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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secures the agility of an enterprise through automation, integration,
and optimization of business process. For the successful BPM introduction,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suitable processes for BPM are very important. But as to process evaluation and selection standards, in fact,
various selection elements exist and they have to be considered.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evaluate
systematically and reasonably business processes for enterprises or concerned persons that plan to introduce
BPM. This paper describes a Web-based business process evaluation model for BPM using BSC(Balanced
Scorecard) and fuzz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 Web-based business process evaluation system
was implemented based on this and it provides many useful business process evaluation results to
enterprises or concerned persons that have insufficient experience and knowledge about BPM, and initially
plan to implement BPMS(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 Thus, this paper demonstrates the
applicability of fuzzy AHP concept in business process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BPM, and provides a
systemic guidan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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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 투자의효용성에관한 연구는 수없이진행되어 왔으나, 기

업의주요의사결정자들은 IT 투자의결과물및효과에대하여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통칭하

여 ‘Business-IT Gap’이라고부르며, 이러한비즈니스와 IT 기술

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BPM을 중심으로 한 ‘프로세스

혁신 기반의 경영 패러다임’이 여러 기업으로부터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 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은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과기존의정보시스템의성과및투자효과에대

한한계를극복할수있게한다. 또한업무프로세스자동화, 통

합, 최적화를통해기업의민첩성(Agility)을확보하고체계적인

프로세스 통제 및 효과 측정을 통해 업무의 관리 효율을 극대

화하도록한다(Sinur, 2003; Smith, 2003).

따라서 BPM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체

계적인 방법론으로, IT 솔루션 이라기보다는 경영전략의 성격

을띠고있으며, 단순히새로운경향이라기보다는그동안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필요성에따라재정립된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즉, 비즈

니스프로세스관리가제공하는지속적인통제와평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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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변경의용이성등의개념을통해, 해당프로세스의한

계를넘어전사적프로세스를대상으로한프로세스효율화, 프

로세스운영의모니터링및효과측정과그결과를반영한지속

적인프로세스최적화를추진할수있다(Verner, 2004).

성공적인 BPM 구현을위해서는 BPM 적용대상프로세스선

정이매우중요하다. 많은BPM 도입사례들에서이러한부분에

대한이해와고민의부족으로 BPM 도입효과가반감되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전·전략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환경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BPM 대

상 프로세스 선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평가기준들

을 살펴보면 정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들 까

지 존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어렵다. 실제

로너무나많고다양한선정요소들이존재하므로 BPM을도입

하려는 기업 및 관련자 입장에서 대상 프로세스를 선정하기

위해서는많은시간과노력을할애하는것이불가피하다.

BPM 대상프로세스의선정과관련하여많은연구들이진행

되어 왔지만, 기존의 BPM 대상 프로세스 선정 기준들은 기업

의전략적목표와성과지표등 BSC 관점의요소들을제대로반

영하지못했고(Choi, 2006), 또한 정성적인요소들을 제대로 평

가하지못했다. 따라서대상기업의업무특성및조건과비즈

니스환경들을고려한 BPM 대상프로세스를선정하는체계적

인방법및모델이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AHP를 활용하여

BSC 관점의요소들에대한가중치를측정하고, 정량적요소와

정성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정량적 요소의 측정치에

대한정규화과정을거친후, Fuzzy 개념을활용하여 BPM 대상

프로세스후보를평가하는모델을구성하였다.

즉, BSC와 Fuzzy AHP를 활용하여 BPM 대상 프로세스 선정

모델을개발하였고, 이를바탕으로Web 기반의평가시스템으

로구현하여 그효용성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해, BPM을도입

하려는 기업 및 관련자들은 대상 프로세스 선정에 있어 정성

적및정량적평가측면을함께고려하게되고, 동시에설문에

기인하는정성적요인의평가값을종합적으로반영할수있다.

2. 문헌 및 사례연구

본 장에서 BPM 대상 프로세스 선정과 BSC, 그리고 Fuzzy AHP

에관련된문헌및사례연구들에대해소개한다. 더불어본연

구에서이들의활용방안에대해설명한다.

2.1 BPM 대상 프로세스 선정과 BSC

BPM 대상프로세스의선정과관련한각종고려사항들과평

가 요소들에 대한 기준들은 대부분 일반 기업 또는 연구기관

에서 제시되었다(Kim, 1994; Park, 1995; Choi, 2006). BPM 대상

프로세스 선정에 있어서는 대상 기업의 업무 특성 및 비즈니

스환경에따라평가영역과요소들에차이가있는데<Table 1>

은관련연구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Kim, 1994; Park, 1995).

