialized file)이 없지만, 스

케쥴의 직렬화된 표현이 생성되는 스케쥴 객체로부터 복원될 수 있다. 이것은 스케쥴이 단일의 소프트웨어 코드 파일을 사

용하여 개발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 파일에 대해 검증 검사가 수행될 수 없다. 조정 엔진 컴파일은 스케쥴 타입의 바

탕을 이루는 활동 트리의 구조적 및 시맨틱 유효성을 보장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컴파일 및 검증은 실행되는 실제 타입을

생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행되지만, 어떤 코드 입력도 필요하지 않다. 스케쥴 타입 컴파일은 초경량 프로세스가 되는데

그 이유는 컴파일시 객체 모델로부터 런타임 객체 모델로의 변환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컴파일은 단순히 스케쥴의

객체 모델 표현을 코드-비사이드와 결합하여 새로운 타입을 생성하는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컴파일된 코드-비사이드가

객체 모델 내의 활동들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일치하는 경우 특정 스케쥴을 위해 기본적으로 어떤 코드-비사이드도 전혀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코드-비사이드가 컴파일된 형태(어셈블리)로 이미 존재할 수 있다.

직렬화된 스케쥴을 컴파일할 때, 스케쥴에 대한 코드-비사이드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기존의 컴파일된 타입을 가리키

는 것이 가능하다. 이 컴파일된 타입의 파생물이 생성되고, 이 새로운 타입은 새로운 스케쥴을 나타내는 고유의 타입이 생

성되도록 하기 위해 코드-비사이드로서 기능한다.

직렬화 아키텍처

직렬화 하부구조는 조정 엔진 활동 트리를 직렬화하는 모듈형(modular), 포맷 중성(format neutral) 및 용이하게 확장가

능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특히, 호출자(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는 직렬화 관리자에게 객체(또는 활동) A에 대한 직렬화기를

요청한다. 객체 A의 타입의 메타데이터 속성은 객체 A를 요청된 타입의 직렬화기에 바인딩시킨다. 호출자는 이어서 직렬

화기에 대해 객체 A를 직렬화하도록 요청한다. 객체 A의 직렬화기는 이어서 객체 A를 직렬화한다. 직렬화 동안에 만난 각

객체에 대해, 직렬화기는 직렬화 관리자에게 부가의 직렬화기들을 요청한다. 직렬화의 결과가 호출자에게 반환된다.

조정 엔진 컴포넌트 모델에서의 모든 활동은 직렬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직렬화기 컴포넌트는 활동 클래스

자체의 일부는 아니다. 그 대신에, 이 컴포넌트는 그 활동과 연관된 클래스에서 직렬화기 속성에 주석을 첨부함으로써 지

정된다. 직렬화기 속성은 그 활동 타입의 객체들을 직렬화하는 데 사용되는 클래스를 가리킨다. 다른 실시예에서, 활동 타

입에 대한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는 활동에 의해 제공된 디폴트 직렬화기를 오버라이드한다.

디자이너 직렬화는 메타데이터, 직렬화기, 및 직렬화 관리자에 기초하고 있다. 메타데이터 속성은 타입을 직렬화기와 관련

시키는 데 사용된다. "bootstrapping(부트스트래핑)" 속성은 직렬화기를 갖지 않는 타입들에 대한 직렬화기를 제공하는 객

체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직렬화기는 특정 타입 또는 일정 범위의 타입들을 어떻게 직렬화하는지를 알고 있는 객

체이다. 각각의 데이터 포맷에 대한 베이스 클래스가 있다. 예를 들어, 객체를 XML로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알고 있는

XmlSerializer 베이스 클래스가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임의의 특정의 직렬화 포맷에 독립적인 일반적인 아키텍처이다.

직렬화 관리자는 객체 그래프를 직렬화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직렬화기 모두에 대한 정보 스토어를 제공하는 객체이다.

예를 들어, 50개의 객체의 그래프는 모두가 그 자신을 출력을 생성하는 50개의 서로 다른 직렬화기를 가질 수 있다. 직렬

화 관리자는 이들 직렬화기가 필요한 경우 서로 통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객체가 주어진 타입에 대한 직렬화기를 제공할 기회를 부여받는 경우, 일반 객체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직렬화기와 결합된 직렬화 프로바이더의 사용은 콜백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직렬화 관리자는 AddSerializationProvider

등의 메소드를 통해 직렬화 프로바이더를 부여받는다. 직렬화 프로바이더는 DefaultSerializationProviderAttribute 등의

속성을 직렬화기에 부가함으로써 직렬화 관리자에 자동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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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포맷은 이하의 규칙에 의해 좌우된다. 즉, 객체는 xml 엘리먼트로서 직렬화되고, 객체의 프로퍼티는 단순

프로퍼티(simple property)(예를 들어, xml 속성으로서 직렬화됨) 또는 복합 프로퍼티(complex property)(자식 엘리먼

트로서 직렬화됨)으로서 분류되고, 객체의 자식 객체는 자식 엘리먼트로서 직렬화된다. 자식 객체의 정의는 또다른 객체에

대한 객체와 다를 수 있다. 이하의 예는 while 활동의 직렬화이며, 이는 그의 자식 객체 중 하나로서 Send 활동을 갖는다.

<While ID=""while1>

<ConditionRule>

<CodeExpressionRuleDeclaration>

<Expression Name="whileCondition"/>

</CodeExpressionRuleDeclaration>

</ConditionRule>

<Send HasTypedChannel="True" ID="send1">

<Message Name="msg1" Type="System.UInt32"/>

<OnBeforeSend Name="onBeforeSend1"/>

<TypeChannel Type="System.Collections.IList"

Operation="AddIndex" Name="Foo"/>

</Send>

</While>

직렬화를 위해 사용된 언어가 XOML인 실시예에서, 각각의 XOML 엘리먼트는 스케쥴이 컴파일될 때 그 각자의 객체에 대

해 직렬화된다. 객체는 단순 타입(simple type) 및 복합 타입(complex type) 둘다를 포함한다. 각각의 활동의 XOML 표현

과 그의 저작 객체 모델로의 매핑 간의 매핑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술된다. XOML의 직렬화는 프리미티브(Primitive) 활동

과 복합(Composite) 활동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프리미티브 활동에 대한 단순 타입은 활동 타입에 관한 속성으로서 직렬화된다. 프리미티브 활동에 대한 복합 타입은 자식

엘리먼트로서 직렬화된다. 예로서, 여기에 Send 활동의 XOML 표현이 있다.

<Send ID="send1" HasTypedChannel="False">

<Message Name="message1" Type="System.String"/>

<UntypedChannel Name="c1"/>

</Send>

프리미티브 타입 직렬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복합 활동에 대한 단순 타입은 활동 타입에 관한 속성으로서 직렬화된다. 그

렇지만, 정의에 의해, 복합 활동은 내포된 활동을 캡슐화한다. 각각의 내포된 활동은 또다른 자식 엘리먼트로서 직렬화된

다. 예로서, 여기에 While 활동의 XOML 표현이 있다.

<While ID="wh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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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Rule>

<CodeExpressionRule>

<Expression Name="test"/>

</CodeExpressionRule>

</ConditionRule>

</While>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와 직렬화된 표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작업 흐름의 직렬화된(예를 들어, XOML) 표현 또

는 작업 흐름의 코드 비사이드 둘 중 어느 한 표현으로 작성할 때, 상대편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활동(또는 복합

활동인 경우 그의 구성 부분)에 대한 XOML을 수정하는 것은 개발자가 둘 사이에서 전환할 때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에 직

접 반영된다. 그 역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에서 활동을 수정하면 그 결과 XOML 내에 적절한 수정이

있게 된다. 예로서,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에서 활동을 삭제하면 그 결과 동일한 활동에 대한 XOML 내의 XML 엘리먼트가

제거된다.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와 코드 비사이드 사이에도 역시 라운드 트리핑이 일어난다.

XOML 코드의 생성 동안, XOML 정의가 사전 정의된 인터페이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반하는 XML 엘리먼트에

는 밑줄이 그어지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자에게 시각적으로 식별된다. 개발자가 프로세스 뷰로 전환하면, 개발자는

XOML 내에 에러가 있음을 경고받으며, 개발자가 위반하는 엘리먼트를 클릭할 수 있고 그로 내비게이션되는 경우 디자이

너는 링크를 제공한다. 이 동일한 에러는 작업창(task pane)에 나타나며, 그 에러의 더블 클릭 시, 개발자는 XOML 내의 위

반하는 엘리먼트로 이동된다.

XOML 파일로부터 활동 트리를 생성(역직렬화)

일 실시예에서, CreateEditorInstance() 함수는 DesignSurface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DesignSurface 객체에 대해

BeginLoad() 함수를 호출하여 실제 로더 객체를 그 안으로 전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DesignerLoader() 함수에 대한

BeginLoad() 호출로 종료된다. PerformLoad() 함수는 텍스트 버퍼 객체를 읽어서 이를 조정 엔진 컴포넌트 모델 계층 구

조로 역직렬화한다. 본 발명은 이 계층 구조를 살펴보고 비쥬얼 스튜디오 내의 컴포넌트를 로드하기 위해 그 활동들을 디

자인 화면 내에 삽입한다.

본 발명은 또한 계층 구조를 추적하기 위해 XOML 파일에 대한 변화에 주목하고 또 비쥬얼 스튜디오 캐쉬 내의 값들을 업

데이트하기 위해 아이템 식별자 변화에 주목한다. 2차 문서 데이터 리스트(secondary document data list)는 조정 엔진

디자이너가 작업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2차 문서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코드 비사이드

파일을 열지 않았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조정 엔진 디자이너에서 변경을 행하는 경우, 그 변경은 코드 비사이드 파일에 행

해진다. 이 파일이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파일은 2차 문서로서 유지된다. XOML 파일이 저장될 때마다, 2

차 문서는 자동적으로 저장된다. 이들 파일 중 하나의 이름이 변하거나 그 파일이 삭제되면, 본 발명은 대응하는 2차 문서

객체를 그에 따라 업데이트한다.

객체 트리에 대한 전형적인 역직렬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xml 엘리먼트가 먼저 부모 객체의 프로퍼티로서 취급된

다. 부모 객체가 그 엘리먼트의 태그명을 갖는 프로퍼티를 갖지 않는 경우, 그 엘리먼트는 부모 객체의 자식 객체로서 취급

된다. xml 속성은 부모 객체에 관한 단순 프로퍼티로서 취급된다.

상기 직렬화된 코드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역직렬화에서, <While> 엘리먼트는 xml 네임스페이스 정보를 사용하여 생성되

는 객체로서 취급된다. <ConditionRule> 엘리먼트는 While 활동의 프로퍼티로서 취급된다.

<CodeExpressionRuleDeclaration> 엘리먼트는 객체로서 취급되며 그의 값이 ConditionRule 프로퍼티에 적용되어진다.

<Send> 엘리먼트는 먼저 While 활동의 프로퍼티로서 시도되지만, 'While' 활동은 이름 'Send'를 갖는 프로퍼티를 갖지 않

으며, 따라서 <Send> 엘리먼트는 객체로서 취급되어 while 활동의 자식 활동으로서 부가된다. <Message> 엘리먼트는

Send 활동의 프로퍼티로서 취급된다. Send에 관한 Message 프로퍼티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Message 엘리먼트의 내

용(contents)은 Message 객체의 내용으로서 간주된다. 유사한 규칙이 <OnBeforeSend> 엘리먼트 및 <TypedChannel>

엘리먼트의 역직렬화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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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조건 하에서, 즉 XOML 코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XomlDocument이 XOML 코드에서 첫번째 엘리먼트가

아닌 경우, 및 XOML 코드에서의 첫번째 활동이 역직렬화될 수 없는 경우, XOML 역직렬화는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개발자는 에러 메시지를 제공받게 되며, 이 에러 메시지를 사용하여 개발자는 XOML 뷰로부터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로

전환할 때 위반하는 XML 엘리먼트로 내비게이션할 수 있다.

조정 엔진 디자이너의 호스팅

디자이너 프레임워크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도 호스팅될 수 있다. 이것은 써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이 작업 흐

름을 그의 개별적인 환경에서 렌더링하는 데 아주 유용한 특징이다. 이것은 또한 써드 파티가 디자인 화면을 재호스팅 및

커스터마이즈함으로써 조정 엔진 디자이너 곳곳에서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본 발명의 프레임워크는 호스팅측 컨

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 에디터 및/또는 텍스트 버퍼 등의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디자이너를 재호스팅함에 있어서의 첫번째 단계는 로더 및 디자인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다. 로더는 XOML 파일을 로드하

는 일과 활동을 유지하는 디자이너 호스트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일을 맡고 있다. 디자인 화면은 그 안에 디자이너 호스트

하부구조를 유지하며 디자인 화면을 호스팅 및 그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자인 화면은 서비스 프로바

이더 뿐만 아니라 서비스 컨테이너로서 기능한다. 일례에서, 이하의 코드는 XOML 문서를 로드하고 활동을 그 안에 유지

하는 디자이너 호스트를 구축하기 위해 실행된다.

this.loader.XomlFile = filePath;

if(this.surface.IsLoaded == false)

this.surface.BeginLoad(this.loader);

이하의 서비스들은 디자이너에서 여러가지 함수를 가능하게 해준다. ISelectionService 함수는 선택된 객체들을 유지한

다. IToolboxService 함수는 도구 상자와의 상호작용을 관리한다. IMenuCommandService 함수는 메뉴와의 상호작용을

관리한다. ITypeProvider 함수는 타입 시스템(type system)을 가능하게 해준다. 게다가, 진보된 디자이너 특징을 가능하

게 해주기 위해 디자이너 호스팅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부가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타입 시스템은 본 발명의 컴포넌트 모델 프레임워크 내의 컴포넌트이다. 디자이너가 프로젝트 시스템 내에서 호스팅될 때,

TypeProvider 객체는 프로젝트마다 생성된다. 프로젝트 내의 어셈블리 참조(assembly reference)는 타입 프로바이더

(type provider)로 푸시(push)된다. 게다가, 프로젝트 내의 사용자 코드 파일들은 파싱되고 단일의 코드 컴파일 단위

(code compile unit)가 생성되어 타입 프로바이더로 푸시된다. 게다가, 본 발명은 타입들이 타입 시스템에서 변경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시스템 내의 이벤트들에 주목하고 그 변경에 응답하여 타입들을 재로드하기 위해 타입 프로바이더에 대

한 적절한 호출을 행한다.

실행 취소/재실행(undo/redo)

스케쥴을 생성하고 제대로 구축한 후에, 개발자는 일련의 수행된 동작들을 롤백하고자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행 취소 및

재실행 함수는 어느 활동이 직접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활동에 관한 프로퍼

티 변경이 실행 취소되면, 영향을 받은 활동이 선택된 것으로 된다. 다수의 객체의 삭제가 실행 취소될 때, 관련된 객체들

이 스케쥴로 복원될 때 그 모든 객체들이 선택된 것으로 된다. 실행 취소/재실행은 다른 분야의 많은 애플리케이션에걸쳐

사용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며, 그의 의미는 잘 알 것이다. 조정 엔진 디자이너에서, 실행 취소/재실행 아이템은 저장(Save)

시에 클립보드로부터 제거(purge)된다. 또한, 실행 취소/재실행은 개발자가 뷰들 간에서 전환할 때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 XOML 뷰에서 또한 코드 비사이드에서 수행될 수 있다.

실행 취소/재실행은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에서 이하의 동작, 즉 활동 드래그 및 드롭(예를 들어, 활동을 도구 상자로부터

디자인 화면으로 드래그, 활동을 스케쥴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 및 활동을 한 디자이너로부터 다른 디자이너

로 이동), 활동의 구성(예를 들어, 활동에 대한 프로퍼티를 지정), 및 잘라내기/복사/붙여넣기/삭제를 위해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서, 직렬화된 뷰(예를 들어, XOML 뷰)는 텍스트 에디터의 통상의 실행취소/재실행 동작을 제공하는 XML 에

디터이다. 본 발명의 디자이너는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에서 변경이 행해지고 이어서 직렬화된 뷰에서 실행취소되면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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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렬화된 코드가 상실될 것임을 알려주는 피드백을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개발자가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에서 스케쥴

의 일부분을 구축하고, 직렬화된 뷰로 전환한 다음에 실행취소/재실행 동작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면, 경고가 나타나게 된

다.

전형적인 오퍼레이팅 환경

도 12는 컴퓨터(130) 형태의 범용 컴퓨팅 장치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컴퓨터(130) 등의 컴퓨

터는 본 명세서에 예시되고 기술된 다른 도면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컴퓨터(130)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또는 프

로세싱 유닛(132) 및 시스템 메모리(134)를 갖는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시스템 버스(136)는 시스템 메모리(134)를 비롯

한 여러가지 시스템 컴포넌트들을 프로세서(132)에 연결시킨다. 버스(136)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콘트롤러를 비롯한

몇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 중 임의의 것, 주변 버스, AGP(accelerated graphics port) 및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프로세서 또는 로컬 버스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낸다. 제한이 아닌 예로서, 이러한 아키텍처는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 MCA(Micro Channel Architecture) 버스, EISA(Enhanced ISA) 버스,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로컬 버스, 및 메짜닌 버스라고도 하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를 포함한다.

컴퓨터(130)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어떤 형태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갖는다.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

리형 매체 둘다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13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다. 제한이 아닌 예로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

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 등의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

현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

래쉬 메모리 또는 기타 메모리 기술, CD-ROM, DVD(digital versatile disk) 또는 기타 광학 디스크 저장 장치, 자기 카세

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 장치, 또는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컴퓨터

(13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매체를 포함한다. 통신 매체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

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를 반송파 또는 기타 전송 메카니즘 등의 변조된 데이터 신호로 구현하며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당업자라면 변조된 데이터 신호를 잘 알고 있으며, 이 신호는 그 특성 중 하나 이상이 정보를 그 신

호에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설정 또는 변경되어 있다.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네트워크 등의 유선 매체, 및 음향, RF,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 등의 무선 매체가 통신 매체의 예들이다. 상기한 것 중 임의의 것의 조합도 역시 컴퓨터 판독가

능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시스템 메모리(134)는 분리형 및/또는 비분리형, 휘발성 및/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시스템 메모리(134)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138)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140)를 포함한다.

시동 중과 같은 때에 컴퓨터(130) 내의 구성요소들 간의 정보의 전달을 돕는 기본적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

템(142)(BIOS)은 일반적으로 ROM(138)에 저장된다. RAM(140)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싱 유닛(132)이 즉각적으로 액세스

가능하고 및/또는 현재 그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 및/또는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한다. 제한이 아닌 예로서, 도 12는

오퍼레이팅 시스템(1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6), 기타 프로그램 모듈(148), 및 프로그램 데이터(150)를 예시하고

있다.

컴퓨터(130)는 또한 다른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2는 비분

리형, 비휘발성 자기 매체로부터 판독하거나 그에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54)를 예시하고 있다. 도 12는 또한 분

리형, 비휘발성 자기 디스크(158)로부터 판독하거나 그에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6), 및 CD-ROM 또는 기타

광학 매체 등의 분리형, 비휘발성 광학 디스크(162)로부터 판독하거나 그에 기록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160)를 도시

하고 있다. 전형적인 오퍼레이팅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는 자

기 테이프 카세트, 플래쉬 메모리 카드, DVD,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고체 상태 RAM, 고체 상태 ROM, 및 기타 등등을 포

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54),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6)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160)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166) 등의 비휘발성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의해 시스템 버스(136)에 연결된다.

