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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을 심으로 확산 되고 있는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분석하기 해 

BSC (Balanced Score Card)의 이론  방법을 고찰하 으며, BPM에 한 개요를 시작으로 BPM의 

기 효과와 향후 시장동향에 해서 발췌를 하 으며, P사의 구축방안과 추진과정에 필요한 System의 

환경을 분석하 다. 기업을 심으로 BPM이 도입이되고 있지만 우수한 소업체도 사장의 환경변

화에 응을 해 도입하는 업체를 발굴하여 BPM 도입성과에 해서 분석을 하 다. 

1. 서 론

   세계 으로 수행된 BPM 로젝트  약 85%가 이같

은 성격이라는 가트 의 결과가 나와 있다.  모든 BPM 

업체들이 얘기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비즈니스 

로세스 리를 해서는 사실 그를 리하는 조직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서도 사업본부/사업부

(Business Unit), 기능(Functional Unit)별 조직으로 구성

돼 있는 경우가 다수 기업의 실이다. 이는 로세스를 

가시화하고 디지털화해 그 상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지

속 으로 리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해질 

수 있다. BPM 로세스 운 리스크 (Operational Risk), 

내부통제의 효율 /지속  운 , 실시간기업(RTE) 사상의 

단계별 실  등이 BPM을 통해 로세스를 리할 때 서

로 통합, 연계, 확장돼 사용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의 BPM 용에 한 일반 인 개론을 설명하고 이

를 용한 성공사례를 집 으로 분석하여 BPM 경  

패러다임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BSC 

  균형 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는 미국에서 개발

된 최신 경 기법으로써 기업의 경 목표 달성을 한 략수립

에 근거하여 핵심역량을 찾아내고 이를 성과지표로 연결하여 소

수의 핵심지표를 측정하고 리함으로써 효과 인 경 목표를 

하도록 하는 경 신방법으로 재무  측정지표 뿐만 아니라 비

재무 측정지표도 성과측정에 반 시키는 균형 잡힌  통합경  

지표를 활용하는 (그림 1 ) 측정시스템이다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와 IITA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

로 수행되었음(IITA-2008-(C1090-0801-0032)).

      

(그림 1) BSC 성과표  략 

  2.2 BPM

  BPM은 로세스 개선의 기반을 의미한다. 개선 로세스의 

상은 핵심 이고 상호 기능 인 로세스는 물론 사 업무 

로세스를 포함한다. 로세스 개선은 실  데이터를 근거로, 

직원이 참여하여, 구조 /체계 /분석 인 방법을 통하여 진

으로 수행한다. BPM은 하나의 경  기법( 로세스 경 )으

로, IT 시스템의 지원 없이도 가능하며, 많은 기업들이 10여 년

 부터 체계 인 IT 지원 없이도 BPM을 수행해왔다. BPM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는 BPM과 구분되

어야 하며, BPMS는 BPM을 지원하기 한 IT 체계를 의미한

다. 한 BPM은 로세스를 심으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시스템, 시스템과 시스템의 상호작용(interaction)과 명

시 인 로세스 리 (즉 로세스의 정의, 실행, 모니터링, 분

석 등)를 지원하는 도구와 서비스로 업무 로세스를 정의, 구

, 개선, 리, 자동화  최 화하기 한 시스템으로 개별

으로 처리되던 업무 흐름을 통합하여 체 로세스를 사 으

로 리하며 실시간으로 리하는데  목 을 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림 2)BPM의 정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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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PM의 정의         

3. P사의 BPM 구축 방법

 eXMethod 개요  특징으로 eXMethod 방법론은 기존의 

BPR과 시스템 구축이 분리되어져 수행되던 여타의 방법론과는 

달리, 본 방법론은 업무 인 과 시스템 인 에서의 

근이 히 결합되어 있어 업무 로세스와 BPM 솔루션의 일

된 동시 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부문의 개선을 반

한 최 의 BPM 솔루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업무 로세

스 에서 살펴보면 지속  로세스 개선을 한 로토타이

핑, 안 성을 고려한 로세스 시뮬 이션, BPM 로세스 모델

링을 한 솔루션 Tools, 표 화된 로세스, 리기법, 산출물 

리이다. BPM 솔루션 에서 알아보면 BPM솔루션 

Softlanding을 유도하는 체계 인 Road-map, 검증된 로세스 

기반의 어 리 이션 구 , 확장성을 고려한 연동 아키텍처 인

터페이스이다. BPM 솔루션 구 을 한 로젝트에 용할 

eXMethod 방법론은 당사가 수행한 BPM기반의 솔루션 로젝

트에 용되어 그 실효성이 검증되었다. 략, 업무, 정보시스템, 

실행 계획의 일 성 있는 근 뿐만 아니라 향후 정보시스템 개

발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하여 정보화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Method 방법론은 BPM 솔루션제공도구