Table 1. Process selection criteria(Choi, 2006)

구 분 프로세스 선정 기준

Davenport
∘전략적인 중요성 ∘개선요구 정도

∘개선용이 정도 ∘관리 가능한 규모

Hammer
∘장애(Dysfunction) ∘중요도(Importance)

∘가능성(Feasibility)

이순철

∘가장 근본적인 업무

→ 영향이 크고 중요한 프로세스

∘연계 업무 프로세스

→ 협력이 필요한 프로세스

박동진

(Park, 1995)

∘프로세스 자체의 특성

→ 프로세스의 심각성, 중요성, 상태효과,

리엔지니어링 기대

∘BR 수행능력

→ 리엔지니어링 소요 자원, 관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조직적 측면의 수행능력,

벤치마킹의 적용가능성

그러나 이러한 평가요소들만으로 기업에서 BPM 대상 프로

세스를선정하는것은몇가지문제점들이있다. 우선이기준

들이 너무 개념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연

구결과별로 제시된 요인들이 서로 중복되고, 같은 내용을 다

르게 표현하였으며, 또한 평가요소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가

제시되지않아서상호배타적인요인으로간주될소지가있다.

대표적인 BPM 대상프로세스선정기준의예로 LG CNS에서

제시한 BPM 대상프로세스 선정 기준은 <Figure 1>과 같다

(Choi, 2006). 이선정기준은 B 텔레콤社의 BPM 구현에적용되

었으며, 특히 비즈니스 효과성, BPM 적합성 및 BPMS 구현 용

이성측면등을고려하였다. 그러나이기준은대상기업의업

무 특성, 조건, 그리고비즈니스환경들을충분히고려하지않

았다. 본연구에서는이를보완하기위해 BSC를활용하여보다

균형잡힌BPM 대상프로세스선정기준을제시하기로한다.

Figure 1. An example of BPM process selec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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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는 1992년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캐플란(Robert S. Kaplan)

교수와 국제 컨설팅회사인 르네상스 월드와이드 전략그룹의

설립자이자회장인 노턴(David P.Norton)이 세 차례의 논문 발

표를 통해 제안한 성과측정 방법이다. <Figure 2>와 같이 재

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그리고학습과성장이라는서로다른

네가지시각으로구성된 BSC는기업의전략적목표와일련의

성과지표로 전환시킬수 있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

였다(Kaplan&Norton, 1992; 1993; 1996).

Figure 2. BSC approach (Kaplan and Norton, 1996)

BSC는 1992년 Havard Business Review에 발표된 후(Kaplan and

Norton, 1992) 여러기업에서적용하여큰효과를보고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Butler, 1997;

Letza, 1996; Martinsons, 1999; Smith, 2007).

BSC에서고려하는측면은상황에따라서변경이될수있으

며, BSC의 가장 중요한초점은 조직의 전략을 측정 가능한 목

표들로바꾸는것이다. 다음은본연구에서반영한 BSC 관점의

요소들이다.

(1) 평가영역

평가영역은 BSC의실행을위해분류되어지는요소이며, 일

반적으로 BSC에서제시되는 4가지측면을사용한다.

(2) 측정치

목표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반영할 수행척도들은 반드시

측정이가능한계량치들로나타내야한다.

(3) 측정될수있는목표

각 측정치에 대해서 ‘측정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하며 BSC

에 기반이 된 측정될 수 있는 목표는 조직이나 평가 시스템의

전반적인목표가되어야한다.

2.2 Fuzzy AHP

기존의 Fuzzy 개념은다양한분야에서여러목적으로활용되

었고, 이에관련된연구들이많이진행되어왔다. 대부분의연

구들은제조업(Bozdah, 2003; Weck, 1997),국방분야(Chen, 1996;

Cheng, 1994; 1999; Mon, 1994)에서 제품이나군수물자의 선택

을 위한 평가 도구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성

적인지표들에대하여언어적(Linguistic)인표현의 Fuzzy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했었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

에 Fuzzy 개념을 이용하여 대안 선정에 있어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실용적인측면에서는한계를가진다(Lee, 2005). 또한 IT

분야에서는 정보시스템 솔루션 선정에 있어서 솔루션에 대한

우수성판단 및 선택을 위하여 정성적, 정량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한 Fuzzy AHP가활용되기도하였다(Lee, 2005).

따라서본연구에서는 BPM 대상프로세스선정에있어서정

성적인 요소와 함께 정량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요소별 상

대적가중치를반영한모델을 개발하기위해 Fuzzy AHP를적

용하였다.

3. BPM 대상 프로세스 선정 기준

BPM 대상 프로세스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BSC의 개

념을 활용하였고, 본 장에서는 BSC에 기반 한 BPM 대상 프로

세스선정기준대해설명한다.