앞서 논의되고 도 12에 예시된 드라이브 또는 다른 대용량 저장 장치 및 그와 관련된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컴퓨터(130)의 기타 데이터의 저장을 제공한다. 도 12에서,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54)는 오퍼레이팅 시스템(170),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72), 기타 프로그램 모듈(174), 및 프로그램 데이터

(176)를 저장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다. 유의할 점은 이들 컴포넌트가 오퍼레이팅 시스템(1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146), 기타 프로그램 모듈(148), 및 프로그램 데이터(150)와 동일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퍼레이

팅 시스템(170),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72), 기타 프로그램 모듈(174), 및 프로그램 데이터(176)는 최소한 이들이 다른

복사본이라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 여기서는 다른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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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키보드(180) 및 포인팅 장치(182)(예를 들어, 마우스, 트랙볼, 펜, 또는 터치 패드) 등의 입력 장치 또는 입력 인

터페이스 선택 장치를 통해 명령 및 정보를 컴퓨터(130)에 입력할 수 있다. 다른 입력 장치(도시 생략)으로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안테나, 스캐너 또는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및 다른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136)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84)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132)에 연결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USB

(Universal Serial Bus) 등의 다른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연결될 수도 있다. 모니터(188)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

플레이 장치도 역시 비디오 인터페이스(190)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136)에 연결된다. 모니터(188) 이외에,

컴퓨터는 종종 출력 주변 인터페이스(도시 생략)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프린터 및 스피커 등의 다른 주변 출력 장치(도시

생략)를 포함한다.

컴퓨터(130)는 원격 컴퓨터(194) 등의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연결을 사용하여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동작

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194)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장치 또는 기타 통상의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컴퓨터(130)와 관련하여 전술한 구성요소들 대부분 또는 그 전부를 포함한다. 도 12에 도시한 논리

적 연결은 근거리 통신망(LAN)(196) 및 원거리 통신망(WAN)(198)을 포함하지만, 다른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LAN

(196) 및/또는 WAN(198)은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이들의 조합, 및 기타 등등일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기업 규모의 컴퓨터 네트워크, 인트라넷, 및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통상적인 것이다.

지역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13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86)를 통해 LAN(196)에 연결

된다. 광역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130)는 일반적으로 모뎀(178) 또는 인터넷 등의 WAN(198)을 통해

통신을 설정하는 다른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178)은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84) 또는 기

타 적절한 메카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136)에 연결된다.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컴퓨터(130)와 관련하여 도시된 프로

그램 모듈 또는 그의 일부분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도시 생략)에 저장될 수 있다. 제한이 아닌 예로서, 도 12는 원격 애

플리케이션 프로그램(192)을 그 메모리 장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도시된 네트워크 연결은 전형적인 것으로

서 컴퓨터들 사이에 통신 링크를 설정하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130)의 데이터 프로세서는 컴퓨터의 여러가지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에 서로 다른 시점에 저장된

명령어들에 의해 프로그램될 수 있다. 프로그램 및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

ROM으로 배포된다. 그로부터, 프로그램 및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컴퓨터의 2차 메모리에 설치 또는 로드된다. 실행 시에,

이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컴퓨터의 1차 전자 메모리에 로드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본 발명은 이들 및 다른 여러가지

유형의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다른 데이터 프로세서와 연계하여 이하에 기술되는 단계들을

구현하기 위한 명령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매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

및 기술에 따라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컴퓨터 자체를 포함한다.

설명을 위해, 오퍼레이팅 시스템 등의 프로그램 및 다른 실행가능 프로그램 컴포넌트는 본 명세서에서 별개의 블록으로서

예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는 다양한 시점에서 컴퓨터의 서로 다른 저장 컴포넌트에 존재하며

또 컴퓨터의 데이터 프로세서(들)에 의해 실행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컴퓨터(130)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컴퓨팅 시스템 환경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수많은 다른 범용 또는 특

수 목적 컴퓨팅 시스템 환경 또는 구성에서 동작한다. 컴퓨팅 시스템 환경은 본 발명의 사용 또는 기능의 범위에 관한 어떤

제한을 암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컴퓨팅 시스템 환경은 전형적인 오퍼레이팅 환경에서 예시된 컴포넌트들의 임의

의 것 또는 조합에 관하여 어떤 의존관계 또는 요구사항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적

합한 공지의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예들은 퍼스널 컴퓨터, 서버 컴퓨터, 핸드-헬드 또는 랩톱 장치, 멀티프

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셋톱 바가스, 프로그램가능 가전 제품, 모바일 전화, 네트워크 PC, 미니컴

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상기 시스템 또는 장치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 및 기타 등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 등의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의 추상 데이터 유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객체, 컴포넌트, 및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또한 태스크들이 통

신 네트워크를 통해 링크되어 있는 원격 프로세싱 장치들에 의해 수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다. 분산 컴

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메모리 저장 장치를 비롯한 로컬 및 원격 컴퓨터 저장 매체 둘다에 위치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관점에서의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 모듈, 컴포넌트, 코드 부분 또는 다른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

어 시퀀스를 포함한다. 인터페이스는 예를 들어 제1 모듈을 대신하여 컴퓨팅 태스크를 수행하는 제2 모듈에 액세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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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모듈을 포함한다. 제1 및 제2 모듈은 일례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것 등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

터페이스(API), COM(component object model, 컴포넌트 객체 모델) 인터페이스(예를 들어, 피어-투-피어 애플리케이

션 통신을 위한 것임), 및 XMI(extensible markup language metadata interchange format, XML 메타데이터 교환 포맷)

인터페이스(예를 들어, 웹 서비스간의 통신을 위한 것임)를 포함한다.

인터페이스는 J2EE(Java 2 Platform Enterprise Edition), COM, 또는 DCOM(distributed COM) 예에서와 같은 밀접하게

결합된 동기적 구현(tightly coupled, synchronous implementation)일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또는 그에 부가하여, 인

터페이스는 웹 서비스에서와 같은 느슨하게 결합된 비동기적 구현(loosely coupled, asynchronous implementation)일

수 있다[예를 들어,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단순 객체 액세스 프로토콜)을 사용함]. 일반적으로, 인터페이

스는 이하의 특성, 즉 밀접하게 결합, 느슨하게 결합, 동기적, 및 비동기적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한다. 게다가, 인터페이스

는 표준 프로토콜(standard protocol), 독점적 프로토콜(proprietary protocol), 또는 표준 프로토콜과 독점적 프로토콜의

임의의 조합에 부합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인터페이스는 모두 단일 인터페이스의 일부이거나 별도의 인터페이스들로서 또는 그의 임의의 조합으

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로컬적으로 또는 원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게다가, 인터페이

스는 본 명세서에 예시되거나 기술된 것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명세서에 예시되고 기술된 방법의 실행 또는 수행의 순서는 달리 언급하고 있지 않는 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즉, 본

방법의 구성요소들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임의의 순서로 수행될 수 있으며, 본 방법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것보다 더 많

거나 더 적은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보다 이전에, 그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실행 또는 수행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본 발명의 구성요소 또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를 소개할 때, 이, 그, 저, 및 상기 등의 관형사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있

음을 의미하기 위한 것이다. 용어 "구비하는", "포함하는", 및 "갖는"은 포함적 의미를 위한 것으로서 열거된 구성요소 이외

에 부가의 구성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것을 고려하면, 본 발명의 몇가지 목적이 달성되고 다른 유익한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기 구성, 제품, 및 방법에 여러가지 변경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설명에 포함되

고 첨부 도면에 도시된 모든 것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한정적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부록 A

전형적인 활동 및 그의 전형적인 구현

전형적인 활동으로는, Send, SendRequest, SendResponse, Receive, ReceiveRequest, ReceiveResponse, Code,

Delay, Fault, Suspend, Terminate, InvokeSchedule, InvokeSchedules, InvokeWebService, DotNetEventSource,

DotNetEventSink, Sequence, Parallel, While, ConditionalBranch, Conditional, Constrained,

ConstrainedActivityGroup(CAG), EventDriven, Listen, EventHandlers, ExceptionHandler, ExceptionHandlers,

Compensate, CompensationHandler, Scope, 및 Schedule이 있다.

전형적인 활동들 각각은 그와 연관된 메타데이터를 갖는다. 메타데이터는 활동과 연관된 직렬화기에 의해 작업 흐름의 선

언적 표현으로 전송된다. 예를 들어, 메타데이터는 선택적인 코드-비사이드 메소드 및 선택적인 상관 세트의 컬렉션을 포

함할 수 있다.

전송 활동들

조정 엔진은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3가지 활동(예를 들어, Send, SendRequest, 및 SendResponse)을 제공하며, 그 각

각은 서로 다른 사용 사례(use case)에 대처한다. 게다가, 3개의 활동이 어떤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추상 베이스

클래스(abstract base class)가 정의되고 셋 모두의 상위 클래스(superclass)로서 사용된다.

수신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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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엔진은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3가지 활동(예를 들어, Receive, ReceiveRequest, 및 ReceiveResponse)을 제공하

며, 그 각각은 서로 다른 사용 사례에 대처한다. 게다가, 3개의 활동이 어떤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추상 베이스 클

래스(abstract base class)가 정의되고 셋 모두의 상위 클래스(superclass)로서 사용된다.

Code

Code 활동은 메타데이터에 지시된 코드-비사이드 메소드를 실행한다.

Delay

Delay 활동은 DateTime 값을 발생하기 위해 그의 필수적인 코드-비사이드 메소드를 실행한다. 이는 내부적으로 그의 인

스턴스 데이터에 대한 TimeoutValue 프로퍼티를 이 값으로 설정한다. DateTime이 과거인 경우, Delay는 즉각 완료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타이머가 기동될 때 통지를 받도록 Delay는 타이머 신청(timer subscription)을 설정한다. 타이머가 기

동될 때, Delay는 통지를 받고 완료된다.

Fault

Fault 활동은 Exception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그의 필수적인 코드-비사이드 메소드를 실행한다. Fault 활동은 이어서 이

예외를 던진다.

Suspend

Suspend 활동은 현재의 스케쥴 인스턴스를 정지시킨다.

Terminate

Terminate 활동은 현재의 스케쥴 인스턴스를 종료시킨다.

InvokeSchedule

InvokeSchedule 활동은 스케쥴을 호출한다.

InvokeWebService

프록시 클래스를 통해 웹 서비스를 호출하고, 지정된 파라미터를 전달 및 수신한다.

DotNetEventSink

이전에 호출된 스케쥴 인스턴스에 의해 지정된 이벤트가 발생되었다는 통지를 기다리면서 블록킹한다.

DotNetEventSource

지정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즉각 실행을 종료한다.

Sequence

Sequence 활동은 순서화된 방식으로 한번에 하나씩 일련의 자식 활동의 실행을 조정한다.

Parallel

Paralle 활동은 일련의 자식 활동을 동시에 실행한다.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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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활동을 반복적으로 실행함

ConditionalBranch

자식 활동을 Sequence 시맨틱스에 따라 실행함

Conditional

Conditional 활동은 일련의 순서화된 ConditionalBranch 활동을 포함한다.

Constrained

Constrained 활동이 CAG에 의해 실행되도록 지시받은 경우, Constrained 활동은 단지 자신이 래핑하고 있는 활동을 실

행할 뿐이다.

CAG(Constrained Activity Group)

CAG가 실행될 때, CAG는 자식 활동들의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 제약의 평가에 기초하여 그 활동들을 실행(및 재실행)한

다.

Task

하나 이상의 주체(principal)에 의해 수행되는 외부 작업 단위를 모델링한다.

EventDriven

그의 실행이 "이벤트" 활동에 의해 트리거되는 활동을 래핑한다.

Listen

n개의 자식 EventDriven 활동 중 하나를 조건부로 실행한다.

EventHandlers

EventHandlers 활동은 단지 관련 스코프가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EventDriven 활동을 보유한다.

ExceptionHandler

스코프에 대한 catch 블록(catch block)을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로 활동을 래핑한다.

ExceptionHandlers

일련의 순서화된 ExceptionHandler 활동들을 래핑한다.

Compensate

완료된 자식 스코프를 보상한다.

CompensationHandler

스코프에 대한 보상 핸들러로서 정의된 자식 활동을 래핑한다.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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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는 트랜잭션 경계, 예외 처리 경계, 보상 경계, 이벤트 처리 경계, 및 메시지, 변수, 상관 세트, 및 채널 선언(즉, 공유

데이터 상태)에 대한 경계이다. Scope 내에서의 활동들의 실행은 순차적이며, 따라서 Sequence에서처럼 스코프가 구축

될 때 내포된 활동들은 명시적으로 순서화된다.

Schedule

Schedule은 조정 엔진이 실행하는 유일한 상위 레벨 활동이다.

Composite Activities

제어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는 복합 활동 타입은 Sequence, Parallel, Constrained Activity Group, Conditional, While,

Listen이 있다. 그 밖에, Scope 및 Schedule도 그 안에 활동들의 암시적인 시퀀스를 갖는 컨테이너로서 기능하는 복합 활

동 타입이다.

부록 B

시각적 디자이너

스케쥴은 일반적으로 많은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활동은 그 자신의 관련 디자이너를 갖는다. 활동이 도구 상자로부

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예를들어, 비쥬얼 스튜디오)의 디자인 화면 상으로 드래그 된 후에, 디자이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아이콘으로서 나타난다. 디자이너는 저작 객체 모델(AOM) 상에 UI를 나타낸다. 개발자는 객체 모델

에 대해 직접 프로그램하여 활동들에 대한 프로퍼티를 설정하거나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비쥬얼 스튜디오의 프로퍼티 브라

우저를 이용할 수 있다.

활동 생성 및 구성

스케쥴을 생성하는 일은 스케쥴을 이루고 있는 활동 및 태스크를 정의하는 일을 포함한다. 조정 엔진 디자이너는 개발자가

(예를 들어, 카테고리 조정 엔진 활동 하에서) 도구 상자로부터 활동을 선택하여 이를 디자이너 화면 상으로 드래그할 수

있게 해준다. 활동이 이미 스케쥴에 배치되어 있고 이동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자는 그 활동을 선택하여 그 활동이 가야

하는 스케쥴의 영역으로 드래그할 수 있다. 개발자가 드래그 및 드롭하는 동안에 콘트롤 키를 잡고 있으면, 선택된 활동들

의 복사본이 만들어진다.

능동 배치 특성은 우리가 수행하는 correct by construction 시맨틱 검증에 기초하여 가능한 드롭 포인트(타겟)를 시각적

표시자로서 제공한다. 활동들은 스케쥴 상의 이들 타겟 중 임의의 것으로 드래그 및 드롭될 수 있다. 자동 스크롤링 기능도

역시 드래그 및 드롭의 컨텍스트 내에 들어 있다. 대규모 스케쥴을 처리할 때, 현재 비쥬얼 스튜디오 뷰 포트에 있지 않은

디자이너의 영역들로의 이동은 활동을 배치될 스케쥴의 영역쪽으로 드래그함으로써 액세스가능하다. 드래그 및 드롭은 동

일한 프로젝트 내의 스케쥴에 걸쳐 또한 동일한 솔루션 내의 다른 프로젝트들 내의 스케쥴에 걸쳐 지원된다. 활동이 디자

이너 화면 상으로 배치된 후에, 개발자는 일련의 프로퍼티를 통해 활동을 구성한다. 이들 프로퍼티는 표준 비쥬얼 스튜디

오 프로퍼티 브라우저에서 편집가능하다. 각각의 활동은 어느 프로퍼티가 프로퍼티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지를 제어한

다.

대화 상자의 가이드라인

개발자가 여러가지 활동을 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디자이너는 다양한 대화 상자 또는 "서브디자이너"를 제공한다. 각 대

화상자는 활동들의 여러가지 프로퍼티에 대해 호출된다. 개발자는 프로퍼티 브라우저에서 프로퍼티에 생략부호로 주석이

첨부되어 있을 때 프로퍼티에 대한 임의의 디자이너를 호출할 수 있다.

타입 브라우저 대화상자

프로퍼티 브라우저를 통해 활동을 구성할 때, 개발자는 종종 프로퍼티 또는 객체의 타입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타입(예를 들어, System.String)을 알고 있는 경우, 개발자는 프로퍼티 브라우저에서 그를 직접 타이핑한다.

타입 브라우저는 프로퍼티에 대해 예상된 타입과 일치하는 프로젝트 내의 모든 컴파일된 참조 어셈블리에 시각화를 제공

한다. 참조 프로젝트는 어셈블리가 타입 브라우저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컴파일되어야만 한다. 구성되고 있는 특정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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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퍼티에 기초하여, 타입 브라우저는 개발자에게 디스플레이되는 타입들을 필터링한다. 하부 활동에 의해 예상되는 타

입에 따라, 타입 브라우저는 IComparable를 구현하는 직렬화가능 클래스 및 인터페이스 및 클래스에 대해 필터링을 행한

다. 예를 들어, 전송 활동에 대한 메시지 프로퍼티로부터 브라우저를 기동시키면, 브라우저는 직렬화가능 클래스를 열거하

게 된다. 조정 엔진은 메시지 타입, 포트 타입 및 상관 타입을 제1 클래스 프로세스 타입으로서 인식한다. 이하의 표는 CLR

타입을 갖는 이들의 매핑을 나타낸 것이다.

<표 B1> CLR 타입으로의 전형적인 매핑

메시지

● Send, Receive 및 그의 변형 상에 정의됨

OEMessage<T>

여기서 T는 임의의 직렬화가능 CLR 타입임

채널

● send 및 그의 변형 상에 정의된 Typed 인바운드

OEOutboundChannel<T>

여기서 T는 임의의 인터페이스임

채널

● receive 및 그의 변형 상에 정의된 Typed 인바운드

OEInboundChannel<T>

여기서 T는 임의의 인터페이스임

상관

OECorrelation<T>

여기서 T는 IComparable을 구현하는 임의의 직렬화가능 CLR 타

입임

일 실시예에서, 타입 브라우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기 조정이 가능하지 않지만 2개의 서브윈도우 각각에 대한

수평 및 수직 스크롤바를 제공한다. 좌측 서브윈도우 디폴트 정렬 순서는 현재의 프로젝트의 참조 어셈블리들 내에 열거된

타입의 이름에 기초한 올림차순이다. 우측 서브윈도우 내에, 2개의 컬럼, "타입 이름(Type Name)" 및 "전체 이름(Fully

Qualified Name)"이 존재한다. 디폴트 정렬 순서는 "타입 이름"에 기초한 내림차순이다. 그렇지만, 이들 컬럼 둘다가 정렬

될 수 있다. "타입 이름" 컬럼은 전체 타입 이름(full type name)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크기 조정가능할 수 있다. 개발자

가 각 어셈블리에 포커스를 둘 때, 우측 서브윈도우는 그 어셈블리 내에 하우징된 (전술한 바와 같이) 선택을 위해 가능한

타입들을 디스플레이한다. 유효한 타입의 선택 시에, 2개의 서브윈도우 아래의 텍스트 박스는 타입의 이름 및 그 타입이

어느 어셈블리 내에 하우징되어 있는지를 제공한다. 어셈블리 정보는 어셈블리 이름, 버전 번호, 컬처 및 공개키 토큰을 제

공한다. 텍스트는 이 선택이 행해질 때까지 "리스트로부터 타입을 선택하세요"로 되어 있다. 개발자는 궁극적으로 타입을

선택하거나 브라우저로부터 다시 빠져나오도록 결정한다. 활동의 프로퍼티와 일치하는 타입이 선택되었을 때, OK 버튼이

인에이블된다. 개발자가 프로퍼티 브라우저 대화상자를 재호출할 때, 타입 및 참조 어셈블리가 자동적으로 선택된다.