(Tools)와 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차 그리고 표  산출물들

로 (그림 3)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BPM 방법론 구성

  방법론 차는 로젝트의 진행방향과 작업의 선후 계를 명

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로젝트 진행을 보장하며, 솔루션 제

공도구는 고객사의 재와 미래 모습을 명확하게 분석, 설계, 구

하기 하여 하며, 표 산출물은 작업의 신속한 수행과 리

를 하여 필수 으로 참조해야 하는 표  산출물이며 업종별로 

제공 되어야 한다. 각 3가지 기본 인 요소는 상호 유기 으로 

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XMethod 법론은 고객사의 목

표시스템에 합하게 로젝트 방법론의 선택사항과 각종 표

을 채택하여 단계별로 로젝트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한 각 

단계별로 필요한 Guideline을 제시하여 로젝트 진행을 원활하

게 하며 다음단계 진행 에 산출물의 품질 검으로 체계 인 

로젝트 품질 향상을 추구한다. 로젝트 리는 Scope정의, 

goal, Approach등 로젝트 리를 한 Task들로 이루어져 

있는 로세스이다. 재 업무의 악  To-Be 방향설정과 

To-Be 업무 로세스의 설계 구 을 통한 테스트 등 업무 

로세스 련 Tasks이다. 시스템/어 리 이 션 리는 시스템 

련 설치와 테스트  어 리 이션 DB설계와 구 을 통한 가

동 검, 이행작업 련 Tasks이다. 변화 리  산출물 리는 

산출물 리  매뉴얼작성 ,교육,훈련등의 Tasks이다. 

eXMethod는 4개 Process로 는(그림 4) 같이 Road-Map 구성 

되어있다. 

(그림 4) eXMethod Road-Map구성

  eXMethod 계획단계는 가장 요한 Initial Task 로서 

Implementation Stage 에서 수행하는 각종Task의 기 이 된

다. 로젝트 조직, 환경 등의 Setup  Project 조직 내 의사

달 체계  각종 Issue 리 방안 등 로젝트 조직 체를 

운 해 가기 한 각종 규칙  문서들을 확정한다. Approach

는 업 는 제안 단계에서 논의된 Project Scope와 실제 수

행해야 할 Project Scope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로젝트 

Scope에 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고객의 추가 인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보유한 Resource를 감안하여 계자와 원만

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요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로젝트 수행시 사용했던 문서 는 규칙들을 용해도 

무방하다. 요한 것은 로젝트 참여 인원들의 합의  공유가 

필요하다. 산출물로는 로젝트 계획서 로젝트 목 , 범 , 일

정, 수행조직, 인력운  계획, Role & Responsibility, 투자계획

이며, 로젝트 리 방안으로는 이슈 리방안, 험 리방안, 

문서 리방안이다.  주요 고려사항은 로젝트 규모에 따라 필

요시 이행계획 수립을 포함한다. 세부 인 계획은 <표 1> 로

젝트  교육 계획을 시하 다. 

<표 1> eXMethod 변화 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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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Method 분석단계는 기존 략의 이해와 고객사가 직면한 내

외  환경을 살펴 으로써 원 략을 수정한다 .비즈니스 로

세스 기반의 BPMS 활용을 통해 경 신을 이루고자 하는 고

객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 해 시작되는 로젝트의 

첫단계가 된다. 주요 수행 작업내용은 고객사의 재 비즈니스 

로세스와 IT환경 등을 분석하고 고객사의 비 과 연계하여 

To-Be방향을 설정한다. BPM을 으로 도입하여 효율을 

최 화할 수 있는 상을 선정하며, 개발 테스트를 한 시스

템을 설치하고 테스트를 수행후 BPMS와 연동 되어야 하는 시

스템의 아키텍처를 분석한다. <표 2>은 상분석의 내용이다. 

