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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업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심2로 정보 인프라는 웹서 

비스 기반으로 재편되어가고 있으며, 기업의 정보시스템은 BPMS를 중심으로 다시 구축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e비즈니스 고도화의 방향으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설정하고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b비즈니스 기술과 BPM 기능요소 간의 상관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향의 成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BPM 발전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BPM 솔루션 업체, 도입기업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order for companies to surviv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activities in an 
enterprise must be reorganized around business processes;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s are based on Web Services; 
and infonnation systems are re-built around the BPM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 In this research we 
suggest major directions of e-business enhancement especially based on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Then we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BPM functionalities and e-business technologies, and suggest priorities among the 
evolving directions of BPM functionalities via an intensive expert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by BPM 
solution vendors, prospective buyers and IT policy makers.

키워드 : e-비즈니스, SOA,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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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IT 신기술의 비즈니스 적 

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质비즈니스가 확대 • 

발전함으로써 개 별기 업 의 비 용절감, 효율증대 , 수익 

창출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오늘날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도입이 아직은 크게 활성 

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b비즈니스를 구현하 

는 기술시장의 구조와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는 점에서 u비즈니스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웹서비스 모바일, RFID, 유비쿼터스 등 전자상거 

래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개념의 기 

술들이 출현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成비즈니스 

는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o비즈니스를 도 

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경쟁력확보를 위한 고도화 

된 e•비즈니스를 요구하고 있다［4］.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따르면, 2005년에 가장 많 

이 도입된 e■비즈니스 시스템은 ERP(2X0%)이며, 

이어서 전자입찰시스템(10.0%), CRM(44%), 온라 

인교육운영관리시스템(35%) 순으로 나타난 반면 

BPM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1.0%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3］. 이는 기업의 e■비즈니스 시스템 

들이 지속적인 업무혁신의 결과를 시스템에 즉각 

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成비즈니스의 고도화 

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BPM에 주목하여, 

현 시점에서의 e■비즈니스의 고도화의 방향으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기반의 서비스 지 

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BPM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먼저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심의 e■비 

즈니스 고도화의 핵심 방향과 이후의 세밀한 분석 

을 위한 e•비즈니스 기술의 분류체계 및 e•비즈니 

스 기술과 BPM 기능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 

한다. 3절에서는 BPM의 발전방향들을 정리하여 

보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설문 분석을 통 

하여 BPM 발전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4 

절에서는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SOA 기반의 e■비즈니스 고도화를 추진함에 있어 

서 바람직한 BPM 발전방향을 분석하였고 끝으로 

5절에서 결론을 제시하였다.

2. BPM 중심의 

e-비즈니스 고도화 환경

2.1 e■비즈니스 고도화의 방향

한국전자거래진흥원［2］은 국내 成비즈니스 고도 

화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e■비즈니스 활 

용 기반 강화, 파생 비즈니스의 성장을 당면한 이 

슈로 보고 이 가운데 e~비즈니스 활용기반 강화 

측면에서 15개의 斷비즈니스 핵심 전략기술을 선 

정, 기업의 e■비즈니스 고도화 노력을 진단하였으 

며 u-비즈니스로의 진화를 전망하였다. 이 백서에 

서는 2005년 국내 ERP 솔루션 시장이 1,086억 원에 

달해 ERP가 전략 솔루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e■비즈니스 기반으로서 ERP 시스템의 한계를 인 

식하고 내부 e비즈니스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한 

RTE(Real Time Entetprise)와 대외적인 斷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협업적 成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서비스 중심 

의 IT 기술의 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 환경 

역시 산업별 가치사슬의 해체와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되면서 사업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IT 

기술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기술 

을 토대로 기업들은 인터넷 상에서 기업 간 사업 

의 연계가 가능한 동적 비즈니스의 실현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기업 간 연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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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에도 기업이 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 

였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로서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를 

주목하게 되었다[5]⑹[7]

이와 같이 향후 e■비즈니스 고도화의 방향은 

SOA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지향 b비즈니스 고도 

화와 RTE를 중심으로 한 기업내부의 실시간 지향 

b비즈니스 고도화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SOA 기반의 

e-비즈니스 고도화에 초점을 두었다.

2.2 ©■비즈니스 기술과 BPM 기능요소간 

상관관계

斷비즈니스의 고도화를 위한 BPM 발전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2006년 1월에 발간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의 'ebTRM 2010' [4]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를 이용 

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정의 

된 e■비즈니스 기술들과 BPM의 기능요소와의 상 

관관계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 e-비즈니스 기술과 BPM 기능요소간의 상호작용관계

(►■는 매우 강한 영향, a는 강한 영향, 0는 약한 영향, 빈칸은 영향 없음을 의미 ; 삼각형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는 경우 b 
비즈니스 기술항목이 bpm 기능요소에 미치는 영향이고 왼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를 의미함)