개발자가 활동들에 대한 여러가지 프로퍼티를 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공된 다른 유형의 브라우저가 상관 세트 브라우

저이다. 실행 중인 스케쥴에서, 스케쥴로 전송되는 메시지는 실제로는 특정의 스케쥴 인스턴스로 보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매 번호 #123에 대한 송장은 그 구매 주문을 발신한(내보낸) 동일한 스케쥴 인스턴스로 다시 전송되어야만 한다.

인바운드 메시지를 적절한 스케쥴 인스턴스와 매칭시키기 위해, 메시지 및 스케쥴 인스턴스는 상관 세트라고 하는 키를 공

유한다. 상관 세트는 Send 및 Receive 활동에 대해 정의되어 있다. 상관 세트 브라우저는 상관 세트의 구성을 돕는 데 사

용된다. 정의될 첫번째 아이템은 상관 세트의 이름이다. 개발자가 새로운 상관 세트를 생성할 때, 개발자는 그의 이름을 직

접 입력할 수 있다. 개발자가 미리 정의된 상관 내에 들어 있도록 Send/Receive를 구성하고 있을 때, 드롭 다운이 상관의

이름들로 채워진다. 이 리스트는 현재 프로젝트의 코드 비사이드로부터 검색된다. 이 대화상자의 출력은 여기 상세히 설명

한 구성에 기초한 코드 비사이드 내의 상관 변수이다. 예를 들어, 스트링 타입 상관이 생성된 경우, 발생된 결과 코드는

public OECorrelation<System.String> MyCorrelation = new OECorrelation<System.String>();)이 될 것이다.

개발자가 입력할 필요가 있는 그 다음 구성 옵션은 이 상관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그 세트를 초기화하는지이다. 디자이

너의 목적상, 옵션은 True 또는 False이다. 다른 구성 상세는 상관 세트의 타입을 지정한다. 다른 활동들에 대한 타입을 구

성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타입 브라우저가 호출될 수 있다. 개발자는 활동이 참여하고 있는 상관 세트를 부가 및 제거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코드 비사이드에 정의된 상관의 결과로서, 활동은 이전의 활동들 내에 정의된 상관에 참여할 수 있

다. 또한, 상관의 제거는 사실 활동의 상관에의 참여를 제거하지만 코드 비사이드에 의해 발생된 코드를 제거하지 않는다.

개발자가 상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코드 비사이드로부터 정의를 제거하는 것이 개발자의 몫이다.

탭 순서는 상관 세트(Correlation Set), 이름(name), 드롭다운 피커(dropdown picker), 부가(Add), 제거(Remove), OK,

취소(Cancel) 및 도움말(Help)이다. 다수의 상관 세트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 탭은 부가(Add)의 이전 드롭다운 피커

(dropdown picker) 이후에 있는 그 다음 정의된 상관 세트에서 중단된다. 개발자는 궁극적으로 상관을 생성 및/또는 제거

하거나 브라우저로부터 다시 빠져나올 것을 결정한다. 상관 이름 및 타입이 제공되었을 때, OK 버튼은 인에이블된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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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클릭하면 새로운 상관 세트에 대한 임의의 코드 비사이드가 발생되고 활동이 정의된 상관에 부가된다. 취소를 선택하거

나 이스케이프 키(escape key)를 치면 개발자는 활동에 변경을 주지 않고 브라우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활동이 제대

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디자이너는 개발자에게 어느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확장 피드백을 제공한다.

제약 디자이너 대화상자

스케쥴에 어느 제약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본 발명은 개발자가 제약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개발자가 드래

그 및 드롭 메타포어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제약 구성을 위한 도구는 마우스 및

키보드 둘다를 사용하여 제약을 정의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제약의 최종 생성은 XOML에까지 존속된다. 따라서, 생성된

제약은 기존의 XOML 객체 모델과 부합되며, 따라서 개발자는 제약 정의를 수동 편집할 수 있다. 제약 생성을 위해 제공된

UI는 사용자가 제약을 생성하고 이를 수정하는 것을 돕는다. 이것은 이전에 생성된(그리고 아마도 수정된) 제약과 UI 간의

라운드트래핑을 의미한다.

사용자 모델

제약 정의를 허용하는 활동이 주어지면, 개발자는 대응하는 제약 프로퍼티를 찾아내고 드롭다운에서 적절한 드롭 다운을

선택함으로써 제약을 정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핸들러의 정의 후에, 프로퍼티는 제약 에디터를 호출하기 위해 프

로퍼티 브라우저에서 생략부호로 주석이 첨부되어 있다. 개발자는 제약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이름은 제약 정의의

나머지와 함께 XOML까지 존속된다. 제약 정의는 정의 그리드 내에서 4개의 컬럼, 즉 피연산자(operand), 연산자

(operator), 값(value), 및 그룹화(group by)를 사용하여 행해진다. 피연산자는 피연산자를 포함하는 드롭다운이고 제약

에 참여하게 된다. 개발자는 드롭 다운에 직접 타이핑하고 원하는 피연산자를 신속하게 선택하기 위해 자동 완성을 사용할

수 있다. 연산자는 제약 내에서 사용될 연산자를 정의하는 드롭다운이다. 개발자는 원하는 연산자를 신속하게 선택하는 드

롭다운 내에 연산자를 직접 타이핑할 수 있다. 값은 제약 내에서 사용될 개발자 정의 값이다. 제약의 저장 시에, 이 값은 타

입이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선택된 프로퍼티와 비교된다.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연산자와 값 타입이 일치하

지 않음" 등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개발자는 위반하는 서술자(offending predicate)로 가게 된다. 그룹화(group by) 컬럼

은 "AND" 및 "OR"를 비롯한 2개의 타당한 값을 갖는 드롭다운이다. 제약 정의가 진행 중에 있을 때, 개발자는 정의 그리드

아래의 비편집가능 대화상자 내에서 제약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개발자가 제약을 보다 용이한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출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3) AND (B>C)) AND (D = 3)) OR (F = 5)

활동 에러 처리: "스마트 태그"

본 발명은 타입 브라우저, 상관 세트 브라우저, 및 규칙 디자이너 등의 특정 활동을 구성하는 일을 돕는 몇개의 서브디자이

너를 제공한다. 활동이 불충분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 활동의 디자이너는 느낌표 스마트 태그를 닮은 아이콘으로 장식된

다. 개발자는 그 활동에 특유한 구성 에러의 드롭다운 리스트를 보기 위해 아이콘을 클릭한다. 프로퍼티 구성과 관련된 에

러의 경우, 선택은 포커스를 프로퍼티 브라우저로 이동시키고 에러가 있는 프로퍼티 상에 포커스를 둔다. 활동의 프로퍼티

모두가 유효할 때, 아이콘은 사라진다.

디자인 화면 특징

본 발명의 디자이너는 또한 접근성의 문제에서 도움을 주는 어떤 다른 UI 옵션을 제공한다. 프로세스 뷰의 컨텍스트 내의

이들 특징 중 많은 것은 개발자가 대규모 스케쥴을 처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줌은 개발자가 그의 스

케쥴의 선택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스케쥴의 줌인/줌아웃을 위한 몇가지 메카니즘이 있으며, 그 각각은 특정 기능을 위

해 디자인된 것이다. 한 방법에서, 개발자는 특정의 줌 퍼센트를 설정함으로써 스케쥴을 줌할 수 있다. 전형적인 퍼센트는

40%, 60%, 80%, 100%, 150%, 200%, 300%, 및 400%이다. 이들 레벨은 상위 레벨 작업 흐름 메뉴를 사용하여 또는 스크

롤 바 상의 커맨드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될 수 있다. 작업 흐름 뷰는 사용자가 줌 레벨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줌 레벨은

대규모 작업 흐름에 대한 확장성 문제를 해소시켜준다. 줌 레벨은 상위 레벨 작업 흐름 메뉴를 사용하여 또는 스크롤 바 상

의 커맨드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될 수 있다. 줌 레벨은 작업 흐름의 편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수의 좌표계가 작업 흐

름 뷰로 하여금 이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작업 흐름 뷰는 줌 인자를 캐싱하고 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좌표 변환을 렌

더링한다. 줌 인자는 Grahpics.ScaleTransform 메소드에서 이를 선택함으로써 드로잉에서 사용된다. 이것이 행해질 때,

그래픽 객체를 사용하여 행해진 모든 드로잉은 사용된 축척에 기초하여 변환된다. 드로잉 이전에 모든 좌표에 축척 인자가

곱해진다. 줌 인자는 또한 사용자가 좌표 변환을 위해 마우스로 어떤 동작을 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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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에서, 개발자는 수직 스크롤바로부터 옵션으로서 줌인/줌아웃을 선택함으로써 스케쥴을 줌인/줌아웃할 수 있다.

이것은 확대경으로 전환되는 커서에 의해 표시되는 디자이너의 "모드"를 변경한다. 개발자는 이어서 줌인/줌아웃을 원하

는 스케쥴의 영역을 "러버밴딩(rubberband)"할 수 있다. 줌인이 선택된 경우,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디자이너가 줌인된

다(역으로 줌아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개발자는 각각의 개별적인 모드에 있을 때 시프트 키를 눌러 줌인/

줌아웃 간을 토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느 모드든지 빠져나오기 위해, 개발자는 "Escape" 키를 쳐서 "디폴트" 모드로

되돌아올 수 있다. "디폴트" 모드에 있을 때, 개발자는 "콘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로 스크롤하여 "줌"할 수 있다. 줌

레벨은 개발자가 스케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개발자는 줌 레벨에 상관없이 활동을 처

리, 부가/제거할 수 있다. 디폴트 줌 레벨은 100%이다. 줌 설정 상태는 뷰에 상관없이 보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발

자가 XOML 뷰, 인쇄 미리보기, 또는 코드 비사이드로 전환하거나 스케쥴 또는 솔루션을 닫으면, 줌 상태는 보존된다.

팬(pan)은 개발자에게 스케쥴을 "잡아서(grab)" 이동(shift)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개발자가 팬 모드를 선택하면 커서가 손

바닥 아이콘으로 바뀐다. 개발자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손바닥 아이콘은 화면을 "잡고" 마우스 이동은 화면을 마우스의 방

향으로 이동시킨다. 팬은 수직 스크롤바로부터의 옵션으로서 액세스가능하다. 팬 모드에 있을 때, 개발자는 디자이너로부

터 활동들을 부가/제거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팬은 디자이너 내에서 스케쥴의 현재 뷰를 이동하는 데 중점을 둔

다.

대규모 스케쥴의 경우, 개발자는 디자이너의 줌 특성을 이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스케쥴의 일부가 볼 수 없게 된다. 개발

자는 여전히 새로운 활동을 도구 상자로부터 드래그하여 이를 스케쥴에 부가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 시나리오

에서, 개발자는 스크롤하기를 원하는 스케쥴의 영역으로 활동을 드래그할 수 있으며, "자동 스크롤 구역"에 들어갈 때 화살

표가 나타나고 스케쥴은 활동이 드래그되고 있는 방향으로 이동된다. 이들 화살표는 활동이 개발자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

향으로 스크린의 가시 영역의 구역 10%에 들어갈 때 디자이너 뷰를 활성화시켜 스크롤한다.

특히, 본 발명은 사용자가 작업 흐름의 일부로 이동하고 그 부분을 포커싱 및 수정하고 작업 흐름의 다른 어떤 부분을 편집

하기 위해 계속 이동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자동 패닝(auto panning)은 사용자가 드로잉된 작업 흐름의 전체 그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며, 확대경은 사용자가 작업 흐름의 특정 부분을 줌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가 정말로 대규모인 작업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 패닝 특성은 줌 및 자동 스크롤과 통합된다. 자동 패닝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자는

수직 스크롤 바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확대경 아이콘을 클릭한다. 이 아이콘을 클릭할 때, 작업 흐름 뷰는 자동 패닝 모드

로 들어간다. 이 모드에서, 뷰 포트에 디스플레이가능한 현재의 작업 흐름 스냅샷이 TakeMagnifierSnapShot을 호출함으

로써 촬영된다. 이 함수는 줌 인자없이 메모리 비트맵 내의 작업 흐름의 스냅샷을 취한다. 이것을 행한 후에, 대부분의 작

업 흐름이 뷰포트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 흐름의 줌 인자가 계산된다. 이어서, 마우스는 확대경 커서로 변환된다. 커서의

핫스팟은 작업 흐름의 메모리 비트맵의 부분으로 매핑된다. 메모리 비트맵의 매핑된 부분이 이어서 확대경에 디스플레이

된다. 초대규모 작업 흐름의 경우, 사용자가 자동 스크롤 영역에 들어가면, 자동 스크롤링이 일어나 디스플레이되는 뷰포

트를 수정한다. 자동 스크롤링이 멈추면, 새로운 뷰포트 비트맵이 캡처된다. 사용자가 마우스를 놓으면, 커서의 핫스팟이

실제의 작업 흐름 부분으로 매핑되고 그 부분이 스크린의 중앙에 놓인다. 이하는 자동 패닝의 의사 코드이다.

- if 사용자가 자동 패닝 모드에 들어가면

- 가능한 한 작업 흐름을 많이 디스플레이하도록 줌 레벨을 설정함

- 가시의 작업 흐름 비트맵을 캡처함

- if 사용자가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 마우스 좌표를 가져옴

- 이를 작업 흐름 비트맵으로 매핑함

- 매핑된 작업 흐름 비트맵을 복사함으로써 확대경을 드로잉함

- if 마우스가 자동 스크롤 모드에 들어가고 작업 흐름이 스크롤 될 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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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스크롤

- elseif 사용자가 자동 스크롤 영역을 떠나면

- 가시의 작업 흐름 비트맵을 재캡처함

- endif

- else

- 마우스 릴리스의 좌표를 가져옴

- 이를 작업 흐름 영역으로 매핑함

- 작업 흐름 영역을 가운데에 오도록 함

- endif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소형 팬 윈도우를 작업 흐름의 우측 하단에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자동 패닝을 지원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전체 작업 흐름을 썸네일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여전히 대규모 스케쥴의 이동에 관한 주제 안에 있지만, 문서 개요 특징은 개발자가 스케쥴을 한눈에 신속하게 보고 개요

내의 노드를 선택함으로써 디자이너를 선택된 활동으로 이동시키게 해준다. 각 노드의 자식들은 시퀀스 내의 그의 배치에

기초하여 순서화된다. 노드 또는 리프(leaf)를 더블클릭하면 개발자는 스케쥴 내의 선택된 활동으로 이동된다. 인라인되어

있는 스케쥴은 문서 개요 내에 단일 노드로서 제공된다. 인라인된 스케쥴(inlined schedule)을 포함하는 활동들은 문서 개

요 내에 개별적인 엔티티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임의의 시점에서 개발자는 기능 사양(부가, 삭제, 복사, 붙여넣기, 이름변

경 등)에 걸쳐 정의된 모든 스케쥴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문서 개요가 반영된다. 문서 개요 내에서의 활동의

다중 선택은 그에 따라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 내의 활동들을 선택한다. 콘트롤 키를 잡은 상태에서 문서 개요 내의 노드를

선택하면 그 노드가 선택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노드들이 하이라이트된다. 스코프가 정의된 이벤트 및/또는 예외

핸들러를 갖는 경우, 이는 스케쥴와 동일한 레벨에 디스플레이된다. 이것에 의해 개발자는 스코프 디자이너의 여러 페이지

를 이리저리 다닐 필요없이 한 곳에서 스코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능동 배치(active placement)는 어느 활동들이 스케쥴의 전반에 걸쳐 배치될 수 있는지의 확정적 표시를 제공하기 위해

correct by construction 시맨틱스를 평가하는 기능을 사용한다. 개발자가 도구 상자로부터 디자이너 상으로 활동을 드래

그할 때, 스케쥴 상에 타겟이 나타난다. 개발자가 노드를 타겟 위치 근방으로 드래그할 때, 타겟은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드래그된 활동에 대한 아이콘이 움직여 최초의 타겟을 대체할 때 활성화는 분명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개발자는 마

우스 버튼에서 손을 뗄 수 있고 노드는 활성 타겟이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스케쥴로 이동한다. 다중 섹션 드래그-드롭 시

나리오에서, 디스플레이된 타겟은 모든 시맨틱 검증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

합성(composition)의 개념은 스케쥴 또는 태스크에 다른 스케쥴 및 태스크의 재귀적 포함(recursive inclusion)을 말한다.

작업 흐름 디자이너는 개발자가 스케쥴 및 태스크를 개발하고 이어서 다른 스케쥴 및 태스크 내에서 이들을 호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그렇지만, 개발자가 새로운 스케쥴이나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할 때마다, 비쥬얼 스튜디오는 도구 상

자를 통해 작업 흐름 또는 태스크의 컴파일된 버전을 (모든 타입의) 다른 조정 엔진 프로젝트가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 컴파일된 작업 흐름 또는 태스크를 호출하기 위해, 개발자는 단지 임의의 다른 활동처럼 이를 도구 상자로부터 스케쥴

로 드래그한다. 스케쥴 인라이닝은 새로운 포위 스케쥴에서 직접 이 새로운 스케쥴 또는 태스크 내부에 대한 보기를 제공

한다. 이것은 내포된 스케쥴 또는 태스크의 내부 동작에 대한 보기를 제공하는 읽기 전용 보기이다.

스케쥴 또는 태스크 내의 복합 활동은 그 자체가 확장 또는 축소될 수 있다. 각각의 확장 또는 축소의 상태가 보유된다. 따

라서, 외부 구문(parallel 또는 scope 등)이 축소되고 내부 구문이 확장되는 경우, 외부의 확장은 여전히 확장된 내부를 제

공한다. 이것이 읽기 전용 뷰인 경우, 개발자는 인라인된 스케쥴 내에 보유된 활동들을 포위 스케쥴로 복사/붙여넣기 및 드

래그 드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스케쥴을 생성할 때, 이는 스케쥴 인라이닝에 참여한다. 그렇지만, "피호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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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작성자가 "호출자" 스케쥴이 그의 스케쥴의 내부 동작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있다. 피호출자 스케쥴의

작성 동안에, 개발자는 그의 스케쥴이 인라이닝될 수 없음을 나타낼 수 있다. "호출자" 개발자가 이 속성의 스케쥴을 인라

이닝하려고 시도하면, 메시지 "이 스케쥴의 작성자에게는 스케쥴 인라이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가 나타난다.

테마

조정 엔진 디자이너는 호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스팅될 수 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호스팅될 때, 조정 엔진 디자이너 룩앤필은 모핑(morphing)됨으로써 호스팅 애플리케이션에 블렌딩(blending)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비쥬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 내부에서 호스팅될 때 디자이너의 시각적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다. 테마 지원은 디자이너 구현에 영향을 주거나 디자이너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조정 엔진 디자이너의 시

각적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

테마 지원은 2 부분을 갖는다. 즉, 첫번째 부분은 개발시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시이다. 개발시에, 디자이너 작성자가 작

업 흐름에 참여하는 활동들에 대한 디자이너를 작성할 때, 디자이너를 개발하는 동안, 디자이너 작성자는 디자이너가 테마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를 작성한다. 이것은 개발자가 디자이너 내부의 구성가능 시각화 정보를 디자이너 테마

클래스로 추상화하고 이를 테마 애트리뷰트를 사용하여 디자이너와 연관시킴으로써 행해진다. 이어서, 개발자는 디자이너

시각화를 렌더링하는 동안 디자이너 테마 클래스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한다.

사용자가 디자이너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테마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디자이너를 모핑할 수 있다. 테마 파일은 각 디자이

너가 기대하는 시각화 파라미터를 개별적으로 기술하는 디자이너 테마의 컬렉션이다. 테마 파일은 XML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하거나 디폴트 UI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테마에 의해 개발자는 작업 흐름 활동들의 외관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각 활동은 "테마화"될 수 있는 일련의 특정 프

로퍼티를 노출시키는 대응하는 디자이너를 갖는다. 테마의 제공은 또한 시각화 커스터마이즈의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작

업 흐름 디자이너의 커스터마이즈 및 재사용의 가능성을 지원한다. 비쥬얼 스튜디오 내에서, 개발자는 도구 메뉴로 가서

옵션을 선택하고 작업 흐름 디자이너를 선택하여 테마를 선택함으로써 어느 테마가 현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지를 구성할

수 있다.