<표 2> eXMethod 상분석단계

eXMethod 설계단계는 BPMS를 용할 상 업무 로세스와 

련된 조직  어 리 이션 등을 가시화하는 활동이다. BPM 

용 업무선정 과정을 통해 분석된결과를 바탕으로 로세스 자

동화 에서정의하는 활동이다. 주요 수행작업내용은 로세

스 모델링 도구를 이용하여 로세스 흐름을 정의하고  로세

스를 구성하는 각 액티비티와 트랜지션을 정의한다, 액티비티의 

수행자와 어 리 이션  련데이터 (RelevantData)등 기타 

액티비티의 특성을 정의  검한다. 용 솔루션과 연동data, 

시스템 performance를고려하여 Database를 설계 하며,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하여 기간시스템 혹은 차기 로젝트에

서 연계되어야 하는 시스템과 연동 아키텍처를 설계하며, <표 

3>DB 설계의 를 제시하 다. 

<표 3> DB 설계단계

eXMethod 구 단계에서 작성된 설계서를 기 로하여 로세스 

정의 속성들을BPM 시스템에 구 하고 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구  통합한다. 주요 수행 작업내용은 설계

된 로세스에 업무흐름, 참여자, 어 리 이션 정보를 정의하여 

설계된 내용을 검하고 로세스 별로 Verification/

Validation 체크한다. 시스템연계,사용자, 로우 어 리 이션 

작성하며 <표 4> 로세스의 구  단계를 시 하 다. 

eXMethod 테스트단계는 시스템의 가동에 앞서 로그램들이 

설계서와 사용자가 요구하는 성능  품질을 만족하는지 검증하

는 것이다.  이행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로젝트의 환경, 조건, 

기간에 따라 조정될수 있다. 주요 수행 작업 내용은 정합성 테

스트를 거친 로세스를 시

<표 4> 로세스의 구  단계 

뮬 이션을 수행하여 로세스의 최 화 정도를 평가한다. 로

세스와 어 리 이션을 연동하여 된 시스템의 통합테스트를 

수행한 후 시스템 이행  이행 테스트를 수행하여 행시 발생 가

능한 험 요인을 제거하며, 시스템을 가동계로 이행에 한 운

자 교육 실시한다. <표 5> 로세스의 테스트 단계를 시 

하 다. 

<표 5> 로세스의 테스트 단계

eXMethod 가동단계는 가동 당일의 시스템 오  일정에 따라 

가동을 시작하고 안정화 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수행 작업내용

은 시스템 가동  안정화 활동을 하고 로젝트 종료 활동을하

며, 체 인 로젝트의 성공여부를 고객사 와 함께 수행하고 

추가 인 개선 기회를 악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고객사 에

게  제시하고 공식 으로 로젝트를 종료한다. 로젝트 종료 

보고서를 통하여 로젝트를 마무리 한다. 

4. 결 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뛰어난 략, 우

수한 인재, 선도 인 기술, 마  능력, 풍부한 자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많은 방법  

BPM은 경쟁력 확보를 해 내부 로세스를 최 화한다. 주어

진 환경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 기업 내부의 각종 비효율성을 제

거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최 화된 로세스와 내부 자원 활용

을 추구한다. 이런 면에서 BPM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은 투

자 비 효율(ROI)이 다른 방법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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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상 으로 작다. BPM의  다른 축은 로세스 심의 

략 경  실천이다. 기존의 성과 리 체계에서는 기업의 성과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담당 임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

게 되므로 모든 임직원들은 성과 목표를 해 매진한다. 그러나 

성과 목표들이 모두 달성되었다 해도, 기업 체 의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해 인력

과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는 것과 변하는 시장에 실시간으

로 응해 고객 서비스를 극 화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생

존 본능이다.  앞에서 언 한 BPM의 실효성도 검증이 되었다. 

BPM도 산업 군별로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로 인하여 다양성이 

요구될 필요성이 있다. 많은 비용과 Resource가 투입되어 도입

한 만큼 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BPM을 개선해 

나가야 올바른 정착이 되어 진다고 본다. 

  기업의 경우엔 BSC가 정착되어 연계성이 있으나 소기업

의 경우엔 연계성이 미흡하다. 소기업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완 한 정착보다는 업무의 효율 인 효과를 가져다 왔다. 그리

고 략 으로 우선 기존의 로세스인 ERP, SCM 등에 한 

분석이 필요하며 한 내부에 문가를 지속 으로 배치하여 신

속한 업무처리가 RTE의 성공요소에 얼마나 큰 향을 주는가

와 소기업에 합한 BPM의 Solution에 한 연구를 하는 것

도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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