BSC는중심에전략과비전이위치한다. 여러가지측면에서

볼 때전통적인 평가 시스템은 불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반면 BSC는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위한행동을취하는것이필요하다. BSC는전통적인

평가 측면에서강조하는 재무적인 관점에 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비재무적인 관점의 필요성에 의하여 새로운 성과측정지

표를추가한시스템으로, BSC에서고려하는측면은상황에따

라서 변경될 수 있다. 특히 BSC의 중요한초점은 조직의 전략

을 네가지균형잡힌 성과기록표의 관점을 바탕으로 각각에

대한측정가능한목표들로바꾸는것이다.

Table 2. BSC perspectives for BPM process selection

측면 관점정의 도출된 요인

재무

관점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재무지표는

무엇인가?
프로세스 비용

주요 재무지표들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프로세스 트렌드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예산은 얼마인가? 프로세스 예산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에서 주요 경쟁자들과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민첩성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이 세분화

되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고객관리

각 세분화된 고객 집단을 ‘감동 시키기

(Delight)’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만족도

내부

프로

세스

관점

어떤 프로세스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가?

관리 및 모니터링의

필요성

우리 프로세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표준화, 가시화, 자산화,

프로세스 복잡성

학습

과

성장

관점

직원들의 사기는 얼마나 높으며, 주요한

영향력은 무엇인가?

종업원 역량,

종업원 생산성

직원들이 비전을 이해하고 있는가?
전략 목표와의

연계성

미래의 어떤 기술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식과 기술자본의

보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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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 BPM 대상프로세스선정을위해 BSC에서제

시하는 4가지측면을모두고려하였다. 그리고 BPM 대상프로

세스 선정과 관련한 각 측면의 관점에 대하여 정의하고, 정의

된관점을바탕으로측정가능한주요요인들을도출하였다.

즉, BPM 대상프로세스를선정하기위해서기업의비전․전

략 측면과 하부 구조들의 관점을 정의하고, 도출된 관점과 이

에대한정의를통하여평가를위한요인을 <Table 2>와같이

도출하였다.

Table 3. Evaluation criteria hierarchy

BPM대상프로세스선정에대한BSC 모델링에서의전략적목

표를바탕으로도출한관점별요인에대한세부요인의상세질문

및측정방법을정의하면 <Table 3>과같다. 도출된상세질문및

측정방법은BPM을도입하고자하는기업의특성과여건에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BSC의 관점에서 비전과 전략에 부합되며 전

체적인균형을이룰수있도록신중하게수정하여야한다.

각 세부요인들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현황분석과 설

문이다. 현황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량적 요소 데이터와 설문

을 통해얻어진 정성적 요소 데이터는 제 4장에서 다룰 Fuzzy

AHP를통한평가알고리즘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 현황분석

을통해얻어진정량적요소의 Fuzzy화는제 4장에서설명한다.

4. Fuzzy AHP를 이용한 BPM 대상 프로세스 평가 모델

본 장에서는 Fuzzy AHP를이용한 BPM 대상프로세스평가모

델을설명한다.

4.1 AHP

본연구에서는측정지표들사이의가중치(weight) 설정을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실시하였다. AHP는정성적항목의중요도를계산하는대표적

계층적분석과정기법으로상대적중요도나선호도를체계적

으로척도화하여정량적형태의결과를얻을수있다. AHP는

측정의 목적과 수단(측정지표)을 계층적으로 연결시켜 주며,

복수의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를 동시에 고려하기보다는둘씩

짝을 지어 이원비교를 하게 함으로써측정하려는 요소 및 지

표들간의상대적중요도판단을명확하고, 용이하게할수있

도록한다.

(1) AHP 기본개념과계층화

AHP를이용하여 BPM 대상프로세스선정에대한요인들간

의가중치를설정하기위해서는먼저현안문제를계층화과정

을 이용할수 있도록계층구조로전환시켜야한다. 즉, 상위계

층과하위계층으로구분하여각계층간의연쇄관계가이루어

지도록모형을구조화한다. <Figure 3>은 BSC에기반하여도

출된평가영역요인을 AHP를활용하여계층화한것이다.

Figure 3. Decision hierarchy of BPM process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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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간이원비교를통한중요도측정

AHP의중요한특징은어떤하나의문제를몇개의계층으로

분해한후, 각계층에포함되어있는요소들을둘씩짝을지어

바로상위에있는평가기준들에비추어그상대적인중요도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한 계층내에포함되어 있는 모든요소들

을둘씩짝지어 비교하므로 어떤한 계층에포함되어 있는 요

소들의 수가 n이라면 nC2 즉, n(n-1)/2개의쌍의 이원비교를 실

시한다. 이러한이원비교를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일종의

입력자료로서정방행렬을사용한다.