비즈니스 기술분류 프로세스정의 프로세스실행 프로세스모니터링 프로세스분석

합
 술
 

통
기

애플리케이션통합 V ► ◄ ► <1 t>

프로세스통합 4 ► ◄ ► ◄ ► ◄ A
프레젠테이션통합 V V ► ◄ <

서비스통합 V ► ◄ ► <

컨텐츠 통합 V > ◄ ► ►

응용

기술

컨텐츠 & 지식관리 서 ► <1 < ►
e-Manufacturii^ V > ◄ ► ◄ >

거래 셔 > ◄ ► V

거래이행 V > 서 ► <

고객지 원 V > ◄ ► ◄ > ◄ >
경영관리 V A V > V ► ►

협업 V A ◄ ► ◄ > <

요소

기술

정보검색 > <1 > >
정보분석 < V > V ►

지식프레젠테이션 V ► V ► 【> <

정보보호 <1 ► <1

지능형 에이전트 ◄ ► < ► <

유비쿼터스 컴퓨팅 V ► >

인터페이스 <1 > 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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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표 1〉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BPM 기능요소들과 e* 비 

즈니스 기술 항목들 간의 상호영향 관계를 종합적 

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설문은 개발, 연구, 컨설팅 

을 대표하는 각 4명씩, 총 12명의 BPM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결과는 成비즈니스 기술 

항목과 BPM 기능요소 항목간에 （양방향에 대해 

서 각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0%, 40%, 10% 

를 넘는 경우를 각각 매우 강한 영향' , 강한 영 

향' , 약한 영향으로 분류하였다. BPM의 핵심 기 

능인 프로세스 실행 기능이 대부분의 e■비즈니스 

기술들과 긴밀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는 &비즈니스 고도화에 있어서 BPM이 

가지는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것임 

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e■비즈니스 기술항목들이 가로축의 

BPM 기능요소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 전반적으로 成비즈니스의 통합기술들이 프로 

세스의 정의와 프로세스 실행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프로세스 실행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기업 

의 e■비즈니스 통합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을 때 BPM의 가장 핵심 기능인 프로세스 

실행 기능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e■비즈니스 응용기술 중에서는 트랜잭션, 협 

업 프로세스 관리의 필요성이 큰 응용기술들 

이 프로세스 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이들 응용기술이 도입 

된 기업의 경우,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기반 

이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아울러, 기업 내의 RTE구축을 위한 종축의 

통합에 필요한 요소기술로 볼 수 있는 데이 

터 센싱과 필터링,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표현, 보호 및 의사결정에의 활용을 위한 요 

소기술들이 프로세스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BPM 기반기술로 평가되었다.

또한 BPM 기능요소들이 e■비즈니스 기술 항목 

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여전히 BPM의 핵심 기능인 프로세스 실행 

기능이 成비즈니스 통합기술 과 트랜잭션 및 

협업을 지원해야 하는 응용기술（솔루션）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정의 및 프로세스 모 

니터링 기능도 e■비즈니스 통합기술 및 프로 

세스 중심의 응용기술들에 대해 강하게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식 및 

컨텐츠 관리와 같은 일부 斷비즈니스 기술을 

제외하고는 BPM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BPM 발전전략

3.1 BPM 발전방향

BPM 기술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비즈니 

스의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향해 발전하는 

데 있다. 즉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총괄하며, 이 

를 통해 6시그마, BSC 등 기업의 경영혁신 전략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는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 

도록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 인간업무와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무를 통합적으로 설계/실행/관리하는 환경을 제 

공해야 하나, 아직 두 업무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표준안 조차 존재하지 않는 실정으로 

BPM 업체들과 표준기구들은 이 요구사항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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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안들을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프 

로세스 총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워크플 

로우 중심의 프로세스 기술과 EAI 중심의 프로세 

스 기술의 통합 설계 방법론, 실행제어 방법론, 모 

니터링 방법론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내 

프로세스 총괄이 달성된 이후에는 기업간 협업 프 

로세스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 

여 SOA기반의 협업 프로세스 구축 방법론들이 개 

발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세스 설계, 실행제어,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통합 환경의 구축이 핵심적인 반면, 프 

로세스 실행 자체에 있어서는 업무 자동화 및 사 

용자 편의성 증대가 핵심적 요구사항이다. 가트너 

그룹［8］에 따르면 최근 들어 경영자들이 업무에 

있어서 인간이 기여하는 바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 

작했으며, 따라서 BPM 솔루션에서 인간업무 실행 

은 시스템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이고 인간업무와 

자동화된 시스템간의 긴밀한 통합을 구현할 수 있 

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이 

유로 비즈니스 규칙 엔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업 

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트너 그룹 

［9］에 따르면 비즈니스 규칙 엔진 자체의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BPM에서는 비 

즈니스 규칙 엔진의 개발보다 BPM 시스템과 비 

즈니스 규칙 엔진의 밀접한 연계방안 개발이 더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프로세스 총괄이 이루어진 후 BPM은 이를 바 

탕으로 기업의 경영혁신 전략을 시스템적으로 뒷 

받침해야 한다. BPM이 기업 경영전략의 실행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가 기업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BAM (Business 

Activity Monitoring) 기술의 개발이다［1이. BAM은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업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론을 제공하 

며, 이를 통해 &시그마, BSC에의 큰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3.2 세부 발전과제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BPM 발전방향을 근 

간으로 BPM 기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전과제들 

을 제시한다. BPM의 발전과제의 체계적인 도출을 

위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 

서 프로세스 정의, 프로세스 실행, 프로세스 모니 

터링, 프로세스 분석 등 4개의 유형에 BPM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BPM 구축지원 기능의 유형 

을 추가하여, BPM의 발전과제를 총 5개의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유형 별로 2〜3개의 발전 

과제를 문헌조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이하에서 

는 각 발전과제 별로 발전과제의 주요한 이슈를 

설명하고 발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 

능들을 예측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의〈표 2〉는 

BPM 발전과제의 목록이다.