개발자는 "테마(Theme)"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새로운 테마를 생성하거나 그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테마를 지정할 수 있

다. 개발자가 "새 테마 생성(Create a New Theme)"을 선택하고 테마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때 새로운 테마가 생성될 수

있다. "브라우즈(Browse)" 버튼을 선택하면 테마 XML 파일을 검색하는 파일 대화상자가 호출된다. 디자이너 드롭다운에

의해 개발자는 테마화될 활동의 그룹(Primitive 및 Composite) 또는 특정 활동 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

테마가 그의 코어 그룹, 즉 Primitive(내부적으로 ActivityDesigner에서 파생됨) 및 Composite(내부적으로

ICompositeActivityDesigner에서 파생됨)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들 클래스 각각으로부터 상속되는 디자이너는 그의 테

마를 상속받는다. 그렇지만, 특정 활동에 대한 디자이너는 각각 개별적으로 테마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명시적인 활동

디자이너 테마화는 그의 상속된 거동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예로서, ActivityDesigner 테마가 청색의 텍스트 폰트 컬러

를 갖는 경우, 모든 디자이너는 이 폰트 컬러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테마가 폰트 컬러로서 적색을 사용하기 위해 코드 형

상(code shape)을 특정하여 호출한 경우, 모든 활동들은 적색을 디스플레이하는 코드 형상을 제외하고 청색의 텍스트 폰

트 컬러를 디스플레이한다.

테마는 프로세스 뷰 및 스케쥴을 구성하는 활동들 각각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활동 디자이너들은 2개의 클

래스, ActivityDesigner 및 ICompositeActivityDesigner(ActivityDesigner로부터 파생됨)로부터 파생된다. 이들은 테마

화되는 엘리먼트 및 그의 대응하는 피커(picker)이다. 프로세스 뷰에 있어서, 테마화되는 엘리먼트로는 테마 스타일(대/중

/소)[Theme Style(Large/Medium/Small)], 스마트 태그 보이기(예/아니오)[Show Smart Tag(Yes/No)], 스크롤 표시

자 보이기(예/아니오)[Show Scroll Indicators(Yes/No)], 드롭 표시자 보이기(예/아니오)[Show Drop Indicators(Yes/

No)], 음영 보이기(예/아니오)[Show Shadow(Yes/No)], 워터마크(예/아니오)[Watermark(Yes/No)], 전경색(예/아니

오)[Foreground Color(Yes/No)], 그리드 보이기(예/아니오)[Show Grid(Yes/No)], 선택[Selection][예를 들어, 전경

색(Foreground Color) 및 패턴색(Pattern Color)], 폰트 계열[Font Family][폰트 피커(Font Picker)], 폰트 스타일

[Font Style][폰트 피커(Font Picker)], 둥글게 드로잉(예/아니오)[Draw Rounded(Yes/No)], 콘텐츠 정렬(근방/멀리/

중앙)[Content Alignment(Near/Far/Center)], 콘텐츠 보이기(텍스트, 아이콘, 둘다)[Show Content(Text, Icon, Both)

], 경계 보이기(예/아니오)[Show Border(Yes/No)], 및 커넥터[Connector](예를 들어, StartCap 및 EndCap)가 있다.

공개특허 10-2006-0087995

- 28 -



개별적인 활동 디자이너에 있어서, 이하의 것들, 즉 전경색(컬러 피커), 배경색(컬러 피커), 및 경계(예를 들어, 컬러 및 스

타일)가 테마화될 수 있다. 개별적인 복합 디자이너에 있어서, 이하의 것, 즉 드롭 쉐도우(예/아니오)[Drop Shadow(Yes/

No)] 및 워터마크(예/아니오)[Watermark(Yes/No)]가 테마화될 수 있다.

인쇄 미리보기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정 엔진 디자이너는 인쇄 미리보기 특징을 제공한다. 이 특징은 현재 선택된 프

린터가 주어진 경우 스케쥴이 어떻게 인쇄될 것인지를 반영하기 위해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의 시각적 레이아웃을 변경한

다. 개념적으로, 인쇄 미리보기는 기존의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 상의 또하나의 뷰이다. 따라서, 개발자는 여전히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모든 스케쥴, 활동 및 태스크 조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인쇄 미리보기의 경우, 개발자는 스케쥴 조작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인쇄 결과를 알 수 있다.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 전체(스마트 태그를 포함함)가 인쇄된다. 개발자는 파일 메

뉴로부터 "인쇄 미리보기(Print Preview)"를 선택하거나 수직 스크롤바에서 최상단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인쇄 미리보

기를 호출할 수 있다. 호출될 때, 디폴트 뷰는 원본의 40% 크기이다.

개발자는 여러가지 페이지 레이아웃을 지시하고 여백, 머리말/꼬리말 옵션같은 통상적인 문서 특징을 지정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작업 흐름을 스케일링하여 이를 정렬할 수 있다. 크기가 고정된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 내에는 2개의 탭이 있

다. 첫번째 탭은 페이지 관련 데이터를 상세히 기술한다. 종이 크기, 종이 공급원 및 방향에 대한 값들이 기본 프린터로부

터 검색된다. 기본적으로, 여백은 모든 모서리로부터 1인치이다. 마지막으로, 배율에 대한 기본값은 정상 크기의 100%로

조정된다. 페이지 상에서의 중심 맞추기에 대한 디폴트는 없다.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의 두번째 탭은 머리말 및 꼬리말 옵

션에 대한 것이다. 여백에 대한 기본값은 0.5인치이고 가운데 정렬이다. 인쇄 페이지에 대한 머리말 및 꼬리말을 제공하는

많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와 같이, 텍스트는 템플릿화되어 있다. 디폴트 템플릿 옵션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Page {#}

- Output: Page 1

- Page {#} of {##}

- Output: Page 1 of 10

- {FullFileName}, Page {#} of {##}

- Output: C:＼Test Plan＼OE Designer Test Plan.doc, Page 1 of 10

- {FullFileName}, Page {#}

- Output: C:＼Test Plan＼OE Designer Test Plan.doc, Page 1

- {FileName}, {Date}, {Time}, Page {#}

- Output: C:＼orchestration engine designer Test Plan.doc, 04/07/04, Page 1

- {FileName}, Page {#} of {##}

- Output: C:＼orchestration engine designer Test Plan.doc, Page 1 of 10

- {FileName}, Page {#}

- Output: C:＼orchestration engine designer Test Plan.doc, Page 1

- Prepared by {User} {Date}

- Prepared by JoeUser 0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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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 Page{#}, Date

- JoeUser, Page 1, 04/07/04

- {custom}

- User defined

이들 템플릿 옵션은 머리말 및 꼬리말 둘다에 대해 이용가능하다. 그렇지만, 개발자는 "커스텀(Custom)" 텍스트 박스에 그

자신의 텍스트를 지정할 수 있다.

접근성 및 키보드 내비게이션

조정 엔진 디자이너는 구성되고 예정된 스케쥴을 활동별 레벨에서 내비게이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하의 키보드 내비

게이션이 지원된다.

- 개발자는 위, 아래, 좌 및 우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스케쥴을 탐색할 수 있다.

- 복합 활동은 "+" 키를 사용하여 확장되고 "-"를 사용하여 축소될 수 있다.

- 개발자는 e-이스케이프 키를 누름으로써 드래그-드롭 동작이 행해지는 동안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엔터키를 치는 것은 활동을 더블클릭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UI 영속성

디자이너는 이하의 아이템들에 대한 UI 구성을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즉, 줌, 인쇄 미리보기 상태, 스크롤 바 위치, 선택, 및 복합 활동에 대한 확장 및 축소 상태를 비롯한 활동 디자이너 상세,

스코프 및 스케쥴에 대한 작업 흐름 - 예외 - 이벤트 상태, 제약 활동 그룹(CAG) 편집 또는 미리보기 모드, (예를 들어,

CAG, 이벤트 및 예외에 대한) 활동 미리보기에서의 현재 활성인 활동 및 인라이닝 상태.

XOML 뷰

스케쥴을 생성할 때,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2개의 개별적인 아이템, 즉 작업 흐름의 편집가능한 그래픽 표현(XML로서 처

리되는 것이 요망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음) 및 코드 비사이드(예를 들어, C# 또는 비쥬얼 베이직)를 사용하여 작업한

다. 이 정의는 XML 또는 XOML로서 처리될 수 있다. XOML은 스케쥴의 XML 표현이다. 프로세스/작업 흐름 디자이너의

목적은 개발자가 이 XML을 신속하게 생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개발자는 풍부한 그래픽 프로세스/작업 흐름 뷰와 스키마-기반 XML 뷰(XOML 뷰) 간의 토글할 수 있다. 이를 하기 위해,

개발자는 작업 흐름 디자이너 윈도우의 좌측 하단 코너에 위치한 소형 버튼을 사용하거나 핫키 F7(XOML의 경우) 및 시프

트-F7(프로세스/작업 흐름 뷰의 경우)에 의해 뷰들 간에 전환할 수 있다. XOML 에디터는 인텔리센스(IntelliSense), 컬러

화(colorization), 메소드 팁(method tip) 및 명령문 완성(statement completion)을 제공한다. 개발자는 콘트롤키와 스페

이스바를 동시에 누름으로써 인텔리센스를 호출할 수 있다. 표준 C#/VB 에디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Xoml 뷰는 Xoml 정

의를 요약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은 우측 클릭을 하여 "개요(Outlining)" 컨텍스트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이용가능하다.

테마 애트리뷰트

테마를 활동 디자이너와 연관시키기 위해, 활동 디자이너는 ThemeAttribute로 장식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이너

작성자는 테마 관련 메타데이터를 디자이너와 연관시킬 수 있다. 테마 기반구조는 디자이너가 생성될 때 이 메타데이터를

선택하고 디자이너 시각화를 렌더링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디자이너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하는 테마 애트리뷰트를

send 디자이너와 연관시키는 방법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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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애트리뷰트 클래스는 2개의 파라미터, 즉 디자이너와 연관된 테마 객체의 타입 및 테마 객체가 그로부터 초기화되는

초기화기 XML을 취한다. 초기화기 XML은 선택적인 파라미터이다.

<표 B2> 테마 애트리뷰트 클래스 멤버

 멤버 이름  설명

 DesignerThemeType

 DesignerThemeType은 활동 디자이너와 연관된 디자이너 테마 클래스의 타입을 지정한다. 이 테

마 클래스는 디자이너가 테마 지원에 참여할 때 그 자신을 모핑하는 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보

유한다. 활동 디자이너 작성자는 그의 디자이너의 렌더링에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자

신의 테마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다.

 Xml

XML 애트리뷰트는 디자이너 작성자에 의해 지정된 DesignerThemeType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되는

XML을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xml 애트리뷰트는 다른 유형의 값들을 가질 수 있으며 이하의 것

중 하나일 수 있다.

a. DesignerThemeType이 존재하는 어셈블리 내에 내장된 XML 매니페스트 리소스

b. 디자이너 테마가 그 일부인 부모 테마와 동일한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일 수 있다

c. 로드되어 역직렬화될 수 있는 XML 스트링일 수 있다.

디자이너 테마를 디자이너와 연관시키는 것 이외에, 디자이너 작성자는 디자이너의 시각화 데이터를 추상화한다. 디자이

너 작성자는 렌더링, 레이아웃 등의 동작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위해 파생된 디자이너 테마 클래스를 쿼리할 수 있다.

DesignerTheme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이며, 이로부터 모든 디자이너 테마가 파생되어야만 한다. 이 클래스는 모든 디

자이너가 테마 지원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DesignerTheme 클래스 내의 기본 데이터 멤

버는 다음과 같다.

<표 B3> DesignerTheme 클래스 내의 기본 데이터 멤버

 멤버  설명

 DesignerType
 DesignerTheme과 연관된 디자이너의 타입. 이 정보는 리소스 네임스페이스를 분석하고 테마를 디자이너

타입과 연관시키는 데 사용된다.

 ApplyTo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 디자이너의 전체 이름(fully qualified name)

상기 멤버들은 개별적인 디자이너의 테마와의 연관을 제공한다. 각 디자이너가 그 자신을 렌더링하기 위해 부가의 정보를

가져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DesignerTheme 클래스로부터 디자이너 관련 테마 클래스를 파생시키고 관련

정보를 그 클래스에 배치함으로써 행해진다.

ActivityDesignerTheme 클래스는 Send, Receive, Delay 등의 간단한 디자이너에 대한 테마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간단한 디자이너는 그 아래에 다른 디자이너의 계층 구조를 갖지 않으며, ActivityDesignerTheme 클래스 내의 정보에 기

초하여 그 자신을 렌더링할 수 있다. 각 디자이너는 그 자신을 렌더링하기 위해 ActivityDesignerTheme 클래스를 초기화

하는 데 사용하는 그 자신의 초기화기 XML을 갖는다. 이하는 그의 추상화된 시각화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ActivityDesignerTheme 클래스를 사용하는 디자이너의 리스트이다:

ActivityDesigner, CodeDesigner, CompensateDesigner, DelayDesigner, FaultDesigner,

InvokeWebServiceDesigner, ReceiveDesigner, ReceiveRequestDesigner, ReceiveResponseDesigner,

SendDesigner, SendRequestDesigner, SendResponseDesigner, SuspendDesigner, 및 TerminateDesigner.

이하는 ActivityDesigner 클래스의 멤버들이다.

<표 B4> ActivityDesigner 클래스의 멤버들

 멤버 이름  설명

 Geometry
 테마가 지원하는 디자이너의 지오메트리. 지원되는 지오메트리는 Rectangle, RoundedRectangle,

Ellipse, Diamond이다. 지오메트리는 디자이너의 주변 테마로부터 획득된다.

 Size  디자이너의 크기. 이것은 주변 테마의 디자이너 스타일 멤버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Foreground
 디자이너의 전경색, 폭 및 스타일. 전경 정보는 디자이너 전경을 렌더링하는 데 사용될 펜의 타입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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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der
 디자이너의 경계색, 폭 및 스타일. 경계 정보는 디자이너의 경계를 드로잉하는 펜을 생성하기 위

해 사용된다.

 Background  배경색, 구배 등. 이 정보는 디자이너의 배경을 드로잉하는 데 사용될 브러쉬 관련 정보이다.

 ImageSize  디자이너와 연관된 이미지 크기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다.

 Font  디자이너상에 텍스트를 렌더링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다.

 PenWidth
 디자이너를 렌더링하는 데 사용되는 펜 폭. 이것은 주변 테마 멤버 디자이너 스타일에 의해 정의

된다.

 Pens and Brushes
 모든 테마는 색상과 연관된 펜 및 브러쉬에 대한 액세서(accessor)를 포함한다. 테마는 이들 펜

및 브러쉬를 버퍼링하고 테마가 폐기될 때 이를 파기한다.

CompositeDesignerTheme 클래스는 Parallel 또는 Sequence 등의 복합 디자이너의 시각화 정보를 추상화하는 데 사용

된다. 이 클래스는 복합 디자이너에서 커넥터 및 머리말/꼬리말의 렌더링에 관련된 정보를 보유한다.

ActivityDesignerTheme 클래스의 멤버 이외에, CompositeDesignerTheme 클래스는 이하의 프로퍼티를 포함한다.

<표 B5> CompositeDesignerTheme 클래스의 프로퍼티

 멤버  설명

 ShowDropShadow  복합 디자이너 주변에 드롭 쉐도우가 드로잉되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부울 프로퍼티

ConnectorStartCap

ConnectorEndCap
 CompositeDesigner에서 사용되는 커넥터의 스타일에 관한 정보

 ShowWatermark  워터마크가 보여질 필요가 있는지를 가리키는 부울 플래그

 Watermark
 CompositeActivityDesigner에서 워터마크로서 드로잉될 이미지의 소스. 이 프로퍼티는

스트링 타입을 가지며, 상대 파일 경로 또는 리소스 네임스페이스일 수 있다.

 Vertical and Horizontal

connector sizes
 CompositeDesigner에 사용되는 커넥터의 크기

 ExpandButtonSize  CompositeDesigner의 확장 버튼의 크기

 Pens and Brushes  테마를 렌더링하는 데 사용되는 펜 및 브러쉬

이하는 그와 연관된 CompositeDesignerTheme을 갖는 디자이너들의 리스트이다:

CompositeActivityDesigner, CompensationHandlerDesigner, ConditionalDesigner, ConditionedDesigner,

EventDrivenDesigner, EventHandlerDesigner, ExceptionHandlerDesigner, CompositeScheduleDesigner,

ListenDesigner, ParallelDesigner, ScopeDesigner, SequenceDesigner, GenericTaskDesigner, WhileDesigner.

PreviewDesignerTheme은 아이템 스트립의 형태로 그 안에 자식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디스플레이하는 CAG,

ExceptionHandlerDesigner 등과 같은 디자이너와 연관되어 있다. 이 클래스는 아이템이 표시되는 미리보기 윈도우 뿐만

아니라 아이템 스트립을 렌더링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CompositeDesignerTheme 클래스의 멤버들 이외

에, PreviewDesignerTheme 클래스는 이하의 프로퍼티를 포함한다.

<표 B6> PreviewDesignerTheme 클래스의 프로퍼티

 멤버  설명

 ItemSize
 미리보기 스트립에 디스플레이되는 아이템의 크기. 이것은 주변 테마의 디자이너 스타일 프로퍼

티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ItemCount
 미리보기 스트립에 디스플레이될 아이템의 수. 이것은 주변 테마의 디자이너 스타일 프로퍼티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PreviewWindowSize  미리보기 윈도우의 크기. 이것은 디자이너 스타일 enum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PreviewButtonSize  미리보기 버튼의 크기. 이것은 디자이너 스타일 enum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BackColor  미리보기 스트립 및 미리보기 윈도우의 배경 색상

 Pens and Brushes  미리보기 디자이너 테마를 드로잉하는 데 사용되는 펜 및 브러쉬

이하는 그와 연관된 PreviewDesignerTheme을 갖는 디자이너의 리스트이다:

ActivityPreviewDesigner, CAGDesigner, EventHandlerDesigner 및 ExceptionHandler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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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Theme 클래스는 WorkflowView와 연관되어 있으며, WorkflowView를 렌더링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클래스에 포함된 정보는 선택, 스마트 태그, 확장 버튼 등과 같은 모든 디자이너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시각화 옵션에 관

한 것이다. 이것 이외에, 그리드, 작업 흐름 배경, 워터마크 등과 같은 것들을 드로잉하는 것에 관한 정보도 이 클래스에 포

함되어 있다.

DesignerTheme 클래스의 멤버들 이외에, ServiceRootDesignerTheme은 이하의 프로퍼티를 포함한다.

