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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uterization works and environment have been changed from simple transaction and data
process request to system connection request, from data computerization to application work automation
and process computerization through IT development and Internet spread. Recently,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concept has been widely propagated. It is expanding interest of business subject.
Korea Railroad is operating train opera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5 regional headquarters and

organizations under the influence of each regional headquarter. But integrate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communication each department, work flow management and resources of depot equipment and
materials have to need a lot of effort and time in huge organization as Korea Railroad.
Therefore, this article realized Web Based BPM Group Ware. This article will define Korea Railroad

organization and business process in using this Group Ware. And it will introduce Korea Railroad
computer manage system of this Group Ware and efficient Korea Railroad Business Process through
modeling and operating department work and resources management in Korea Railroad.

국문요약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기술이 보급 확산됨에 따라 전산화 업무 및 환경은 단순거래 및 데이IT

터처리 요구에서 기업 간 시스템의 연계요구로 데이터중심의 전산화에서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업,

무자동화로 프로세스중심의 전산화로 변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 BPM(Business Process

의 개념이 널리 보급되고 이것이 비즈니스 주제로써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Management) , .

현재 철도공사는 개의 지역본부와 지역본부별 산하 조직을 두어 열차 운행 관리 시스템을 운5

영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와 같은 거대한 조직에서 각 조직과 부서와의 의사소통 업무 흐름. ,

의 파악과 관리 기지별 장비 물자 등의 자원을 통합 운영 관리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 , ,

요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를 개발Web Based BPM Group Ware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현한 그룹웨어를 이용하여 철도공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

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간의 업무 자원관리 등을 모델링하고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

개선된 철도공사의 와 그룹웨어를 통해 모델링한 철도공사의 전산관리 시스템Business Process

을 소개한다.

샬롬엔지니어링 주 사원 비회원 샬롬엔지니어링 주 연구소장 비회원 샬롬엔지니어링 주 회장 정회원* ( ) , , ** ( ) , , *** ( ) ,



서론1.

경영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이즈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생산성 향,

상과 내부의 역량 강화로 경쟁력 확보 등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

으로 시그마 경영혁신과 시스템이 본격 시도되면서 과거에 한때 유6 RTE(Real Time Enterprise)

행했던 프로세스 혁신이 정보기술과 결합하면서 으로 재등장하고 있다BPM .

기업들은 생존을 위하여 연속적인 성과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조직구조와 시스템으로 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는 성장잠재력에 역량을 집중해야만 된다 새롭게 등장한 은 생산성을 실현하. BPM

는 도구이자 방법론이다 을 적절하게 도입하면 프로세스의 개선과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이. BPM

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은 실시간 전략적 비즈니스 관리 도구로 구축된다 이는. BPM .

시스템 등의 응용시스템과 연결되고 가치 네트워크상에서 파트너와 결합되어 기업 내외부의ERP

응답성 유연성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에 따라 기업 전체 가치가 중요하게 변화된다 세계적 경쟁, , . .

은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저가 요구에 대한 압력은 가치 네트워크로서 기업의 위치 인식이 주도

되는 것이다 독립적 사업에 효율보다 전사적 차원의 프로세스가 최적화 되고 기업 내부의 절연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집중시켜 동기화된 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BPM .(1)

이것은 기업 현장의 서비스시스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수동적 트랜잭션,

기반 시스템에서의 근본적 출발점이다 에서 종단과 종단에 주 혹은 월간 단위로 처. Value Chain

리되는 것이 일일로 처리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철도공사는 서울 대전 부산 순천 그리고 영주 등으로 총 개의 지역본부와 지역본부별, , , , 5

산하 조직을 두어 열차 운행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거대한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 관리시.

스템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를 명확히 정의 하Business Process

고 정의된 를 통해 사전계획에 의한 작업관리 및 운용지원 등의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 Process

다 또한 분산된 기지별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여 지원 시스템과의 정보 통합화에 따른. ,

완벽한 지원처리 사무소 내 전 시스템간의 정보연계 등의 업무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기존 프로세,

스의 개선하여 효율적인 열차 운용 관리 차적 관리 검수 관리 등의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 .