상위 계층에 있는 평가기준에 의한 어느한계층내의 요소

들간의가중치(local weight)는이원비교결과인정방행렬의고

유벡터(Eigen Vector)에의해구할수있다. 일반적으로 n×n의입

력행렬 a에대하여 “a․W = r․W”을만족하는스칼라 r과 n×1

의고유벡터 W가존재한다. 이때고유벡터 W 가운데∑Wj =

1을 만족하는 고유벡터가 그 계층내의 요소들 간의 가중치가

된다(Chang, 1996; Lee, 2005; Weak, 1997).

BPM 대상프로세스선정을위한계층별가중치는 BPM-TFT

(Task Force Team)에의하여측정되는것이효율적이다. 각각의

프로세스관련자들의의견을모두반영하는것도의미가있겠

지만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BPM 도입 시 각 분야의 대표로

선발구성된 TFT를활용한다면보다빠른시간과비용으로비

교적정확한가중치를산정할수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상대적 중요도(가중치) 산정의 예로, 1

계층의 측정치인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

습과 성장 관점에 대한 BPM-TFT의 설문 측정 결과를 <Table

4>와같이정의한다.

Table 4. Example of pair-wise rating of perspectives

구 분 비교대상 #1 비교대상 #2 BPM-TFT 측정 결과

1

계

층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4 : 6

재무적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4 : 6

재무적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6 : 4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7 : 3

고객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5 : 5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6 : 4

<Table 4>의 BPM-TFT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각 비교대상

비율의 차를 이원비교 입력행렬로 전환하는 것은식 (1)에 의

해서다. 즉, 비교대상 #1의측정치를 Ri, 비교대상 #2를 Rj라할

때이원비교 입력행렬값 Vij는 비교대상 측정치의 차가 양수,

0, 음수인 세 가지 경우에 따라식 (1)에 의해 연산되어 <Table

5>의 이원비교 입력행렬에 입력된다. 그리고 각열의 합계를

<Table 5>와같이계산한다.

 










       

   

     


   

(1)

<Table 5>의 입력행렬의 각 원소들을 각열의 합계로 나누

어, 각 열마다 합계가 1이 되도록 <Table 6>과 같이 정규화

(normalization)한다. 정규화된행렬의각행(row)을합하고, 이를

4로 나누어 산술평균하면, 산술평균값이 평가요소 사이의가

중치(또는우선순위벡터)가된다.

Table 5. Pair-wise comparison matrix

재 무 고 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재 무 1 0.3333 0.3333 3

고 객 3 1 5 1

내부프로세스 3 0.2000 1 3

학습과 성장 0.3333 1 0.3333 1

합 계 7.3333 2.5333 6.6667 8.0000

<Table 6>과 같이 BPM-TFT에 의하여 측정된 1계층가중치

예를 보면 대상 기업은 BPM 대상 프로세스 선정에 있어 고객

관점을가장중요시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Table 6. Relative importance of perspectives

재 무 고 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가중치

재 무 0.1364 0.1316 0.0500 0.3750 0.1732

고 객 0.4091 0.3947 0.7500 0.1250 0.4197

내부프로세스 0.4091 0.0789 0.1500 0.3750 0.2533

학습과 성장 0.0455 0.3947 0.0500 0.1250 0.1538

합 계 1.00 1.00 1.00 1.00 1.00

위의 예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2계층, 3계층의 측정지표

들간에계속적으로적용하면, 각계층간요소의국지적인가

중치를 최종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관점에서

보았을때, 2계층의민첩성, 고객관리, 만족도에대한국지적인

가중치가 도출되고, 최종적으로 민첩성의 세부요인 중 변경

용이성, 시장환경에대한민첩한대응필요성, 요청반응시간

의 적절성에 대한 3계층의 국지적 가중치가 산출될 것이다.

AHP의평가항목간이원비교를통해산출된국지적가중치는

Fuzzy AHP를알고리즘과정중 Fuzzy판단행렬을도출할때사

용된다.

4.2 Fuzzy

Fuzzy AHP는 기본적인 퍼지 개념들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

다. 이절에서는 Fuzzy AHP에서사용되는기본적인 Fuzzy 개념

을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

서설문응답자들의퍼지한생각들을소속도함수를적용시켜

퍼지수치(Fuzzy Number)로변환하여분석을시작하였다. 그러

므로어느정도의변동폭이있는데이터집합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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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삼각퍼지수를사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1)삼각퍼지수(Triangular Fuzzy Number) 이론

퍼지수 A의소속정도함수 μA : ℝ→ [ 0, 1 ]이식 (2)와같이

정의된형식일때이퍼지수 A를 특별히삼각형퍼지수(Trian-

gular Fuzzy Number)라고하고기호로는 (a, b, c)라고표시한다(x

는유계폐구간 [a, c]내의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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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식 (2)의소속도함수를그림으로나타내면<Figure 4>