<표 B7> ServiceRootDesignerTheme의 프로퍼티

 멤버  설명

 ShowSmartTags  디자이너 화면 상에 스마트 태그를 나타냄

 ShowScrollIndicators  스크롤링이 가능할 때 자동 스크롤 표시자를 나타냄

 ShowDropIndicators  오토 스냅인 드롭 표시자를 나타냄

 WorkflowShadow  작업 흐름을 3차원으로 드로잉함

 WorkflowGrayscale  작업 흐름을 흑백으로 드로잉함

 DropHiliteColor  하일라이트 색상을 드롭함

 Selection Colors  선택 전경 및 패턴 색상

 Workflow Colors  작업 흐름 전경, 배경 및 작업 영역 색상

 Workflow Watermark  작업 흐름 상에 나타낼 워터마크

 Font  텍스트를 렌더링하는 데 사용되는 폰트

 TextQuality  텍스트 품질 애니엘리어스(AniAlias) 대 정상

 DesignerStyle
 디자이너 스타일, 소/중/대. 이 프로퍼티는 펜 두께 및 렌더링된 엘리먼트의 서로 다른

크기를 정의함

 DrawRounded  디자이너 경계에 둥근 모서리를 드로잉함

 ContentAlignment  디자이너에서의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정렬

 Contents  디자이너에 렌더링할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ShowDesignerBorder  디자이너 경계를 보임/감춤

 Margin  여백 크기. 이것은 디자이너 스타일에 기초함

 SelectionSize  디자이너 스타일에 기초한 선택 크기

 SmartTagSize  디자이너 스타일에 기초한 스마트 태그 크기

 ScrollIndicatorSize  디자이너 스타일에 기초한 스크롤 표시자 크기

 DropIndicatorSize  디자이너 스타일에 기초한 드롭 표시자 크기

 Pens burshes and images  작업 흐름을 렌더링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펜, 브러쉬 및 이미지

테마가 디자이너와 연관되면, 디자이너는 테마 파라미터가 필요한 경우 레이아웃, 렌더링 또는 임의의 다른 활동을 수행할

때 이를 사용한다. GetDesignerTheme 메소드는 디자이너 타입을 파라미터로서 취한다. 이 메소드를 호출한 결과,

Theme 클래스는 디자이너와 연관된 DesignerTheme 파생된 테마 클래스를 반환한다. 디자이너는 이어서 디자이너를 렌

더링하기 위해 DesignerTheme 클래스와 연관된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esignerTheme 파생된 클래스

내의 여러가지 파라미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테마 클래스는 현재의 디자이너 테마, 테마와 연관된 리소스를 관리하는 일

및 사용자가 테마를 변경할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일을 맡고 있다.

Theme 클래스는 DesignerTheme을 관리하는 기반구조를 포함한다. 이하는 Theme 클래스의 함수들이다.

- DesignerTheme를 직렬화/역직렬화함

- 직렬화 프로세스 동안 에러를 보고함

- 테마가 변경될 때 이벤트를 발생시킴

- 서로 다른 디자이너와 연관된 DesignerTheme 클래스를 관리함

- 테마 리소스를 관리하고, 드로잉하기 위해 생성된 객체들에 대한 캐쉬로서 기능함

- 내포된 DesignerTheme에 의해 요청된 리소스 분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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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클래스는 디자이너에서 테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하의 프로퍼티를 노출시킨다.

<표 B8> Theme 클래스의 프로퍼티

 멤버  설명

 정적 프로퍼티

 CurrentTheme
 디자이너를 렌더링하는 데 사용되는 현재 테마 객체를 반환함. 현재 테마 객체는

DesignerTheme 및 그와 연관된 리소스를 관리함

 EnableThemeEvent

 ThemeChange 이벤트의 발생을 정지시키는 부울 프로퍼티. 이것은 사용자가 일시적인 테마

를 적용하고 또 그것이 디자이너 렌더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자 할 때 요구된

다.

 LoadTheme(FileName)  테마 파일로부터 테마를 로드하고 현재 테마를 설정함

 SaveTheme(FileName)  현재 테마를 파일에 저장함

 ThemeChanged event  ThemeChanged 이벤트는 현재 테마가 변경될 때 발생된다.

 인스턴스 프로퍼티

 Name  현재 테마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

 Version  테마와 연관된 버전

 Description  테마의 상세 설명

 ContainingDirectory  테마가 존재하는 디렉토리

 DesignerThemes  영속성을 위해 사용되는 디자이너 테마의 컬렉션

 AmbientTheme  작업 흐름 뷰와 연관된 주변 테마

 GetDesignerTheme(Type)  디자이너 타입이 주어진 경우, 관련된 DesignerTheme를 반환함

테마 클래스는 리소스 및 테마 정보의 보유가 전역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 디자이너를 렌더링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디자이너 테마를 보유한다. 모든 이들 리소스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갖는 디자이너들의 서로 다른 인스턴스들에 걸쳐

공유된다. 이것은 리소스 풀의 드레이닝(draining)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가 객체를 재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킨다.

테마 클래스는 또한 정적 ThemeChanged 이벤트를 노출시킨다. 모든 작업 흐름 뷰는 이 이벤트를 리스닝하고 있다. 사용

자가 현재 테마를 변경할 때, 테마 클래스는 모든 작업 흐름 뷰가 리스닝하고 있는 ThemeChanged 이벤트를 발생한다. 작

업 흐름 뷰는 이어서 IActivityDesigner.OnThemeChanged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그 자신 및 그가 포함하는 디자이너를

교체한다. 각 디자이너는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할 수 있고 테마 변경 이벤트에 응답하여 커스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각각의 개별적인 디자이너가 그 자신을 렌더링하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파라미터를 기술하는 특정 테마를 작성

함으로써 디자이너 화면의 외관을 모핑할 수 있다. 사용자는 테마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다. 테마 파일은 각

디자이너에 대한 테마 파라미터를 기술하는 개별적인 디자이너 테마 섹션을 포함하는 XML 파일이다. 사용자는 테마 파일

을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거나 디폴트 UI를 사용할 수 있다.

<표 B9> 테마 파일 포맷의 구문

 구문 이름  설명

 Theme Element: 디자이너 화면에 적용될 테마를 정의하는 데 사용됨

 Name
 이하에 기술되는 테마 구성 대화상자에서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될 테마 이름. 이것은

테마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임

 Description  테마를 기술하는 상세 설명

 Namespace

 Theme 클래스가존재하는 어셈블리 적격 네임스페이스.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 네임스페이스는 테마 클래스가 존재하는 네임스

페이스이다. 이것은 테마 파일의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이다.

 DesignerThemes Element: 개별적인 디자이너 테마의 컬렉션을 정의하는 데 사용됨

 ThemeObjName Element: 디자이너 시각화 데이터에 관한 추상화된 정보를 포함하는 디자이너 테마 파생 클래스

 ApplyTo  테마가 적용되어질 디자이너의 전체 이름(fully qualified name)

 Namespace

 디자이너 테마 클래스의 어셈블리 적격 네임스페이스. 테마 객체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에 없는 경우, 개발자는 디자이너 테마 클래스가 존재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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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e properties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갖는 DesignerTheme 클래스와 연관된 프로퍼티(예를 들어,

Geometry, Rendering Hint)

 Composite Properties  DesignerTheme 클래스와 연관된 복합 프로퍼티(예를 들어, Size, Text)

XML 파일의 수동 편집은 테마를 생성하는 한 방법이다. 테마를 생성하는 다른 방법은 제공된 UI를 사용하는 것이다. 비쥬

얼 스튜디오 내의 디자이너를 사용할 때, 테마를 커스터마이즈하는 UI는 도구(Tools)->옵션(Options)->작업 흐름 디자이

너(Workflow Designer) -> 테마(Theme) 아래에 나타내어져 있다. 테마 UI는 재호스팅가능하다. 조정 엔진 디자이너가

비쥬얼 스튜디오 밖에서 호스팅되는 경우, 사용자는 테마 UI를 호스팅하는 그 자신의 대화상자를 작성할 수 있다. 비쥬얼

스튜디오 밖에서 테마 UI를 재호스팅하기 위해, 사용자는 ThemePage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

테마 UI는 테마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용자는 기존의 테마를 선택할 수 있거나 새로운 테마를

생성하기 위해 기존의 테마를 선택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테마를 수정하면, 사용자는 저장 버튼을 선택함으

로써 그 테마를 다른 테마 파일로서 저장할 수 있다. 테마 UI는 2가지 서로 다른 모드, 즉 프로퍼티 구성 모드 및 디자이너

미리보기 모드로 동작한다. 사용자는 미리보기 모드 버튼을 사용하여 이들 간을 이동할 수 있다.

프로퍼티 구성 모드에서, 사용자는 개별적인 디자이너를 선택할 수 있다. 디자이너가 드롭다운으로부터 선택될 때, 디자이

너와 연관된 프로퍼티들이 프로퍼티 브라우저에 표시된다. 사용자는 디자이너의 외관을 수정하기 위해 이들 프로퍼티를

전환할 수 있다. 개별적인 프로퍼티를 수정하는 효과는 디자이너 미리보기 모드로 전환함으로써 볼 수 있다. 디자이너 미

리보기 모드에서, 디자인 화면은 대화상자 내에 호스팅된다. 임시적인 활동 트리가 개별적인 디자이너에 대한 테마 변경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메모리에 생성된다.

자동 스크롤

자동 스크롤 기능은 사용자가 드래그 드롭 동작을 수행하거나 자동 패닝을 행하면서 작업 흐름의 임의의 부분으로 신속하

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자동 스크롤 기능은 자동 스크롤 표시자를 부가함으로써 향상된다. 자동 스크롤 표시자는 사용

자가 자동 스크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각적 길잡이이다. 자동 스크롤 표시자 기능은 디

자이너 사용성을 향상시킨다.

WorkflowView는 자동 스크롤 표시자가 디스플레이될 필요가 있을 때를 나타내는 부울값을 반환하는

ShowAutoScrollIndicators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지원한다. WorkflowView는 스크롤이 가능한 방향을 나타내는 비트맵

을 포함한다. 자동 패닝 또는 드래그 드롭 이벤트의 경우, WorkflowView는 그의 클라이언트 영역의 페인팅을 요청한다.

페인팅 요청에 응답하여, 드로잉 로직을 오버라이드함으로써 자동 스크롤 표시자를 반투명 방식으로 드로잉한다.

사용자는 종종 뷰포트(임의의 시점에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작업 흐름 뷰의 일부)에 맞지 않는 작업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작업 흐름 뷰는 관련 수평 및 수직 스크롤 바를 갖는다. 사용자가 새로운 객체를 도구 상자로부터 드래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 흐름의 부분 상에 드롭하고자 하거나 작업 흐름 내의 활동들을 재정렬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인

시나리오이다. 이것은 소규모 작업 흐름에 대해서는 스크롤하지 않고 가능하지만, 대규모 작업 흐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객체를 뷰포트 밖에 드롭하고자 할 때 디자이너를 스크롤할 필요가 있다. 작업 흐름 뷰에 구현된 자동 스크롤 기능은 사용

자가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자동 스크롤 구역 상에서 이동할 때 작업 흐름을 스크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하는 이

것이 행해지는 방법을 나타낸 의사 코드이다.

- 모든 드래그 드롭 메시지에 대해

- if 메시지가 드래그 이동되면 then

- if 작업 흐름 뷰가 뷰포트에 맞지 않으면

- 모서리를 따라 작업 흐름 영역의 10%를 취하여 자동 스크롤 구역을

계산함

- if 마우스 동작의 좌표가 자동 스크롤 영역 및 작업 흐름 뷰 스크롤

내에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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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스크롤 타이머를 트리거함

- 자동 스크롤 구역 내의 마우스 위치에 기초하여 타이머에서

스크롤 위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

- else

- 자동 스크롤 타이머를 종료시킴

드래그 및 드롭 커넥터 장식

이 기능은 드래그 및 드롭 동작의 사용성을 향상시킨다. 사용자가 드래그를 시작할 때, 컴포넌트 디자이너는 자동적으로

드래그된 컴포넌트의 드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커넥터들을 구별한다. 커서가 커넥터에 충분히 가까이 가면, 드래그된 이

미지는 커넥터로 스냅인(snap in)한다. 작업 흐름 뷰는 활동들에 대한 장식을 부가하는 장식 서비스를 포함한다. 장식 서비

스는 모든 활동들의 드로잉이 행해진 후에 활동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UI 글리프를 드로잉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어떤 글리프도 다른 활동에 의해 드로잉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따라서 글리프를 특별 취급한다. 현재 활동들은 여러가지 유

형의 글리프를 지원하며, 이들은 불충분 구성, 선택, 선택가능 커넥터, 중단점 등을 포함한다. 장식 서비스 클래스는 작업

흐름 뷰의 private 도움말 클래스로서 볼 수 있다. 장식 서비스는 글리프가 활성으로 될 때 글리프를 다르게 표현하는 일을

맡고 있다. 글리프는 사용자에 의해 글리프 상에서 수행되는 마우스 동작에 기초하여 활성으로 될 수 있으며, 이들은 마우

스 허버(mouse hover, 마우스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 또는 마우스 클릭을 포함한다. 활성 글리프는 활성인지 여부

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들은 드롭 다운 메뉴를 보여주는 것 또는 프로퍼티 브라우저로의 이동을 트리거

하는 것, 활동들에 대한 스마트 태그 동작 글리프를 보여주기 위해 검증 루틴을 트리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활동 상에 글리

프를 부가하는 것 이외에, 장식 서비스는 IPropertyValueUIService를 사용함으로써 프로퍼티 브라우저에 대한 글리프를

부가한다. 장식 서비스는 글리프와 연관된 디자이너 동작을 비쥬얼 스튜디오 IDE의 태스크 리스트에 부가하는 일을 맡고

있다.

생성 시에, 장식 서비스는 서로 다른 이벤트를 리스닝하기 시작하며, 이에 기초하여 활동 디자이너는 글리프를 표현할 필

요성을 느낄 수 있다. 이들 이벤트로는 이하의 것이 있다.

IComponentChangeService

ComponentChanged: 컴포넌트 프로퍼티가 변할 때 트리거됨

ComponentAdded: 새로운 컴포넌트가 부가될 때 트리거됨

ComponentRemoved: 컴포넌트가 제거될 때 트리거됨

ISelectionService

SelectionChanged: 디자이너에서 선택이 변경될 때 기동됨

IPropertyValueUIService

AddPropertyValutUIHandler: 프로퍼티 브라우저에서 선택 변경 또는 프로퍼티 리프레쉬 시에 기동됨

ITypeProvider

TypesChanged: 새로운 타입이 타입 시스템에 부가/제거될 때 기동됨

상기 이벤트 중 하나가 트리거될 때마다, 장식 서비스는 그 다음 아이들 메시지(idle message)를 기다린다. 아이들 메시지

에서, 장식 서비스는 활동 디자이너에 글리프와 연관된 디자이너 동작을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며 가시 디자이너를 무효

화한다. 디자이너 동작 요청은 배경 검증을 트리거한다. 업데이트된 디자이너 동작을 가져온 후에, 장식 서비스는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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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와 연관된 동작들을 태스크 리스트에 두고 또 프로퍼티 브라우저에 프로퍼티에 대한 아이콘을 보여주는

IPropertyValueUIService에 대해 NotifyPropertyValueUIItemsChanged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변경에 관하여 프로퍼티

브라우저에 통지한다. 이 아이콘이 클릭되면, 프로퍼티와 연관된 디자이너 동작이 트리거된다. 이어서, 장식 서비스는 모

든 디자이너를 지나면서 그의 글리프를 가져오고 디자이너의 상부에 글리프를 드로잉한다. 마우스 허버 또는 클릭이 임의

의 글리프 상에서 행해질 때, 장식 서비스는 글리프를 활성화시키고 디자이너 동작을 보여준다.

활동 디자이너에 의해 반환된 모든 글리프는 DesignerGlyph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로부터 파생된다. 이 클래스는 각 글리

프와 관련된 거동을 정의한다. 이하는 DesignerGlyph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이다. 이하의 표는 DesignerGlyph 클래

스 내의 메소드 및 그의 용법을 설명한 것이다.

<표 B10> 글리프 메소드

 메소드

 GetActivatedBounds  글리프가 활성화될 때 글리프 경계를 반환함

 DrawActivated  활성된 상태에서 글리프를 드로잉함

 Clicked  글리프에 사용자가 글리프에 대한 동작을 수행하였음을 알려줌

 GetBounds  글리프의 경계를 반환함

 Draw  정상 상태에서 글리프를 드로잉함

글리프는 그와 연관된 디자이너 동작을 가질 수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디자이너 동작은 사용자가 글리프를 활성화할 때

수행될 필요가 있는 일련의 사용자 동작이다. DesignerAction 클래스는 사용자 동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DesignerAction 클래스는 메뉴 아이템을 디스플레이하는 데 사용되는 DesignerVerb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된다.

DesignerAction은 또한 장식 서비스에 의해 태스크 아이템을 부가하는 데 사용된다.

이하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디자이너에 의해 현재 사용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글리프이다.

<표 B11> 여러가지 유형의 글리프

 글리프 및 그의 용도

 SmartTagGlyph

 수행된 검증에 응답하여 활동 디자이너 상에 불충분한 구성 아이콘을 드

로잉하는 데 사용됨. 사용자가 이 아이콘을 클릭할 때, 사용자 동작이 메

뉴 형태로 디스플레이된다.

 SelectionGlyph  선택된 상태에서 활동 디자이너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베이스 클래스

 PrimarySelectionGlyph  활동 디자이너 선택 상태를 1차 선택 상태로서 나타냄

 NonPrimarySelectionGlyph  활동 디자이너 선택 상태를 비 1차 선택 상태로서 나타냄

 ConnectorSelectionGlyph  선택된 상태에 대한 커넥터 글리프를 드로잉하는 베이스 클래스

 PrimaryConnectorSelectionGlyph  1차 선택 상태에 대한 커넥터 글리프를 드로잉함

 NonPrimaryConnectorSelectionGlyph  비 1차 선택 상태에 대한 커넥터 글리프를 드로잉함

 BreakPointGlyph  활동 디자이너 상에 중단점 글리프를 드로잉함

현재 드래그된 객체를 수락할 수 있는 커넥터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장식 서비스를 통해 드로잉된다. IDesignerService는

모든 활동 디자이너가 드래그된 객체에 액세스하여 모든 현재 커넥터와 대조하여 이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퍼

티 "IComponent[] DraggedComponents"를 노출한다(어떤 디자이너는 그의 커넥터의 서브셋에 대해서만 드롭을 허용할

수 있다). public override DesignerGlyph[] Glyphs 메소드를 통해 모든 장식 글리프에 대해 활동이 요청될 때, 활동은,

- IDesignerService에 대한 DraggedComponents 프로퍼티에 액세스함으로써 디자인 화면이 현재 드래그 앤 드롭 동작

중에 있는지 검사한다.

- 모든 커넥터에 대해,

- 커넥터가 드롭 동작을 허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CanInsertActivities()를 호출한다.

- DesignerHelpers.IsContextReadOnly()에 의해 디자이너가 읽기 전용 사이트에 있는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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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커넥터에 대해 ConnectorDragDropGlyph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드래그된 이미지를 갖는 커서가 드롭이 인에이블된 영역 상을 이동할 때, 드래그된 이미지는 커넥터의 중간으로 스냅한다.

- OnDragEnter() 및 OnDragOver() 이벤트는 첫번째 파라미터로서 WorkflowDragEventArgs의 인스턴스를 가져온다.

- WorkflowDragEventArgs는 디자이너가 드래그된 디자이너를 주어진 점으로 스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

도록 해주는 프로퍼티 public Point SnapInPoint{}를 갖는다.

- WorkflowView 콘트롤은 임의의 디자이너가 드래그된 이미지를 요청했는지를 검사하고

- 이미지에 대한 반투명 모드를 제거하고

- 디자이너 요청 위치에 이미지를 위치시키며,

- SequentialActivityDesigner는 이를 소유하는 경우 현재 드롭 타겟의 가운데를 나타내기 위해 OnDragEnter() 및

OnDragOver() 이벤트를 오버라이드한다.