본론2.

전산화의 환경은 파일중심의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베이스중심의 프로그래밍으로 변천해 왔다.

또한 단순거래 및 데이터처리 요구에서 기업 간 시스템의 연계요구로 데이터중심의 전산화에서,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업무자동화로 프로세스중심,

의 전산화로 변화되었다.(2) 그림 에서 보듯 정보( 1)

기술 분야의 변화는 데이터 중심의 정보기술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정보기술로 전이되고 있다 즉.

년대 기반의 소프트웨어산업은‘60 File System ’80

년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의RDBMS( )

개발로 기술로 이전된다 그러나 조직 내의 업DB .

무 처리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업무 처리

중 만이 업무 자체에 소요되고 나머지 의10% 90%

시간은 업무 간의 연계 시간에 소요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3) 그래서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해결방안이 정보기술로 초점이 바

그림 에서 으로 전이( 1) DBMS BPM



뀌게 되면서 과 자동화를 통한 프로세스 혁신으로 중심이 옮기게 된다 그러므로 경영혁신 도BPR .

구로서의 과 이 도입되었을 경우에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BPR BPM .

의 정의 및 구성2.1. BPM

는 다양한 시스템과 비즈니스 들에 넓게 분산되고 있고 커스터마이즈 되Business Process Unit

어 있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실체로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순차적이거,

나 병렬적인 활동들의 집합이다 은 핵심 상호 기능적 프로세스 및 기업. BPM , (Cross-functional)

내 전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실적 데이터를 근거로 전 직원이 참여하여 구조적 체계적 분석적, ,

접근 방식을 통해 점진적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4)

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세스 관리가 핵심이다 즉 프로세스 관리BPM . ,

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

에서 출발한다.

의 핵심 역량2.2 BPM

은 프로세스를 발견 설계 적용 실행 상호작용BPM (Discover), (Design), (Deploy), (Execute),

운영 최적화 및 분석 하는 종합적인 역량을 의미한(Interact With), (Operate), (Optimize) (Analyze)

다 다시 말해 은 프로세스의 전 을 완벽히 컨트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 BPM Life-Cycle .

의 역량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PM .

발견 발견이라 함은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파악(Discovery),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수동 혹은 자동으로 모든 참여자 프로세스의 일부를 구현하는. -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부 프로세스 를 포함 의 관점에서, (Sub-Process) - Business Process -

및 를 잡아내는 것이다 프로세스 발견은Event Flow, Message Flow Control Flow - . Business

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준다Process .

설계 설계는 프로세스 모델링 설계 시뮬레이션 및 재설계를 의미한다 비즈니스 분석(Design), , , .

가는 시장의 경쟁이나 비즈니스 기회에 대응하여 프로세스를 빠르게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

스 통합 및 분할은 주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프로세스 리파지토리는 프로세스 의. Elements reuse,

을 지원해야 한다 어떤 조직은 산업 및 패턴에 대generalization, specialization . Best Practices

한 리파지토리를 개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적용 프로세스 적용이란 새로운 프로세스를 모든 참여자 사람 어플리케이션 및(Deployment), - ,

다른 프로세스 에게 전파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좋은 는 새로- / . process management systems

운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쉽도록 한다 그래서 변화는 최소한의 프로그래밍으로 달성될 수 있.

을 것이다 프로세스는 조직들 간에 표준 인터페이스에 의해 매핑 될 것이다 상세한 수준의 변경. .

관리 및 프로세스 커스터마이징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실행 프로세스 실행이란 새로운 프로세스가 모든 참여자 사람 어플리케이션 및(Execution), - ,

다른 프로세스 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하고 얽힌 프로세스에 걸쳐- .

서 새로운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실행 상태/ .

는 기반 기술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행위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실행환/ .