와같은삼각형모양의함수로표현된다. 즉, 세로축이소속도

를나타낸다고볼수있는데삼각퍼지수에서 b일때소속도가

가장높고 a와 c로갈수록소속도가떨어지는형태를가진다. α

수준에서 신뢰구간을 나타내는 α-cut은 퍼지수를 실제적으로

계산하기편한비퍼지수로바꿀때사용하는비퍼지화의대표

적인 방법이다. α-cut은퍼지 함수값이 α보다큰 x값의 구간을

나타낸다.식 (2)와같은삼각퍼지수의 α-cut은식 (3)과같이나

타낼수있으며, 최종적으로식 (3)의 α-cut과식 (4)의선형결합

을이용하여비퍼지화를한다.

Figure 4. Triangular fuzzy number

∀∈ 

 
 

       

(3)

         (4)

(2) 정량적요소의정규화모델

정규화모델은 <Table 3>에서BPM 대상프로세스선정기준

으로 도출된 정량적 요소인직접비용,유지비용, 지연비용,납

기준수율 등을 삼각 퍼지수로 변환된 타 요소들의 평가값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정의되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측면 및 하부요인들과 동일한 퍼지수 형태로 각 대안들

의 정량화된 값들을삼각퍼지수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형또는비선형적모델을적용시켜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5>, <Figure 6>과 같이 선형적인 모

델을 적용하기로 한다. 향후에는 비선형적인 모델 적용에 대

해서도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Figure 5>는 BPM 대상 프로세스 선정에 있어서납기준수

율 등과 같이 정량적 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상대우위를 가

지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Figure 6>과 같은형태는 직

접비용,유지비용, 지연비용등과같이정량적수치가높게측

정될수록상대우위를가지는경우에적용할수있다.

Figure 5. Membership function #1 for quantitative

Figure 6. Membership function #2 for quantitative

4.3 BPM 대상프로세스선정평가알고리즘및예시

본절에서는 BPM 대상프로세스선정을위하여현황분석과

설문조사로측정된데이터를제시된모델에적용한선정알고

리즘및이를활용한예시를소개한다. 전체적인 BPM 대상프

로세스선정을위한모델의세부단계는 <Figure 7>과같다.

Figure 7. BPM target process evaluation model

BPM 대상 프로세스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평가기

준들이명확해야한다. 즉앞서살펴본BPM 대상프로세스선정

모델에서와 같이 각 측면별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목표들은평가가능한지표들로바뀌어야한다. 그

러한목표및지표들은각세부요인들로반영된다. 이는기본적

으로설문에서얻어지는퍼지척도수를기준으로한다. 설문응

답자들의퍼지한생각을반영하기위해서각척도에대한소속

도함수를<Table 7>과같이정의하여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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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mbership function of fuzzy number

퍼지 수 소속도 함수

1 (0, 0, 1)

x (x-1, x, x+1) for x = 1, 2, 3, 4, 5, 6, 7, 8, 9

9 (8, 9, 9)

<Table 7>에서정의한소속도함수를 <Figure 8>과같은그

래프형태로보면평가자들의퍼지한개념을고려한설문데이

터들의퍼지척도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Figure 8>과 같

이각각의퍼지함수값들은중첩값들을가질수가있다.

Figure 8. Fuzzy membership function for criteria

이는만약설문자가 5점의점수를주었다고해서정확히 5점

을 선택했다는 비퍼지한 개념을 배제하고, 5점을 기준으로얼

마만큼의 변동을 가지는퍼지한 개념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부요인에 대한 소속도를 고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BPM 대상 프로세스 선정에 있어서 고려

하는평가측면과세부요인을바탕으로설문지를만들어조사

하였다. 이때주의해야할것은정성적요소의각상세요소들

에대하여측정치가높게나오는것이 BPM 대상프로세스로서

비교우위를가질수있도록질문이나채점기준을일관되게수

정하는것이다.

앞에서제시한 BPM 대상프로세스선정모델을이용한전체

알고리즘및적용예를보여준다.

Step1 : BPM대상프로세스선정기준을AHP 구조로정의한다.

<Figure 3>과 같이 해당영역에 대한 요인들의 계층적인 구

조를세운다.

Step 2 : 평가항목간이원비교를통한중요도를측정한다.

제 4.1.2.절의<Table 4>～<Table 6>과같이BPM-TFT의상대

적 비교 측정치에서얻은 각 측면의 하부요인별 점수를 바탕

으로환산된관점별가중치는<Table 8>과같다.

Step 3 : 정량적요소의정규화모델을설계한다.