팬/줌 도구

본 발명은 이하의 도구, 즉 줌인/줌아웃(줌 레벨을 증가/감소시키고 클릭된 점 근방에 뷰의 중심을 맞춤) 및 팬(클릭될 때

디자인 화면을 "잡아서" 이를 근방으로 드래그할 수 있게 해주는 손)을 포함한다. 모든 도구가 완전히 마우스 및 키보드 이

벤트의 처리를 오버라이드하기 때문에, 전략 디자인 패턴은 모든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대체가능한

IDesignerMessageFilter 객체를 생성한다. 인터페이스 IDesignerMessageFilte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nternal interface IDesignerMessageFilter

{

Cursor Cursor {get;}

CommandID Command {get;}

void OnContextMenu(Point location);

void OnMouseDown(MouseEventArgs eventArgs);

void OnMouseMove(MouseEventArgs eventArgs);

void OnMouseUp(MouseEventArgs eventArgs);

void OnMouseDoubleClick(MouseEventArgs eventArgs);

void OnMouseEnter(EventArgs e, Point mousePosition);

void OnMouseHover(EventArgs e, Point mousePosition);

void OnMouseLeave(EventArgs e);

void OnMouseCapture(EventArgs e);

void OnMouseWheel(MouseEventArgs eventArgs, Keys modifier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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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OnDragEnter(DragEventArgs drgevent);

void OnDragOver(DragEventArgs drgevent);

void OnDragLeave(EventArgs e);

void OnDragDrop(DragEventArgs drgevent);

void OnGiveFeedback(GiveFeedbackEventArgs gfbevent);

void OnQueryContinueDrag(QueryContinueDragEventArgs qcdevent);

void OnKeyDown(KeyEventArgs eventArgs);

void OnKeyUp(KeyEventArgs eventArgs);

}

이 함수들은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 키보드 이벤트 핸들러 및 메시지 필터 및 그의 상태에 기초하여 WorkflowView 커서

형상을 변경하는 UpdateCursor() 함수로 분할된다.

작업 흐름 뷰 자체는 디자이너 메시지 필터의 디폴트 거동을 구현한다. 줌 기능을 위해 (줌인 및 줌아웃에 대해 하나씩, 사

용자는 시프트 키를 누름으로써 줌인/줌아웃 모드 간에 전환할 수 있다) 및 패닝 기능을 위해 2개의 메시지 필터가 존재한

다.

XomlDocumentRootView

XomlWindowPane에 의해 생성된 콘트롤은 XomlDocumentRootView이다. 이 콘트롤은 수직 스크롤바 및 수평 스크롤바

를 갖는다. 또한, 수평 스크롤바의 좌측 및 수직 스크롤바의 하단측 상에 탭 버튼이 있다. 수평 스크롤바 상에 있는 탭 버튼

은 다중 뷰의 호스팅을 디스플레이하는 데 사용된다. 첫번째 탭에서, 이는 작업 흐름 뷰인 surface.GetView()에 의해 반환

된 뷰를 호스팅하고, 두번째 탭 상에서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Xml 에디터를 호스팅한다. 수평 스크롤바에서 탭을 변경할

때, 이는 적절한 뷰 변경 이벤트를 기동한다. 이는 뷰를 생성하기 위해 IViewCreationService를 사용한다. 서로 다른 뷰

생성 서비스를 연계시킴으로써, 더 많은 뷰를 부가할 수 있다. 이하는 IViewCreationService의 인터페이스 정의이다.

public interface IViewCreationService

{

//이 프로퍼티는 뷰의 전체 개수를 제공한다. 이 프로퍼티의 값에 기초하여

//XomlDocumentRootView 객체는 수평 스크롤바에 탭을 디스플레이한다.

unit ViewCount {get;}

//이 메소드는 인덱스에 기초하여 뷰를 생성한다.

IDesignerView CreateView(IRootDesignerView parentView, int index);

//이 프로퍼티는 개별적인 인덱스와 연관된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Bitmap GetImage(int index);

//이 프로퍼티는 개별적인 인덱스에 대한 뷰와 연관된 텍스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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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평 스크롤바 내의 탭 위를 이동할 때 도구팁을 위해

//이 텍스트를 보여준다.

string GetText(int index);

}

이 서비스의 구현은 이하의 것을 행한다.

public interface IViewCreationService

{

//이 프로퍼티는 단지 2개의 뷰를 반환한다. 하나는 작업 흐름 뷰이고

//다른 하나는 xoml 파일의 텍스트 형태인 xoml 뷰이다.

unit ViewCount {get;}

//이 메소드는 인덱스 0에 대한 DesignSurface로부터 작업 흐름 뷰를

//가져오고, 역직렬화 에러가 있는 경우 작업 흐름 뷰 대신에 에러 뷰를

//반환한다. 인덱스 1에 대해서는 Xoml 뷰를 반환한다.

IDesignerView CreateView(IRootDesigner parentView, int index);

//이는 작업 흐름 뷰 및 마크업 뷰와 연관된 아이콘을 제공한다.

Bitmap GetImage(int index);

//이 프로퍼티는 개별적인 인덱스에 대한 뷰와 연관된 텍스트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수평 스크롤바 내의 탭 상에서 마우스를 이동시킬 때

//도구팁을 위해 이 텍스트를 보여준다.

string GetText(int index);

}

이와 같이 생성된 모든 뷰는 IDesignerView로부터 상속되어야만 한다. 이하는 IDesignerView의 인터페이스 정의이다.

public interface IDesignerView: IServiceProvider

{

//루트 뷰 객체를 가져오거나 설정함

IRootDesignerView RootView {get; set;}

//이것은 사용자가 탭을 누를 때 호출되어 이 뷰을 활성 상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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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Activate();

//사용자가 탭을 누르고 다른 뷰로 전환할 때,

//이전의 뷰에 대해 Deactivate()가 호출된다.

void Deactivate();

//이것은 뷰들 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bool IsDesigner {get;}

}

View Scope

이것은 디자이너에 부가될 때 스코프의 디폴트 뷰이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개발자는 이 뷰로 되돌아가게 된다.

View Exceptions

이 옵션을 선택하면 스코프와 연관된 예외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즉각 UI를 변경한다. 이것은 트랜잭션 타입이 장기 실

행(Long Running) 또는 없음(None)일 때 인에이블된다. 달리 말하면, 이 메뉴는 트랜잭션 타입이 원자적(Atomic)일 때는

이용가능하지 않다.

View Events

이 옵션을 선택하면 스코프와 연관된 이벤트 핸들러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즉각 UI를 변경한다.

View Compensation

이 옵션을 선택하면 스코프와 연관된 보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즉각 UI를 변경한다. 이것은 트랜잭션 타입이 장기 실행

(Long Running) 또는 없음(None)일 때 인에이블된다.

다른 UI 특징들

작업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다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 작업 흐름에 디스플레이되는 활동들 각각에 음영을 부가하는 가시

심도(visual depth)가 설정될 수 있다. 이것이 시각적 매력을 더하지만, 이는 작업 흐름 내의 모든 활동들에 대해 음영을 드

로잉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용자 상호작용을 약간 더디게 한다. 가시 심도는 0 내지 4일 수 있다. 이 숫자에 기초하여, 음영

깊이(shadow depth)가 결정된다. 가시 심도가 결정되면, 작업 흐름을 드로잉할 때마다 그의 메모리 스냅샷을 촬영하고 비

트맵에 그레이 스케일 변환을 적용한다. 이 그레이 스케일 비트맵은 이어서 Graphics 객체에 대해 가시 심도를 사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오프셋으로 렌더링된다. 이어서, 메모리 스냅샷의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를 그레이 스케일 비트

맵 상부에 복사한다. 따라서 작업 흐름에 3D 효과를 준다.

작업 흐름 뷰는 여러가지 레이아웃을 지원하며 따라서 사용자는 작업 흐름의 여러가지 표현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특징

은 또한 작업 흐름의 인쇄 미리보기를 보여주는 데 사용된다. 사용자는 인쇄 미리보기 모드에 있는 동안에 작업 흐름을 편

집, 여백을 설정, 머리말/꼬리말을 부가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사용자는 작업 흐름이 어떻게 인쇄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작업 흐름 뷰는 IWorkflowLayout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수의 레이아웃을 호스팅한다. 이 인터페이스

는 WorkflowView가 여러가지 레이아웃을 드로잉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레이아웃이 좌표 변환,

스케일링 및 드로잉 등의 특정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하는 새로운 레이아웃을 생성하기 위해 구현되는 프로퍼티 및 메소드이다.

<표 B12> 레이아웃에 대한 프로퍼티 및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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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퍼티

 Scaling

 레이아웃에 의해 행할 필요가 있는 스케일링을 가져옴. 어떤 레이아웃은 그 자신의 스

케일링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예를 들어, PrintPreviewLayout은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작업 흐름을 2*2 페이지에 맞도록 스케일링할 수 있어야 함).

 MaxExtent
 레이아웃의 최대 범위를 가져옴. 작업 흐름은 좌측, 가운데, 또는 우측 정렬될 수 있

음

 WorkflowAlignment
 작업 흐름의 정렬 오프셋을 가져옴. 작업 흐름은 좌측, 가운데, 또는 우측 정렬될 수

있음

 메소드

 PointInLayout
 좌표가 레이아웃 내에 있도록 유효한지를 검사함. 이것은 좌표가 유효한 것인지 무효

한 것인지를 판정하는 기능을 레이아웃에 제공함

 TransformViewPort
 좌표를 변환함으로써 레이아웃에 기초하여 물리적 뷰 포트를 논리적 뷰 포트로 변환

함.

 ReverseTransformViewPort  좌표를 변환함으로써 뷰 포트를 논리적 뷰 포트에서 물리적 뷰 포트로 변환함.

 TransformCoOrd  좌표를 물리 좌표에서 논리 좌표로 변환함

 ReverseTransformCoOrd  좌표를 논리 좌표에서 물리 좌표로 변환함

 Update
 레이아웃에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음을 통지함. 이 함수는 레이아웃을 렌더링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레이아웃에 의해 사용됨.

 Draw  레이아웃이 그 자신을 작업 흐름 뷰 상에 드로잉할 수 있게 해줌

디자이너는 디폴트 레이아웃 및 인쇄 미리보기 레이아웃을 지원한다. 디폴트 레이아웃은 작업 흐름의 간단한 표현이다. 이

레이아웃에서, 작업 흐름은 뷰 포트의 중앙에 있고, 레이아웃은 드로잉되어 있는 작업 흐름의 표현을 변경하지 못한다. 인

쇄 미리보기 레이아웃은 페이지의 상단에 작업 흐름을 드로잉함으로써 작업 흐름의 표현을 상당히 변경한다. 인쇄 미리보

기 레이아웃은 페이지 크기, 스케일링, 및 최대 범위를 계산하고 머리말/꼬리말을 렌더링하기 위해 인쇄 문서 및 페이지 설

정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 인쇄 미리보기 레이아웃은 작업 흐름이 프린터에서 어떻게 인쇄될 것인지를 정확히

나타낸다. 이 모드에서, 사용자는 여백을 설정할 수 있고, 머리말/꼬리말이 어떻게 디스플레이될지를 볼 수 있으며, 작업

흐름을 스케일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를 정렬할 수 있다. 인쇄 미리보기 레이아웃은 또한 사용자가 작업 흐름의 미리

보기를 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인쇄 미리보기 레이아웃은 스플라이스를 생성하여 서로 다른 페이지로서 이들

을 렌더링하기 위해 작업 흐름 비트맵을 다수의 조각으로 만든다.

드래그 드롭 표시자는 사용자가 작업 흐름 뷰 상에서 객체를 드래그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드래그 드롭 표시자는 드래

그 드롭 동작에 의해 어느 객체가 현재 데이터 객체로서 캐싱되는지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작업 흐름 뷰는

드래그 입력 이벤트를 수신할 때, 드래그된 컴포넌트를 역직렬화 및 캐싱하려고 한다. 뷰는 이어서 임시적인 비트맵을 생

성하고 컴포넌트의 아이콘 및 설명을 그 위에 드로잉함으로써 드래그된 컴포넌트의 시각적 표현을 메모리 비트맵의 형태

로 생성한다. 이어서, 어느 객체가 드래그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 메모리 비트맵이 마우스 커서와 함께 드로잉된

다. 드래그 동작이 끝날 때, 작업 흐름 뷰는 캐싱된 비트맵 및 컴포넌트를 파기한다.

작업 흐름 뷰는 2가지 유형의 좌표계를 지원한다. 클라이언트 좌표계는 물리 좌표계(Winforms 콘트롤에 의해 사용되기도

함) 및 논리 좌표계를 호출한다. 클라이언트 좌표계에서, 콘트롤의 좌상단점은 0,0이고, X 및 Y 좌표는 수직 및 수평으로

증가하며, 이 명령문은 스크롤바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true이다. 스크롤바가 윈도즈 콘트롤의 좌상단에 존재할 때, 0,0이

스크롤바 위치이다. 클라이언트 좌표계는 또한 줌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논리 좌표계에서, 모든 객체는 항상 0,0 내

지 m,n으로 매핑되고, 좌표는 스크롤 위치 또는 줌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작업 흐름에 표현된 모든 활동들에 의

해 저장된 좌표는 논리 좌표의 형태이다. 이와 같이, 활동들은 스크롤 위치 또는 줌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작업 흐름 뷰는 좌표를 논리 좌표와 클라이언트 좌표 간에 변환하는 데 사용하는 일련의 이하의 함수를 갖는다. 점이 변환

될 때, 본 발명은 줌 퍼센트 및 스크롤 위치를 고려하지만 크기가 변환될 때 본 발명은 줌 퍼센트만 고려한다.

논리 - 물리 변환:

Point TransformToPhysicalCoOrd(Point point, bool mapToLayout)

Size TransformToPhysicalSize(Size size)

Rectangle TransformToPhysicalViewPort(Rectangle logicalViewPort)

공개특허 10-2006-0087995

- 42 -



물리 - 논리 변환:

Point TransformToLogicalCoOrd(Point point, bool mapToLayout)

Size TransformToLogicalSize(Size size)

Rectangle TransformToLogicalViewPort(Rectangle physicalViewPort)

생성 시에, 작업 흐름 뷰는 IDesignerService라고 하는 서비스를 서비스 컨테이너에 부가한다. 활동 디자이너 및 그 밖의

것은 작업 흐름 뷰 및 그 아래의 윈도즈 콘트롤과 통신하기 위해 IDesignerService에 대한 쿼리를 호스팅한다. 이하는

IDesignerService의 정의이다. 이 인터페이스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퍼티, 메소드 및 이벤트는 2개의 주요 카테고리, 즉 디

자인 화면에 의해 지원되는 UI 특징, 즉 Zoom, VisualDepth, Printing 등 및 작업 흐름을 적절히 렌더링하기 위해 노출되

는 Winforms 콘트롤 특징으로 분할된다.

<표 B13> 디자이너 서비스 프로퍼티

 프로퍼티

 Root
 작업 흐름 뷰 상의 Root 활동 디자이너를 가져오거나 설정함. 이 디자이너는 작업 흐름 표

현을 드로잉하는 루트 활동이다.

 Zoom  줌 퍼센트를 가져오거나 설정함. 최소 요구 줌 레벨은 10%이고 최대는 400%이다.

 VisualDepth
 작업 흐름 활동들에 대한 음영을 드로잉하는 데 필요한 심도를 가져오거나 설정함. 가시 심

도는 사용자가 작업 흐름에 3D 효과를 줄 수 있게 하지만 드로잉을 더디게 한다.

 PrintDocument
 현재 작업 흐름과 연관된 PrintDocument를 가져옴. PrintDocument는 사용자가 작업 흐름을

인쇄할 수 있게 해줌

 PrintPreviewMode
 작업 흐름 뷰가 표현을 인쇄 미리보기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가져오거나 설정함. 이 모드에

서 작업 흐름은 인쇄될 페이지들로 분할된다.

 MaxExtent  작업 흐름의 최대 범위를 가져옴

 메소드

 ShowInfoTip  사용자가 작업 흐름 상에 정보 도구 팁을 보여줄 수 있게 함

 EnsureVisible  가시 뷰에서 작업 흐름에 표현된 객체를 스크롤함

 Invalidate  재페인팅을 위해 디자인 화면 상의 영역을 무효화함

 PerformLayout
 작업 흐름 내의 모든 활동 디자이너로 하여금 그의 차원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레이아웃

이벤트를 기동함

 LogicalCoOrdToScreen  좌표를 논리 좌표계에서 물리 좌표계로 변환함

 ScreenCoOrdToLogical  좌표를 물리 좌표계에서 논리 좌표계로 변환함

 이벤트

 DefaultAction
 디폴터 동작 이벤트는 사용자가 작업 흐름의 임의의 부분을 더블클릭할 때 디자이너에 의해

기동됨

작업 흐름 뷰는 작업 흐름 내의 각 활동에 대해 가상 윈도즈 콘트롤을 시뮬레이션한다. 이 거동은 활동 디자이너가 실제 윈

도즈 콘트롤이 아닐지라도 작업 흐름 뷰가 윈도우 메시지를 윈도즈 콘트롤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디자이너에게 포워

드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모든 마우스 메시지에서 작업 흐름 뷰는 히트테스팅을 사용하여 마우스 커서 아래에 있는 디

자이너를 찾아내고 이를 버퍼링한 다음에 들어감(enter), 허버(hover), 이동(move) 및 떠남(leave) 메시지를 적절히 포워

드한다. 어느 디자이너가 마우스 커서 아래에 있는지의 상태 및 다른 중요한 마우스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 흐름 뷰는

MouseEventData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사용한다. MouseEventData 데이터 구조는 메시지를 활동 디자이너로 적절히

라우팅하는 데 사용된다.

DesignerData 데이터 구조는 아래쪽 윈도즈 콘트롤에 관련된 정보를 활동 디자이너에 전달하고 레이아웃하기 위해 작업

흐름 뷰에 의해 사용된다. 이 정보는 스트링 크기를 측정하고 디자이너 크기를 계산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ViewportData

데이터 구조는 뷰포트와 연관된 정보를 활성 레이아웃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업 흐름 뷰에 의해 사용된다. 이 정보는 스케

일링, 변환 등을 포함한다. HittestData 데이터 구조는 히트테스트 관련 정보를 활동 디자이너로부터 가져오기 위해 작업

흐름 뷰에 의해 사용된다. 히트테스트 데이터는 활동 디자이너의 어느 부분이 마우스에 의해 히트되었는지를 나타낸다.