경은 분산 컴퓨팅 미들웨어 와 분리되어야만 분산된 프로세스가 복잡한 기술 환경 하에서 제Layer

대로 작동할 수 있다.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인간이 자동화된 수동 화된 프로세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관(Interaction), /



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자체로 자동화된 도메. Workflow

인과 수동의 도메인 사이에 놓인 프로세스 자체인 것이다 는. Process Management Workflow

및 그것들 간의 상호작용 정의를 요구한다 시스템은 들과 상호작용Process . Workflow Process

하기 위한 기능 예를 들면 데이터를 빠르고 신뢰성 있게 입력하고 가 특정한- , Workflow Steps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등 을 포함한다 프로세스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프로세스 정의로- .

부터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벤더는 프로세스 정의로부터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벤더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표현 능력 기능을 통하여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를 확장하였다/ .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세스 운영 및 유지보수는 예외적인 사항(Operation and Maintenance),

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른 관리 태스크는 부 프로세스 레벨에서 프로.

세스를 업그레이드하는 일 예를 들어 참여자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바꾸는 등의 일 비즈니스- , ,

엔티티들 사이에 프로세스 스텝을 재배정 할당하는 등의 일 을 동적으로 지원한다/ - .

최적화 프로세스 최적화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의미한다 그것은 프로세스(Optimization), .

설계와 유지보수와 함께 를 형성한다 최적화의 도메인은 기업의 벽을 넘어서 확대Closed Loop .

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기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 내의.

및 다른 불일치성을 자동으로 찾아내야만 한다bottleneck, Deadlock .

분석 프로세스 분석은 프로세스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 전략을 고안하는 것을 의미한(Analysis),

다 분석은 전사적 프로세스에 의해 소모되는 시간 및 자원에 대한 넓은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며.

분석 도구는 프로세스 기선과 적용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Guide .

은 모든 레벨의 를 통합하여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모니Process Management System Metrics

터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가능하도록 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Management Console .

들은 또한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프로세스 서비스 제End-to-End , ,

품을 만드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Tools .

철도공사의 모델링2.3.

위의 구성에 따라 발견 설계의 과정을 통해 철도공사의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 와 같이 정, ( 2)

의 될 수 있다.

그림 철도공사의 핵심 프로세스( 2)

철도공사의 핵심 프로세스는 개로 분산된 조직과 각 조직의 산하 부서에서 열차 운용 관리5 ,

차적 관리 차량 검수관리 공정관리 기계 및 공구 관리 재료 및 부품 관리 인력 관리 원가 관, , , , , ,

리 관리 시스템 관리 환경 관리 등의 핵심프로세스로 정의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BOM , , . ( 3, 4, 5)



는 그림 에서 정의한 프로세스에 따라 도출된 각 프로세스별 주요 업무 흐름을 나타내고 본 논( 2)

문에서는 철도공사의 수많은 와 별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Process Process .

그림 차량운용관리 업무 흐름( 3)

2.4. 도구로서 구현과 철도공사의 적용BPM Web Based BPM Group Ware

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시스템 시스템과 시스템의 상호작BPM , ,

용 과 명시적인 프로세스 관리 즉 프로세스의 정의 실행 모니터링 분석 등 를 지원(interaction) ( , , , , )

하는 도구와 서비스이다 은 프로세스 모델링 도구와 프로세스 엔진 프로세스 모니터링 도. BPM ,

구 프로세스 분석도구 그리고 관리자 도구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세스 모델링 도구 비즈니스 분, . ,

석가가 프로세스 흐름을 도출하여 모델링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래픽 도구로서 본 논문에서는 을 구현하였고 다음과 같은 도구로서의 기능을System BPM

제공한다 프로세스 엔진 프로세스 엔진은 사전에 정의된 프로세스 흐름을 실행 시점에 단계별로.

규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해 주고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워드 엑셀과 같은 오피스도구 웹서비스 등을( , , KMS, EDMS,

포함한 모든 어플리케이션 을 호출해 사람이 단계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업무환경)

을 제공해 준다 프로세스 모니터 프로세스 모니터는 프로세스 엔진이 제어하는 정보를 활용해 진.