본 연구의 Fuzzy AHP 모델은 정성적인 평가 측면과 정량적

인 평가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 정성적인 하부요인 평가 값들

은설문결과값을퍼지수화해서 BPM 대상프로세스선정모

델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 정량적 요소의 비퍼지값(crisp num-

ber)들은 정성적인 요인들과 동일한형태로 정규화 시키는작

업이필요하다.

Table 8. Relative importance of decision elements

Figure 9. Membership function for delivery rate

Figure 10. Membership function for direct cost

<Figure 9>, <Figure 10>은 예제에서 적용한납기준수율과

직접비용의정규화모델예시이다.

Step 4 : 퍼지판단행렬을구한다.

이는각하부요인들에대한퍼지설문값의평균들을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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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식 (2)를 통해 구한 평가값들로 구성된 행렬이다. 즉, 각 측

면별 하부요인들에 대한삼각퍼지수로 구성된형태에, Step 2

에서 구한 관점별 가중치를곱한다. 다섯개의 프로세스 후보

들에대한연산결과는 <Table 9>와같다.

Step 5 : 순위퍼지수행렬을구한다.

Step 4에서구한퍼지판단행렬에 Step 2에서 구한 관점가중

치를곱하여각프로세스순위퍼지수행렬을 <Table 10>과같

이구하고,식 (3)의 α-cut 방법과식 (4)의선형결합을통하여대

안들의순위를정한다. 이예제에서는α = λ = 0.5로적용하였다.

Table 9. Fuzzy comparison matrix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P1 (4.75, 5.56, 6.26) (4.45, 5.45, 6.45) (4.38, 5.38, 6.38) (4.89, 5.89, 6.89)

P2 (2.41, 3.08, 4.08) (4.53, 5.44, 6.44) (4.87, 5.87, 6.84) (4.50, 5.50, 6.50)

P3 (5.52, 6.48, 7.09) (4.43, 5.43, 6.35) (5.10, 6.10, 7.08) (4.65, 5.65, 6.65)

P4 (4.19, 4.88, 5.73) (5.13, 6.05, 6.83) (4.75, 5.67, 6.67) (5.15, 6.15, 7.15)

P5 (3.27, 4.19, 5.10) (3.72, 4.50, 5.50) (4.77, 5.77, 6.74) (5.33, 6.33, 7.33)

Table 10. The final ranking of 5 processes

순위 퍼지수 행렬 α-cut 적용 선형결합 순위

P1 4.56 5.52 6.46 (5.04, 5.99) 5.52 3

P2 4.17 5.07 6.06 (4.62, 5.57) 5.09 4

P3 4.85 5.84 6.73 (5.35, 6.29) 5.82 1

P4 4.85 5.73 6.61 (5.29, 6.17) 5.73 2

P5 4.13 5.02 6 (4.58, 5.51) 5.04 5

본 예제에서는 비교 대상인 다섯 개의 프로세스를 분석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프로세스 적용 우선순위가 P3 > P4

> P1 > P2 > P5의순으로산출되었다.

5. 웹 기반의 BPM 대상 프로세스 평가 시스템 구현

본장에서는앞에서설명되어진 BPM 대상프로세스선정을위

한 모델 및알고리즘을토대로 구현되어진웹기반의 평가 시

스템에대해설명한다.

5.1 시스템 구현

본시스템구현에적용된주요개발환경은<Table 11>과같다.

Table 11. System Environment

구 분 개발환경 구 분 개발환경

OS Microsoft Windows 2003R WAS Apache Tomcat 6

DB Oracle 10g Tool JSP, MiPlatform(Trial)

BPM 대상프로세스선정을위한모델및알고리즘을바탕으

로시스템의개체관계도를<Figure 11>과같이정의하였다.

Figure 11. System configuration

<Figure 11>에서프로젝트란 BPM 대상프로세스선정을위

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로부터 출발

하여 마지막으로 순위 퍼지수 행렬을 생성하면, 최종적으로

대상프로세스선정안을도출할수있다.

구현된 시스템의 영역은 크게 평가표준과 선정관리로 나누

어진다. 평가표준은제안한방법의선정기준에해당하며, BPM

대상프로세스선정기준의세부요인에대한상세질문및측정

방법 등을 관리하는 기능과, 프로세스 설계사례 자료등을 제

공한다. 선정관리는 선정 대상 프로세스를 등록 관리하고, 제

안된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선정안을 도출하는 부분

이다. 상세 구성화면 목록은 관리적 측면에서 BPM 대상 프로

세스선정기준을제공하는평가표준영역과, 사용자측면에서

대상 프로세스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선정관리 영역으로 나누

어지며 <Table 12>와같다.