RenderingHint 데이터 구조는 활동 디자이너를 렌더링하기 위해 디자이너에 의해 사용된다. 렌더링 힌트는 활동 디자이너

를 드로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컬러, 폰트, 아이콘 및 텍스트 관련 드로잉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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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알고리즘

드로잉을 위한 전형적인 알고리즘은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인메모리 비트맵을 생성함으로써 메모리 디바이스 컨텍스트 상에 작업 흐름을 페인팅함

- 비트맵 배경을 채움

- 루트 활동 디자이너의 draw를 호출함으로써 모든 디자이너를 드로잉함

- 루트 활동 디자이너가 그 안에서 모든 디자이너에 대해 Draw를 재귀적으로 호출함

- 모든 디자이너가 드로잉되기 전에 가시 영역에 있는지를 검사함

- 장식 서비스의 draw를 호출함으로써 장식을 드로잉함

- 사용자가 뷰포트 상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한 경우 drag rectangle을 드로잉함

- If 사용자가 가시 심도를 설정한 경우

- 가시 심도 오프셋에서 최초 디바이스 컨텍스트 상에 비트맵을 드로잉함

- 비트맵을 투명하게 만듦

- 오프셋 없이 상단에 비트맵을 드로잉함

- Endif

- 활성 레이아웃 상에서 draw를 호출함

- 인쇄 미리보기의 경우, 메인 비트맵을 스플라이스함으로써 여기에 페이지를 드로잉함

- 디폴트의 경우, 메인 비트맵을 직접 드로잉함

- If 사용자가 드래그 드롭 모드에 있는 경우

- 드래그되고 있는 컴포넌트의 스냅샷을 드로잉함

- Endif

- If 확대경이 보이고 있는 경우

- 확대경 경계를 드로잉함

- 확대 영역을 확대된 비트맵 상으로 매핑함

- 확대된 비트맵을 확대 영역으로 드로잉함

- Endif

레이아웃에 대한 전형적인 알고리즘은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루트 디자이너에 대해 OnLayoutSize를 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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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디자이너 및 다른 복합 디자이너가 자식 디자이너에 대해 OnLayoutSize를 호출함

- 자식 레이아웃에 기초하여 복합 디자이너는 그의 크기를 계산함

- 루트 디자이너에 대해 OnLayoutPosition을 호출함

- 루트 디자이너 및 다른 복합 디자이너는 자식 디자이너에 대해 OnLayoutPosition을 호출함

- 디자이너들은 그의 부모의 위치에 기초하여 위치를 설정함

- 활동 레이아웃의 Update를 호출함

-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을 렌더링하는 데 요구되는 그 내부의 데이터 구조를 업데이트함

- 루트 디자이너를 레이아웃에 의해 요청되는 대로 적절히 정렬하기 위해 루트 디자이너 위치를 업데이트함

- 범위를 계산하기 위해 루트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활성 레이아웃의 범위에 기초하여 스크롤 바의 스크롤 범위를 업데이

트함

이벤트 포워딩에 대한 전형적인 알고리즘은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For 모든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

- 이벤트가 발생하였는지 디자이너를 검사함

- IActivityDesign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전의 디자이너에게 떠남(leave) 이벤트를 포워드함

- IActivityDesign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벤트가 발생한 현재의 디자이너에게 들어감/허버(enter/hover) 이벤트를

포워드함

- 현재 디자이너를 버퍼링하고 그 다음 이벤트를 기다림

- Endfor

삭제를 위한 전형적인 알고리즘은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ISelectionService를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디자이너를 가져옴

- 디자이너와 연관된 모든 상위 레벨 활동들을 가져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부모 및 자

식 디자이너를 선택하여 삭제를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 For 모든 상위 레벨 활동들에 대해

- 각각의 상위 레벨 활동의 부모 디자이너를 가져옴

- If 자식 활동을 갖는 부모 디자이너에 대한 CanRemoveActivity가 true를 반환하는 경우

- 자식 활동을 갖는 부모 디자이너에 대해 RemoveActivity를 호출함

- Endif

- End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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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된 마지막 활동의 부모를 가져오고 이를 선택함

작업 흐름 디자이너 키보드 및 명령 라우팅

디자이너는 명령 라우팅을 위해 서비스 IMenuCommandService를 사용한다.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호스트의 책임

이다. 타입 CommandSet은 지원되는 명령의 단순 리스트를 포함한다(CommandSetItem -

System.ComponentModel.Design.MenuCommand로부터 파생됨). 각각의 명령은 CommandID(그룹 ID 및 아이템 ID로

이루어짐),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핸들러, 및 그의 상태(인에이블됨, 가시 상태 등등)를 쿼리하는 핸들러를 포함하며, 명령

은 생성 시에 IMenuCommandService.AddCommand()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넣어진다. UI 큐(키보드, 마우스 동작, 메뉴

명령)는 호스팅 애플리케이션(VS, Zamm)에 의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작업 흐름 뷰에 의해 CommandID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최상단 메뉴 아이템이 선택될 때 적절한 명령을 호출하는 것은 호스트의 몫이다. 그렇지만, 작업 흐름 뷰는 포커스

상태에 있는 동안에 마우스 동작 및 키보드를 처리한다. 게다가, 개별적인 디자이너와 연관된 특별 명령인 DesignerVerbs

는 활동 디자이너에서 선언되고 IMenuCommandService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집된다.

<표 B14> CommandSet 클래스

 멤버  용도

 CTor  명령의 리스트를 구축하고, 명령을 IMenuCommandService에 부가함

 OnStatusXXX 메소드
 명령의 상태를 평가함. 각각의 핸들러는 독립적이고 그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ISelectionService 및 IComponentChangeService 같은 디자이너 서비스를 사용한다.

 OnMenuXXX 메소드
 명령을 실행함. 각각의 핸들러는 독립적이고 그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ISelectionService

같은 디자이너 서비스를 사용한다.

<표 B15> CommandSetItem 클래스

 멤버  용도

 CTor  명령 상태에 대한 핸들러를 캐싱함. 베이스 구현을 호출함

 UpdateStatus()  명령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상태 핸들러를 호출함. 선택이 변경될 때 CommandSet에 의해 호출됨

명령 상태는 선택이 변경될 때마다 평가된다(ISelectionService를 통해 추적됨). 항상 현재 상태를 가져오기 위해,

CommandSetItem 대신에 ImmidiateCommandSetItem(CommandSetItem으로부터 파생됨)을 사용한다.

인쇄

IDesignerService 인터페이스 상의 클래스 WorkflowPrintDocument 및 public property PrintDocument는 인쇄를 지원

한다. WorkflowPrintDocument 자체는 실제 드로잉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된 WorkflowView에 대한 참조를 유지한다. 프

린터의 해상도가 화면 해상도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인쇄를 시작하기 전에, 인쇄 문서는 프린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작업

흐름을 재레이아웃하고, 모든 페이지를 인쇄한 다음에 화면 그래픽을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다시 수행하도록

WorkflowView에 요청한다.

활동 디자이너 인터페이스

IActivityDesigner 인터페이스는 작업 흐름에 참여해야 하는 모든 활동 디자이너에 의해 구현된다. 이것은 디자이너가 다

른 디자이너 및 작업 흐름 뷰와 대화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작업 흐름 뷰는 이벤트를 렌더링, 레이아웃 또는 디자

이너로 포워드하기 위해 IActivityDesigner 인터페이스를 찾는다. IActivityDesigner 인터페이스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디

자이너는 디자이너가 실제로 윈도즈 콘트롤로부터 파생되지 않았을지라도 윈도즈 콘트롤처럼 기능할 수 있다. 이 인터페

이스는 또한 작업 흐름 뷰 및 장식 서비스, 메뉴 명령 서비스 등의 다른 디자이너 기반구조가 디자이너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 IActivityDesigner 인터페이스로부터 파생된 디자이너들은 계층 구조를 가질 수 없으며, 계층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는 ICompositeActivityDesign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하는 프로퍼티 및 메소드에 관

한 상세를 갖는 IActivityDesigner의 정의이다.

<표 B16> IActivityDesigner의 프로퍼티 및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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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퍼티

 Visible  디자이너가 현재 보이는지 아닌지를 가져옴

 Location  논리 좌표로 디자이너의 위치를 가져옴

 Size  디자이너의 크기를 논리 좌표로 가져옴

 Bounds  디자이너의 경계 사각형을 논리 좌표로 가져옴

 ConnectionPoints  작업 흐름에서 디자이너가 연결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점들의 어레이를 가져옴

 AssociatedBitmap  디자이너와 연관된 시각적 비트맵을 가져옴

 Glyphs  디자이너에 의해 지원되는 글리프를 가져옴. 즉, Selection, SmartTag 등

 DesignerActions  구성을 수정하기 위해 디자이너와 연관된 동작을 가져옴

 메소드

 Draw
 디자이너를 드로잉하기 위해 작업 흐름 뷰에 의해 호출됨. 드로잉 컨텍스트는

DesignerData 구조를 사용하여 전달됨

 HitTest  마우스 좌표가 디자이너 상에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작업 흐름 뷰에 의해 호출됨

 OnLayoutPosition
 레이아웃 이벤트에 응답하여 호출됨. 이것은 디자이너에 location 프로퍼티를 업데이트하

도록 지시함. 복합 디자이너는 이 함수에 응답하여 자식에 대한 레이아웃 위치를 호출함.

 OnLayoutSize
 레이아웃 이벤트에 응답하여 호출됨. 이것은 디자이너에게 그의 크기를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함. 복합 디자이너는 이 함수에 응답하여 자식에 대해 레이아웃 크기를 호출함

 OnMouseDragBegin
 이 메소드는 디자이너 상에서 마우스 드래그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냄. 러버밴딩 및 드래그

드롭 지원을 위해 사용됨.

 OnMouseDragMove  이 메소드는 마우스가 디자이너 상에서 드래그되고 이동됨에 응답하여 호출됨.

 OnMouseDragEnd  마우스 드래그가 끝났을 때를 통지하기 위해 호출됨

 OnMouseEnter  마우스가 디자이너 영역에 들어갈 때를 통지함

 OnMouseDown  마우스가 디자이너의 임의의 부분 상에서 클릭되었는지를 통지함

 OnMouseHover  마우스가 디자이너 상에 있음과 움직이고 있음을 통지함

 OnMouseUp  사용자가 디자이너 상에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그로부터 손을 떼었음을 통지함

 OnMouseLeave  마우스가 디자이너를 떠났음을 통지함

 OnDragEnter
 사용자가 현재 드래그 드롭 모드에 있으면서 드래깅이 디자이너에 들어갔음을 디자이너에

게 알려줌

 OnDragOver  드래그 활동이 현재 디자이너 상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OnDragLeave
 드래그 드롭이 진행 중이면서 마우스가 디자이너를 떠났거나 드래그 드롭 활동이 종료되

었음을 나타냄

 OnDragDrop  성공적인 드래그 드롭 이벤트를 알려줌

 OnGiveFeedback  디자이너에게 드래그 드롭이 진행 중일 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요청함

 OnQueryContinueDrag  드래그 드롭 이벤트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종료되어야 하는지를 물음

 OnKeyDown  선택된 디자이너에게 디자이너가 선택되었을 때 키 누름이 있었음을 알려줌

 OnKeyUp  선택된 디자이너에게 디자이너가 선택되었을 때 키에서 손을 떼었음을 알려줌

 RefreshDesignerActions
 디자이너에게 디자이너 동작의 컬렉션을 리프레쉬하도록 요청함. 이것은 검증을 트리거하

는 요청이기도 함.

 CanSetParentActivity  복합 활동이 현재 활동의 부모로서 설정될 수 있는지를 반환함

ICompositeActivityDesigner:

ICompositeActivityDesigner는 그 아래에 계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즉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이너에 의해 구현된다.

복합 디자이너는 그 자신 및 모든 그의 자식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ICompositeActivityDesign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복합 디자이너는 그의 자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자식 디자이너를 부가 및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키보드 내비게

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하는 프로퍼티 및 메소드에 관한 상세를 갖는 ICompositeActivityDesigner의 정의이다.

<표 B17> ICompositeActivityDesigner의 프로퍼티 및 메소드

 프로퍼티

 ActivityDesigners  ICompositeActivityDesigner의 계층 구조를 이루는 활동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가져옴

 CanCollapse
 활동 디자이너가 축소될 수 있는지를 가져옴. 확장/축소 버튼은 이 프로퍼티에 응답하여

보이거나 감춰짐.

 Expanded  CompositeActivityDesigner가 확장 또는 축소되는지를 가져오거나 설정함

 FirstSelectableObject  CompositeActivityDesigner 계층 구조에서 첫번째 선택가능한 객체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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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SelectableObject  CompositeActivityDesigner 계층 구조에서 마지막 선택가능한 객체를 가져옴

 메소드

 IsChildVisible  CompositeActivityDesigner 계층 구조에 포함된 자식 활동이 가시적인지를 반환함

 EnsureChildIsVisible  CompositeActivityDesigner 계층 구조 내의 자식 활동을 가시 범위로 스크롤함

 GetNextSelectableObject
 전달된 방향 플래그에 기초하여 CompositeActivityDesigner 계층 구조를 갖는 그 다음

선택가능한 객체를 가져옴

 CanInsertActivities
 활동이 CompositeActivityDesigner에 삽입하기에 유효한지를 반환함. 이 함수에 전달된

컨텍스트는 자식 활동이 어디에 삽입되는지를 식별해줌.

 InsertActivities
 컨텍스트를 통해 전달된 지정된 위치에서 자식 활동을 CompositeActivityDesigner 계층

구조로 삽입함

 CanRemoveActivities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표시된 특정 위치에 있는 활동이 CompositeActivityDesigner 계층

구조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지를 반환함

 RemoveActivities  CompositeActivityDesigner 계층 구조의 특정 위치로부터 활동을 제거함

간단한 디자이너

ActivityDesigner 클래스는 디자이너의 가장 간단한 구현을 나타낸다. 작업 흐름 내의 활동들과 연관된 모든 디자이너는

ActivityDesigner로부터 파생된다. ActivityDesigner 클래스는 IActivityDesigner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되며 인터페이

스에 대한 디폴트 구현을 제공한다. 작업 흐름 뷰는 IActivityDesign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디자이너와 대화한다.

ActivityDesigner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디자이너의 드로잉을 위한 초경량급 구현을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에 의해 상속받

는다. 이들 디자이너는 어떤 자식이나 계층 구조를 갖지 않는다. 활동 디자이너에 의해 제공된 특징으로는 기본적인 레이

아웃 로직, (예를 들어, 드로잉 아이콘, 설명, 경계, 인테리어 및 배경에 의한) 렌더링 지원, 도움말 텍스트의 렌더링, 모든

디자이너가 필요로 하는 디폴트 글리프(default glyph)의 반환, DesignerVerbs를 통한 컨텍스트 메뉴 보여주기, 디자인

시 특정 프로퍼티의 필터링, 디폴트 이벤트 생성, 디폴트 히트테스팅, 검증 트리거링, 도구팁 보여주기, 및 키보드 내비게

이션에의 참가가 있다.

public abstract class ActivityDesigner : ComponentDesigner, IActivityDesigner

System.Object

System.ComponentModel.Design.Component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Composite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Code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Compensate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Dela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Fault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CompositeSchedule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InvokeWebService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BaseReceive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BaseSend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GenericTask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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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STSTaskDesigner

복합 디자이너

CompositeActivityDesigner는 계층 구조를 갖는 디자이너이다(예를 들어, 그 아래쪽에 자식들을 갖는다).

CompositeActivityDesigner는 그의 자식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CompositeActivityDesigner는 이벤트를 포워드하기 위해 그 자식들과 상호작용할 책임이 있다.

CompositeActivityDesigner가 포함하고 있는 활동 디자이너 컬렉션을 수정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CompositeActivityDesigner는 활동이 제거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컨텍스트(ContextBase)를 전달받는다.

ContextBase는 그와 관련된 컨텍스트를 지정하기 위해 각각의 CompositeActivityDesigner 파생 클래스에 의해 특화될

수 있다. 이것의 예가 ConnectorContext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로부터 파생시킴으로써 ContextBase를 특화시키는

SequentialActivityDesigner이다. CompositeActivityDesigner 클래스는 ICompositeActivityDesigner 인터페이스로부

터 파생되고 그에 대한 디폴트 구현을 제공한다. CompositeActivityDesigner에 의해 제공되는 특징으로는 디자이너의 확

장/축소, 드래그 및 드롭 표시자, 자기 자신 및 자식들의 레이아웃, 자기 자신 및 자식들의 드로잉, 자식들의 히트테스팅

(hittesting), 및 활동들을 계층 구조에 삽입/그로부터 제거가 있다.

public abstract class CompositeActivityDesigner : ActivityDesigner, ICompositeActivityDesigner

System.Object

System.ComponentModel.Design.Component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Composite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Sequential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Parallel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ConstrainedActivityDesigner

CompositeActivityDesigner는 추상 클래스이며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스턴스화될 수 없다. Sequential,

Parallel 및 CA 디자이너는 모두 이 클래스를 특화한 것이다.

SequentialActivityDesigner

SequentialActivityDesigner 클래스는 그 아래에 자식들을 갖는 모든 디자이너를 나타내며, 자식들 모두는 순차적으로 순

서화되어 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시퀀스를 수정하는 데도 사용되는 커넥터라고 하는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SequentialActivityDesigner 클래스는 CompositeActivityDesigner를 특화한 것이며, 이하의 일련의 특징, 즉 커넥터 시

작 및 끝 비트맵 드로잉, 모든 자식을 순차적으로 레이아웃하고 그들을 연결하는 모든 커넥터를 업데이트, 자식들 간의 커

넥터의 드로잉, 드래그 드롭이 있을 때 드롭 영역을 하이라이트, 커넥터를 히트테스팅, 위 및 아래 화살표를 사용한 순차적

키보드 내비게이션, 및 커넥터에 대한 글리프의 반환을 제공한다.

internal abstract class SequentialActivityDesigner: CompositeActivityDesigner

System.Object

System.ComponentModel.Design.Component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CompositeActivity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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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Sequential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ActivityPreview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CompensationHandler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Conditioned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EventHandler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ExceptionHandler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Scope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Sequence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WhileDesigner

상기 디자이너 모두는 SequentialActivityDesigner를 특화한 것이다. 이들 모두는 드로잉에서 주로 다르다. 이들 디자이

너 모두는 작업 흐름에서 그 자신을 나타내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지만 이들 모두는 SequentialActivityDesigner에 의해

제공된 공통 기능에서 벗어나 동작한다.

ParallelActivityDesigner

ParallelActivityDesigner는 다수의 SequentialActivityDesigner를 포함하는 CompositeActivityDesigner의 다른 특화

이다. 이들 SequentialActivityDesigner 각각은 병렬 디자이너에서의 분기이다. 병렬 디자이너는 이하의 특화된 특징, 즉

다수의 순차적 디자이너의 레이아웃, 부가의 분기를 부가하기 위한 드래그 및 드롭 표시자, 좌 및 우 화살키를 사용하여 병

렬 분기 간의 횡단하기 위한 키보드 내비게이션, 및 다수의 병렬 분기를 연결하는 커넥터의 드로잉을 제공한다.

internal abstract class ParallelActivityDesigner: CompositeActivityDesigner＼

System.Object

System.ComponentModel.Design.Component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Composite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Parallel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 ... ...ConditionalDesigner

System.Workflow... ... ...ListenDesigner

System.Workflow... ... ...ParallelDesigner

Conditional, Listen 및 Parallel 디자이너는 그와 연관된 부가의 드로잉 로직을 갖는 ParallelActivityDesigner의 특화이

다.

ActivityPreview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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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PreviewDesigner는 순차적 디자이너이지만 컬렉션 백(collection bag) 형태로 다수의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보여

주는 기능을 갖는다. ActivityPreviewDesigner는 이 컬렉션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슬라이드의 메타포어를 사용한다. 특

정의 디자이너가 선택될 때, 그의 표현은 활동 미리보기 디자이너가 호스팅하는 미리보기 윈도우에 보여진다.

ActivityPreviewDesigner는 2가지 모드, 편집 모드 및 미리보기 모드를 갖는다. 미리보기 모드에서, 사용자는 선택된 디

자이너를 수정할 수 없다. 이 모드는 사용자가 스크롤할 필요없이 디자이너의 전체 표현을 볼 수 있게 해준다. 편집 모드는

디자이너가 수정될 수 있게 해준다. ActivityPreviewDesigner에 의해 제공되는 특징으로는, 활동들의 컬렉션을 보여주는

미리보기 스트립, 현재 선택된 활동의 미리보기, 및 선택된 디자이너를 편집하는 기능이 있다.

internal abstract class ActivityPreviewDesigner: SequentialActivityDesigner

System.Object

System.ComponentModel.Design.Component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Composite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Sequential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ActivityPreview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GenericCollection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CAGDesigner

스코프 및 서비스 디자이너

스코프 및 서비스 디자이너는 특별한 디자이너이다. 이들 각각은 그와 연관된 예외, 이벤트, 및 보상을 가질 수 있다. 스코

프 및 스케쥴도 또한 사용자 코드 파일 내에 그와 연관된 클래스를 가지며, 사용자는 이들 클래스 내의 변수들을 스코핑할

수 있다. 스코프 및 서비스 디자이너는 다른 디자이너와 다르게 나타내어지며 워터마크를 보여주고 드롭 쉐도우(drop

shadow)를 드로잉함으로써 이들을 하이라이트한다.