그림 차적 관리 업무 흐름( 4)

그림 차량검수관리 업무 흐름( 5)



행 중인 각각의 프로세스들에 대하여 진행단계와 상태 업무담당자 업무 수행 시간 등의 정보를, ,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프로세스 분석 도구 프로세스 분석도구는 프로세스에 대한 처. ,

리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처리 이력을 중심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분석 기능을 포함한다 관리자 도구 관리자가 프로세스 흐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 ,

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업무복구와 강제 종료 재시작 등 비상조치를 수행 할 수 있다, , .

앞서 설명했던 과 철도공사의 를 발견 설계 적용 등 업무 생산성의 향상과BPM BPM Process , , ,

업무전반의 체계적인 수행과 관리를 위해 본 논문에서 을Web Based BPM Group Ware System

개발 구현하여 에서 모델링한 철도공사의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적용 하였다, 2.3

그림 도구로서 구현된 개요( 6)BPM Web Based Group Ware System

각 프로세스를 프로세스별 조직별 참여자 별로 구현된 시스템을 통해 가시화 하였고 단계별, , ,

업무 흐름을 자동화 시켰다 프로세스 참여자 정보시스템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이의 관계. ,

를 디자인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 단계 정의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순서에 따라 프로세스,

참여자에게 자동적으로 할당된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실행 단계 진행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완료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단계 또한 은 개별 업. Process Engine

무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정보시스템들이 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등의 디바이스BPM , Email, PDA

를 통해 업무를 통보 받고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를 갱신할 수 있게 하였다, Database .

구현된 시스템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 및 간소화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전달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전사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유연하고 탄력 있는

조직의 운영이 가능하며 조직의 변동에 유연하게 설계 협업과 개인작업의 동시수행이 가능하고, ,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할 수 있었다.



그림 프로세스 디자이너( 7) 그림 업무코드와 조직의 정의 관리( 8)

그림 결재 전자문서( 9) / 그림 프로세스 완료 결과 제품이력관리 가능( 10)

그림 프로세스 분석( 11)



결론3.

최근의 정보기술 인프라는 조직 내와 조직 간 정보기술 인프라들 간의 통합과 정보관리 기술과,

정보통합 기술들 간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업무 효율성을 극대하기 위한 것이다.

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이 업무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에 따BPM

라 적합한 사람에게 수행해야 할 와 가 자동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Process Activity .

따라서 기업은 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 단축은 물론 인력과 비용의 를 낮출 수BPM TCO

있고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를 구현하여 철도공사의 를 정Web Based BPM Group Ware Business Process

의하고 운영함으로써 각 마다 적시에 적합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 Process .

써 비즈니스 규칙에 따른 업무 분재가 가능하였고 의사 결정자는 프로세스 관리측면에서 기업 관,

리와 프로세스 개선 및 혁신을 통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업무의 발전. IT

및 변화를 함께 통합해 파악할 수 있으며 변화에 적응해 업무 처리를 정형화 할 수 있었고 시스

템 사용자에게 정보의 자동제어와 흐름을 제공하며 복잡함을 덜고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지식을

전달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업무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와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과 영역을 개척하여 기BRE(Business Rule Engine)

업의 생산성과 효율을 극대화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 시스템에 적용되면서. RTE(Real Time

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이다Enterprise) .

국내에 철도가 도입 된지도 년 이상이란 세월이 흘렀고 철도공사는 초기 정부기관에서 공100 ,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철도공사가 사회 트렌드를 창조하는 리딩기업으로 경영 재무적 수익성과를. ,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정보기술과 경영에 결

합 적용 했을 때 경쟁력은 향상되고 기업은 성장할 것이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끊임없이 변화, .

하는 동적인 과정의 연속이다 철도공사는 바로 이러한 동적인 변화를 을 통해 잘 담아내고. BPM

업무에 적용해 비즈니스 극대화를 꾀한다면 계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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