Table 12. Menu lists

영역 화면목록

평가표준
∘ BSC 관점별 세부요인

∘프로세스 설계사례

선정관리

∘프로젝트 등록 및 현황조회

∘세부요인 등록 관리

∘대상 프로세스 등록관리

∘평가 항목간 이원비교를 통한 가중치 관리

∘가중치 산정 결과 조회

∘정량요인 현황분석 결과 관리

∘정성요인 설문조사 결과 관리

∘퍼지 판단행렬 관리

∘순위 퍼지수 조회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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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4.3절에서는 제시한 모델 및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체관점의대상프로세스선정안만을도출하였지만, 구현된

시스템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각 관점별(재무, 고객, 내부프

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로도 프로세스 선정안을 계산하여

선정에필요한참조자료를 <Figure 12>와같이제시한다.

Figure 12. Final evaluation values and ranking

그리고 BPM 대상프로세스선정에있어서참고할만한프로

세스설계사례의벤치마킹자료를제공한다. <Figure 13>과같

이 업종별, 업무구분별 프로세스 모델링 사례의 자료등을참

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해당 프로세스 선택시

<Figure 14>와 같은 프로세스 모델링 사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구성하였다.

Figure 13. A result of process benchmarking

Figure 14. An example of process modeling

5.2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사례

본절에서는구현된시스템을활용하여최종프로세스선정안

을도출하는과정을설명한다. 일단사용자가웹을통해본시

스템접속하여로그인후선정관리메뉴의프로젝트등록관리

세부메뉴에서프로젝트등록및현황조회화면을선택한다.

Step 0 : 프로젝트등록을통해<Figure 15>와같이신규프로젝

트를생성한다.

Figure 15. Establish a new project

Step 1 : 세부요인등록관리를통해 <Figure 16>과같이프로젝

트에적용할세부요인정보를선택한다.

Figure 16. Complete the evaluation hierarchy

Step 2 : 평가항목간이원비교를통한가중치관리화면을통하

여 <Figure 17>과같이각관점, 요인, 세부요인이원비

교상대비율을입력한다.

Figure 17. Input comparison results between perspectives

Step 3 : 정량적요소의현황분석결과와정성적요소의설문조

사결과를 <Figure 18>, <Figure 19>와같이입력한다.

Figure 18. Data input for quantitativ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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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Data input for qualitative elements

Step 4 : Step 2, Step 3을과정에입력된데이터를바탕으로시스

템은 <Figure 20>과같이퍼지판단행렬을구한다.

Figure 20. Fuzzy comparison matrix

Step 5 : Step 4에서 구한 퍼지 판단행렬 데이터를 바탕으로

<Figure 21>과 같이 전체 관점의 순위퍼지수 행렬을

구한다. 그리고 <Figure 22>, <Figure 23>, <Figure

24>, <Figure 25>와 같이 각각의 관점별 순위퍼지수

도 입력한 값에 의해 계산이 되어 선정안의참조자료

로제공된다.

Figure 21. Final ranking of process in terms of overall perspectives

구현된 평가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보면 비교 대상

인다섯개의프로세스를분석한결과, <Figure 21>과같이프

로세스적용우선순위가 P3 > P4 > P1 > P2 > P5의순으로나

타났다. 또한 <Figure 22>, <Figure 23>, <Figure 24>, <Figure

25>와같이측면별관점의선정안을보면, 재무관점과내부프

로세스 관점에서 P3, 고객관점에서 P4,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는 P5가적용우선순위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Figure 22. Final ranking of process in terms of financial

Figure 23. Final ranking of process in terms of customer

Figure 24. Final ranking of process in terms of internal business

Figure 25. Final ranking of process in terms of learning and growth

<Table 8>의 가중치를 계산한 예시에서는 고객관점이 약

40%의비중으로해당프로젝트에서가장큰가중치를가졌고,

<Figure 23>의 고객관점에서는 P3이 4위의 우선순위를 가진

다. 이는 P3이 전체관점에서 우선순위가 가장높았던 것에 비

해 상반된 결과이다. 즉, 전체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로선정된 P3이특정관점으로만평가하였을때에는상대적으

로우선순위가낮게평가되어결국대상프로세스로선정되지

않을수도있다는오류를단적으로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관점으로만

프로세스를 평가하게 될 경우, 기업 전체의 비전 전략과 부합

하지않는부적합한프로세스에대하여기업역량을집중시키

는오류를범할수있다는반증이될것이다.