스코프 및 서비스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와 연관된 예외, 이벤트 및 보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자가 뷰를 플립(flip)할 수 있

도록 뷰를 변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서비스 또는 스코프 아이콘 위를 돌아다니면, 사용자가 예외, 이벤트 또

는 보상 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드롭다운 팔레트가 나타난다. 이어서, 디자이너 뷰는 플립되고, 선택된 뷰 내

에 포함된 활동들이 보여진다. 사용자는 임의의 시점에서 임의의 뷰에 속하는 활동들만 볼 수 있다. 뷰의 플리핑(flipping)

은 스코프 또는 스케쥴에 포함된 자식 활동들을 필터링함으로써 달성된다. 스코프 및 스케쥴은 기껏해야

ExceptionHandlers, EventHandlers 및 Compensation 중 하나를 그의 자식으로서 가질 수 있다. 사용자가 보고 있는 뷰

에 기초하여, 디자이너는 선택된 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식 활동만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 자식을 필터링 아웃하며, 따라서

다수의 뷰를 지원하는 효과를 달성한다. 스케쥴 디자이너는 보통 작업 흐름 뷰에서 루트 디자이너로서 설정된다.

internal class ScopeDesigner: SequentialActivityDesigner

internal class ServiceDesigner: ScopeDesigner

System.Object

System.ComponentModel.Design.Component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CompositeActivityDesigner

공개특허 10-2006-0087995

- 51 -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SequentialActivity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ScopeDesigner

System.Workflow... ... ...Design.ServiceDesigner

ServiceRootDesigner

ServiceRootDesigner는 Designer Host에 의해 포함되는 루트 컴포넌트와 연관되어 있다. ServiceRootDesigner는 이어

서 디자이너 윈도우 창에서 호스팅되는 작업 흐름 뷰를 생성하는 일을 맡고 있다. ServiceRootDesigner는 또한 도구 상자

아이템을 더블클릭함으로써 작업 흐름에서 도구 상자 아이템을 부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IToolBoxUser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디자인시 기술자(Design-time Descriptor)

저작 객체 모델에서의 각 활동은 디자인시의 그의 거동을 기술하는 메타데이터를 갖는다. 이것은 프로퍼티 그리드 거동(네

이밍, 설명, 필터링, 프로퍼티 에디터 등) 뿐만 아니라 활동(디자이너)을 연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타입＼프로퍼티＼이벤

트 디자인시 거동은 이하의 애트리뷰트 중 0개 이상을 사용하여 기술된다.

- SRCategoryAttribute - 조정 엔진 애트리뷰트. 로컬화된 카테고리 이름을 제공함.

- SRDescriptionAttribute - 조정 엔진 애트리뷰트. 로컬화된 설명을 제공함.

- EditorAttribute - UITypeEditor를 제공함.

- TypeConverter - 필터링, 값 리스트, 및 타입 간의 변환을 제공함.

- BrowsableAttribute - 디자인시 동안 멤버들을 보여줌/감춤.

SRCategory 및 SRDescription은 단지 리소스 이름과 스트링 간의 매핑이다. 대부분의 에디터(UITypeEditor)는 대화 상

자(CorrelationSetsDialog) 또는 드롭다운 리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자이다. PropertyDescriptor는 디자인시에 프로

퍼티를 처리하고 디폴트 TypeConverter, 커스텀 TypeConverter(상기와 같이 애트리뷰트로서 선언되어 있음), 또는

TypeDescriptor에 의해 프로퍼티를 건내받는다.

UITypeEditor는 조정 엔진 컴포넌트 모델에서 여러가지 프로퍼티에 대한 에디터를 제공한다. 프로퍼티 브라우저는 이들

을 사용하여 생략 부호 또는 드롭다운을 디스플레이하고 또 에디터를 기동시킨다.

타입 변환기

타입 변환기는 객체를 다른 타입으로/그로부터 변환하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디자인시에 객체 프로퍼티를 나타내는

PropertyDescriptor 리스트를 제공하며, 프로퍼티그리드의 프로퍼티의 드롭다운에서 사용될 값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하는 조정 엔진 컴포넌트 모델에서 구현되는 타입 변환기 중 일부이다.

- DeclTypeConverter

모든 활동의 타입 변환기에 대한 베이스 클래스. (프로퍼티 그리드에 활동의 이름을 디스플레이하고 이름 편집이 활동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활동 객체를 스트링으로/로부터 변환하는 CanConvertFrom(), CanConvertTo(),

ConvertFrom(), ConvertTo()를 구현함.

- HandlerDeclType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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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 대한 타입 변환기. DeclTypeConverter로부터 파생됨. 호환가능한 핸들러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IEventBindingService를 사용하는 GetStandardValues()를 구현함.

- VariableDeclTypeConverter

변수(메시지, 채널, 상관 등)에 대한 타입 변환기. DeclTypeConverter로부터 파생됨. 호환가능한 변수 필드를 디스플레

이하기 위해 IFieldBindingService를 사용하는 GetStandardValues()를 구현함. 게다가, 이 타입 변환기는 "Name" 프로

퍼티를 필터링 아웃하고 일반 타입으로서 나타나는 타입 프로퍼티에 대한 특별한 프로퍼티 기술자를 설정함.

프로퍼티 기술자

프로퍼티 기술자는 활동 객체들에 디자인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퍼티 값을 가져올 때/설정할 때, 프로퍼티 기술자는

이름, 설명, 카테고리, 타입 변환기 정보는 물론 부가의 기능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TypeConverter는 모든 프로퍼티에

PropertyDescriptor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TypeConverter는 그 타입의 다른 디자인시 거동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제

거, 부가 또는 래핑할 수 있다.

이하는 저작 객체 모델에서 구현되는 PropertyDescriptor 중 일부이다.

- DynamicPropertyDescriptor

저작 객체 모델에서 모든 프로퍼티 기술자에 대한 베이스 클래스. 디폴트 프로퍼티 기술자 주변의 래퍼를 구현하며 모든

메소드를 그것으로 델리게이트함. 게다가, 객체로부터 직접(객체가 컴포넌트인 경우) 또는 IReferenceService를 통해 객

체 사이트로의 액세스를 제공함.

- VariableDeclTypeConverter

모든 변수(메시지, 채널, 상관 등)에 대한 프로퍼티 기술자. 다음과 같이 코드 비사이드 필드를 제공하기 위해 SetValue()

를 오버로드함.

- 설정할 변수 및 그의 사이트를 가져옴

- 포함하는 스코프(containing scope)의 사이트를 가져옴

- 포함하는 스코프의 IFieldBindingService를 가져옴. 유의할 점은 각 스코프가 그 자신의 일련의 필드를 갖는 그 자신의

IFieldBindingService를 갖는다는 것이다.

- 그 서비스로 필드 이름을 검증함

- 디자이너 트랜잭션의 열기

- 값을 저장함

- 필드를 코드 비사이드 파일에 부가하기 위해

IFieldBindingService.CreateField()를 호출함

- 트랜잭션을 커밋함

- HandlerDeclTypeConverter

모든 핸들러에 대한 프로퍼티 기술자. 다음과 같이 코드 비사이드 필드를 제공하기 위해 SetValue()를 오버로드함

- 설정할 HandlerDeclaration 객체 및 그의 사이트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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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ventBindingService를 가져옴

- 디자이너 트랜잭션의 열기

- LocalEventDescriptor를 생성함

- (eventBindingService.GetEventProperty()를 사용하여) 이벤트에

대한 프로퍼티 기술자를 가져오고 그에 대해 HandlerDeclaration을 설정함

- HandlerDeclaration 객체의 "Name" 프로퍼티를 설정함

- 트랜잭션을 커밋함

- ArrayElementPropertyDescriptor

컬렉션 내의 아이템을 나타내는 프로퍼티 기술자. 컬렉션 아이템 - 예를 들어, 상관 세트 -은 프로퍼티 기술자를 갖지 않기

때문에(컬렉션 아이템은 프로퍼티가 아님), ArrayElementPropertyDescriptor는 컬렉션 아이템이 프로퍼티인 것처럼 기

술자를 위조하고, 따라서 그 아이템을 프로퍼티 브라우저 내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퍼티 기술자는 전술한

프로퍼티 기술자 중 임의의 것에 의해 래핑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 LocalEventDescriptor

핸들러 선언을 나타내기 위한 EventDescriptor. 저작 객체 모델에서의 핸들러는 실제 이벤트가 아니고 프로퍼티이며, 따

라서 사용될 IEventBindingService에 대한 우리 자신의 EventDescriptor을 소개한다.

ICustomTypeDescriptor의 사용

ICustomTypeDescriptor는 컴포넌트에 대한 기술자를 설정하는 다른 방법이다. 컴포넌트 자체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며

기술자를 타입 변환기, 디폴트 등으로서 제공한다. GenericActivity, InvokeWebServiceActivity 및 InvokeSchedule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IExtenderProvier의 사용

이것은 컴포넌트에 디자인시 프로퍼티를 소개하는 또다른 기술이다. 확장 클래스(extension class)

RulePropertyProviderExtender는 ServiceDesigner에 규칙 프로퍼티를 제공한다. 프로퍼티는

ProvidePropertyAttribute를 통해 익스텐더 클래스(extender class)를 장식하고, 그 애트리뷰트에 대한 getter 및 setter

를 구현하며 컴포넌트의 사이트(Schedule.Site)를 통해 액세스가능한 IExtenderProviderService 클래스(여기서의 경우,

RulePropertyProviderExtender에 의해 구현됨)에 익스텐더 클래스를 부가함으로써 부가된다.

확장성 지원

System.Workflow.ComponentModel.Design 네임스페이스는 사용자가 그 자신의 활동 디자이너를 생성하고 이들을 조

정 엔진 디자이너에 플러깅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가지 재사용가능한 클래스를 제공한다. 이하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의 리스트이다.

- ActivityDesigner: ActivityDesigner는 그 아래에 다른 활동의 계층 구조를 갖지 않는 간단한 활동을 부가하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 디자이너로부터 상속할 필요가 있으며, 비트맵, 설명 및 드로잉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 SequentialActivityDesigner: SequentialActivityDesigner는 사용자가 그 안에 다수의 활동들을 포함할 수 있는 디자

이너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 활동 모두는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커넥터 라인(connector line)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있다. 사용자는 이 클래스로부터 커스텀 컬러링, 설명, 아이콘 등을 파생시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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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lelActivityDesigner: ParallelActivityDesigner는 사용자가 병렬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는 다수의 복합 활동들을

그 안에 가질 수 있는 활동 디자이너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클래스는 또한 사용자가 설명, 아이콘, 컬러 등을 커스터

마이즈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클래스는 상속을 통해 확장가능하다.

- OrchestrationEngineToolboxItem: OrchestrationEngineToolboxItem은 사용자가 커스텀 도구 상자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클래스는 직렬화를 제어하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클래스는 후크(hook)를 제공하며 활동이

디자이너 내에서 부가될 때 사용자는 후크를 사용하여 커스텀 UI를 팝업할 수 있다. 사용자는 상속을 통해 이 클래스를 재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ToolBoxItem 애트리뷰트를 사용하여 도구 상자 아이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TypeBrowerEditor: TypeBrowerEditor는 사용자가 디자이너에서 이용가능한 타입들을 브라우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클래스는 System.Type 타입을 갖는 프로퍼티와 이 클래스를 연관시킴으로써 사용된다. 사용자는 이 클래스를 프로퍼

티와 연관시키기 위해 UITypeEditor 애트리뷰트를 사용한다.

- TypeConverter 클래스: 조정 엔진 컴포넌트 모델은 사용자가 그 자신의 타입 변환기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가

지 타입 변환기를 제공한다. 모든 타입 변환기는 상속을 통해 이들을 확장시킴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 DesignerGlyph: DesignerGlyph 클래스는 사용자가 디자이너의 상부에 커스텀 글리프를 드로잉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사용자는 최상위 Z 차원에 드로잉할 필요가 있는 어떤 시각적 글리프를 디스플레이하고자 할 수 있다. DesignerGlyph

클래스는 이러한 글리프를 드로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클래스는 상속을 통해 그를 확장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 DesignerAction: 사용자는 DesignerAction을 DesignerGlyph와 연관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DesignerGlyph를 클릭할

때 동작들이 나타난다. 커스텀 디자이너 동작들은 DesignerAction 클래스로부터 상속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작업 흐름을 모델링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작업 흐름은 활동들(430)을 포함하고, 상기 작업 흐름은 비지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며, 상기 시스템은,

복수의 활동들(430)을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428),

상기 메모리 영역(428)에 저장된 상기 복수의 활동들(430)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영역(404), 및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408)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는,

사용자(402)로부터 상기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상기 디스플레이 영역(404)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사용자(402)로부터 구조 정보를 수신하고, 및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수신된 구조 정보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 영역(404)에서 상기 디스플레이된 활동들

(430) 중의 선택된 것을 정렬하는 시스템.

청구항 2.

공개특허 10-2006-0087995

- 55 -



제1항에 있어서, 포인팅 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영역(428)은 상기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정렬된 복수의 그래픽 요소(432)를 저장하고, 상기 복수의 그래

픽 요소(432)는 상기 디스플레이 영역(404)을 통해 상기 사용자(402)로부터 수신되며,

상기 메모리 영역(428)은 복수의 팔레트 요소(434)를 더 저장하며, 각각의 팔레트 요소는 상기 복수의 활동들(430) 중 적

어도 하나에 대응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408)는,

상기 메모리 영역(428)에 저장된 상기 그래픽 요소(432) 각각을 상기 복수의 팔레트 요소(434) 각각에 매핑하고,

상기 작업 흐름을 상기 매핑된 팔레트 요소의 함수로서 생성하고, 및

상기 작업 흐름을 상기 디스플레이 영역(404)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또한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활동들(430)을 디스플레이하는 동작,

상기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수신하는 동작,

상기 사용자(402)로부터 상기 구조 정보를 수신하는 동작, 및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수신된 구조 정보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된 활동들 중의 선택된 것을 정렬하는 동작 중

하나 이상을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영역(404)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404)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408)와 함께 동작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408)는 상기 사용자(402)로부터 상기 복수의 그래픽 요소(432)

를 수신하고 또 그의 함수로서 작업 흐름을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영역(404)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디스플레이 영역(404)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

행 환경 내에서 디스플레이하도록 적응되는 시스템.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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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404)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작업 흐름을 모델링하는 컴퓨터화된 방

법으로서,

상기 작업 흐름은 활동들을 포함하고, 상기 작업 흐름은 비지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며,

상기 컴퓨터화된 방법은,

복수의 활동들을 상기 디스플레이(404)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통해 사용자(402)로부터 상기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상기 디스플레이(404)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통해 상기 사용자(402)로부터 구조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수신된 구조 정보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404) 상에서 상기 디스플레이된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정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화된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복수의 팔레트 요소(434)를 정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의된 복수의 팔레트 요소(434) 각각은

상기 복수의 활동들(430) 중 적어도 하나에 대응하는 컴퓨터화된 방법.

청구항 9.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통해 상기 사용자(402)로부터 커스터마이즈 정보

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된 복수의 활동들(430)을 상기 수신된 커스터마이즈 정보의 함수로서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

터화된 방법.

청구항 10.

제7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활동들(430) 중 하나와 연관시키기 위해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

치(406)를 통해 상기 사용자(402)로부터 비지니스 로직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화된 방법.

청구항 11.

제7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통해 상기 사용자(402)로부터 사용

자 정의 활동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정의 활동은 그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시맨틱스를 가지며,

미리 정의된 인터페이스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기 시맨틱스를 평가하는 단계, 및

상기 평가의 함수로서 상기 사용자 정의 활동을 상기 활동들의 하나로서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화된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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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작업 흐름을 사용자 지정된 언어로 변환하라는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화된 방법.

청구항 13.

제7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터치 스크린(436)을 통해 상기 사용자(402)로부터, 상기 디스플레이된 작업

흐름에 대한 편집, 상기 작업 흐름에 대한 코멘트, 상기 정렬되고 디스플레이된 활동들 중의 선택된 것에 대한 정정 중 하

나 이상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화된 방법.

청구항 14.

디스플레이(404)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작업 흐름을 모델링하는 컴퓨터 실행가

능 컴포넌트들을 갖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410)로서,

상기 작업 흐름은 활동들(430)을 포함하고, 상기 작업 흐름은 비지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며,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컴포넌트들은,

복수의 활동들(430)을 상기 디스플레이(404)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렌더링 컴포넌트(412),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통해 사용자(402)로부터 상기 렌더링 컴포넌트(412)에 의해 디스플레이된 활

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로서, 상기 렌더링 컴포넌트(412)는 또한 상기 인터페이

스 컴포넌트(414)에 의해 수신된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을 상기 디스플레이(404) 상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인터페

이스 컴포넌트(414)는 또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통해 상기 사용자(402)로부터 구조 정보를 수신하

는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 및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수신된 구조 정보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404) 상에서 상기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

을 정렬하는 디자이너 컴포넌트(416)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복수의 팔레트 요소(434)를 정의하는 팔레트 컴포넌트(422)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의된 복수의 팔레트

요소(434) 각각은 상기 복수의 활동들(430) 중 적어도 하나에 대응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406)를 통해 상기 사용자(402)로부터 복수의 그래

픽 요소(432)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복수의 그래픽 요소(432)는 상기 디스플레이(404) 상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활동들

(430) 중의 선택된 것에 대응하며, 상기 활동들(430) 중의 선택된 것은 상기 작업 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정렬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6.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컴포넌트들은 상기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에 의해 수신된 상기

복수의 그래픽 요소(432) 각각을 상기 팔레트 컴포넌트(422)에 의해 정의된 상기 팔레트 요소(434) 중 하나와 연관시키고

또 상기 작업 흐름을 상기 디스플레이(404) 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연관된 팔레트 요소(434)를 정렬하는 인식기

컴포넌트(420)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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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4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는 또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장치

(406)를 통해 상기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정의 활동을 수신하고, 상기 사용자 정의 활동은 그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시맨틱

스를 가지며,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컴포넌트들은 미리 정의된 인터페이스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기 시맨틱스를 평가하

는 검증 컴포넌트(418)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8.

제14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렌더링 컴포넌트(412)는 상기 검증 컴포넌트(418)의 함수로서 상기 수

신된 사용자 정의 활동을 상기 디스플레이(404) 상에 상기 복수의 활동들(430) 중 하나로서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는 또한 상기 활동들(430) 중 하나와 연관된 비지니스 로직을 수신하며,

상기 렌더링 컴포넌트(412), 상기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 및 상기 디자이너 컴포넌트(416)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의 실행 환경 내에서 실행되고,

상기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중 하나 이상을 포

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9.

제14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404)는 터치 스크린(436)을 포함하며,

상기 인터페이스 컴포넌트(414)는 상기 비지니스 로직을 상기 작업 흐름 내의 상기 정렬된 팔레트 요소들 중 하나에 대응

하는 상기 활동들(430) 중 하나와 연관시키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14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컴포넌트들은,

상기 터치 스크린(436) 상에 디스플레이된 상기 작업 흐름에 사용자 정의 테마를 적용하는 스킨 컴포넌트(424), 및

상기 인식기 컴포넌트(420)에 의해 정렬된 상기 연관된 팔레트 요소에 따라 상기 작업 흐름을 생성하는 작업 흐름 컴포넌

트(426)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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