구축된 프로세스 평가 시스템을 통해, 전체관점의 평가 외

에도측면별관점에대해서 Fuzzy AHP를적용시켜비교함으로

써 비교대상 프로세스들에 대한 강점을 가지는 평가 측면과

약점을가지는평가측면을알수가있다. 기업의비전과전략

에 부합하는 전체 관점의 분석결과와 각 측면별 관점에 대한

적용우선순위분석결과를토대로, BPM을적용하고자하는기

업또는관련자는종합적인 BPM 대상프로세스선정안을마련

할수있다.

5.3 α-cut method와 선형결합에 대한 분석

본절에서는 α-cut method와선형결합에서사용된두인자 α 

와 λ 값의변화에따른후보프로세스들의최종점수를살펴보

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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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값의 변화는 순위퍼지수를볼때 Fuzzy Scale Number의 변

화범위를나타낸다고할수있다. 즉, 순위퍼지수범위의변동

을 어느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와 같은 신뢰구간에 대한 문

제이다.

λ 값은 α-cut을적용시켜나온범위를특정한값으로보기위

한하나의인자라할수있다. 선형결합에서 λ 값의 변화는기

존 연구를 살펴보아도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지 않고, 의사결

정자들이 α-cut의범위 중에서 어떤부분의 값에 대해 관심을

가지느냐에따라서틀려질수있다.

그렇다면 α 와 λ 값의 변화에 따른프로세스의 평가점수는

어떻게변화하는가를살펴보자. α 와 λ 값모두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에 대하여 각각 α 와 λ 값의 변화에

따른점수를비교하면 <Table 13>과같다.

Table 13. Changes in process evaluation values

<Table 13>을살펴보면, α 값을고정시키고 λ 값의변화에

따른점수를비교하면 λ 값이클수록대비점수는낮아지는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α 값이작을수록점수의 차이는 크며

반면 α 값이커질수록점수의폭은작아져서 α가 1일때에는 λ 

가 0과 1사이모든구간에서점수가동일하였다.

<Figure 26>은 α=0 일때, λ 값의 변화에따른프로세스 평

가점수 변화를 도식화 한 것이다. λ 가 1일때 P3과 P4가 동일

한값을가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Figure 26. Changes in process evaluation values when α=0

6.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에서는 BSC와 Fuzzy AHP의개념을활용하여 BPM 대상

프로세스 선정 모델을 제시하고, 웹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구

현하였다. 이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분석을 통해 대상 프로세

스 선정에 대하여 전체 관점과 측면별 관점으로 적용 우선순

위를도출하였다.

기존의 BPM 대상 프로세스 선정 모델에서는 BPMS 구현을

위한적합성, 구현 용이성, 비즈니스효과성등의특정측면에

서만대상프로세스를평가한반면, 본연구에서는 BSC개념을

도입하여비전․전략과연계한기업전체의균형잡힌평가요

소들을고려한프로세스선정기준을제시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평가를 위한 설문에서의 점수는 비퍼지한

개념을 가진 점수로만 반영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설문 데이

터에대한설문자의퍼지한개념을모두반영하였다는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정성적인 요소와 정량적인 요소들을 동

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요소의 정규화 모델을 통하

여 정량적 수치로 조사된 값들을 퍼지값으로 표현된 타 정성

적인요소와동일한기준으로분석하였다.

더불어본연구에서제시한 BPM 대상프로세스선정모델을

웹기반의평가시스템으로구축하였다. 구현된평가시스템을

통해 BPM을도입하려는기업및관련자들에게대상프로세스

선정에 있어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며,

동시에 설문에 기인하는 정성적 요인의 평가값을 종합적으로

반영할수있는합리적인도구를제시하였다.

구현된평가시스템을통해기업의비전과전략에부합하는

전체관점의분석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 BPM 대상프로세스

선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관점의 평가외에도 측

면별관점에대해서 Fuzzy AHP를적용시켜비교함으로써강점

을가지는평가측면과약점을가지는평가측면을알수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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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설문자들의 Fuzzy 한정도를소속도함수에적용할수

있도록 α와λ 값의변화에따른점수를비교분석해보았다.

향후 BPM 대상프로세스선정모델의방법론적인측면에서

선형적인형태의정규화모델을더욱구체적인모델로구현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α-cut method에서 제시한 것처럼

설문조사에있어서전체적인설문자들의 Fuzzy한정도를측정

할수있는방법을생각하여이를반영시켜 α와 λ 값에대한가

이드라인을제시할수있는연구도필요할것이다.

BPM 대상프로세스선정이라는응용측면에서각산업군, 프

로세스군에 따라서 특화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모델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실제로 프로세스 간의 시너지 효과가

존재할것이며이를반영한평가모델을고려할필요가있다.

더불어 BPM 분야의전문가지식을지식베이스로활용하여,

대상 프로세스 선정에 있어 일반적인 탐색 및 추론메커니즘

을활용하는전문가시스템으로의확장에대한추가적인연구

가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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