(A1) 프로세스 모델링 표준 확립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Business Process 

Modeling)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문가가 IT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프로세스 흐름을 직접 모델 

링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의 BPM은 IT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프로세스를 모델링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이후 프로세스 

모델링 도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 

라 BPMN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과 

같은 프로세스 표기 표준안이 발표되고 현재 개발 

중인 XPDL의 차후 버전은 BPMN의 저장 포맷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문가가 직접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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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BPMN 모델의 완성도 및 필요성에 있어서는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프로 

세스 설계도구들이 BPM 솔루션 업체에 따라 상 

이하게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프 

로세스 실행 언어에 있어서는 BPEL4WS의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나, BPEL4WS가 프로세스 

의 단위 업무를 웹서비스로 한정하고 있는다는 점 

에서 BPEL4WS만으로는 BPM의 프로세스 총괄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에 IBM에서 BPEL4WS의 확 

장안을 발표한 바 있고 BPMLoi网서도 BPEL4WS 

확장 표준안을 개발 중에 있으나 아직 널리 받아 

들여진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프로세스 

모델링 표준을 확립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 

라고 할 수 있다.

(A2) 프로세스 검증 지원

정의된 프로세스가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하고 특 

히 자동화된 시스템 업무를 정의하는 경우에는 무 

한루프 불필요한 업무, 데드락(deadlock) 등을 검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검증 지 

원은 정의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등 

의 기법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A3)프로세스 리파지토리 관리 지원

정의된 프로세스 및 단위업무들은 프로세스 리 

파지토리 (repositoiy)에 저장되어 조직의 지식으로 

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조직원들 간에 공유되어 

개선을 위해 재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프로세 

스 리파지토리에 저장된 프로세스는 조직의 업무 

표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 

세스 속성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프로세스 정의를 

쉽게 검색하고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저장된 프로세스에 대한 버전 관리도 가능해 

야 한다. 저장된 프로세스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반영하고 반영된 정보를 리파지토리에서 관 

리함으로•써 과거 수행된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에 

〈표 2> BPM 발전과제의 목록

발전과제 유형 발전과제

A. 프로세스 정의

(A1) 프로세스 모델링 표준 확립

(A2) 프로세스 검증 지원

(A3) 프로세스 리파지토리 관리 지원

B. 프로세스 실행

(B1) 사용자 업무 지원

(B2) BPEL 실행

(B3) 비즈니스 규칙 관리 지원

C. 비즈니스 모니터링

(Cl) BAM(Business Activity Monitoring)

(C2)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C3) 성과측정지표(KPI) 관리

D. 비즈니스 분석
(D1) 실시간 시뮬레이션

(D2) 동적 프로세스 최적화

E. 구축지원

(E1) 업종별 템플릿 지원

(E2) 협업을 위한 유비쿼터스 지원

(E3) 유연한 시스템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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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된다. 리파지토리의 메타 모델은 사용자가 쉽 

게 확장할 수 있도록 확장성도 지원해야 한다.

(B1) 사용자 업무 지원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처 

리하는 일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업에 

서는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 

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람 중심의 프로세스들이 개선의 효과가 

더 큰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사람 중심의 프로세스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포괄해야 하는 BPM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대부분 

의 BPMS 제품들은 정보시스템 업무가 결합된 사 

람 중심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 

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업무들을 엄 

밀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BPMS는 사람들 사이 

에서 벌어지는 업무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그 동 

안 관리자가 확인할 수 없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 

의 업무들을 시각화하여 사람 중심의 여러 업무들 

을 통제하는 사용자 업무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 

한 실정이다.

(B2) BPEL 실행

프로세스 실행 기술의 개발은 프로세스 모델링 

기술의 개발 방향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프로세스 모델링 언어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 만약 프로세스 모델링 단계에서 인간 

업무와 애플리케이션 자동업무를 개별적인 모델링 

언어로 변환할 경우, 프로세스 실행 단계에서는 예 

외상황 처리 등 실행제어를 위해 많은 개발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세스 실행에서는 먼 

저 프로세스 제어기술의 검토 및 연구를 통해 프 

로세스 모델링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 

로 해야 하고 차후에는 개발된 프로세스 모델링 

언어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B3) 비즈니스 규칙 관리 지원

기업의 민첩성이 중요해지면서 이에 대한 요구 

가 BPM에도 적용되고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운용한다는 것은 규칙 엔진들과 관련되는 경영 절 

차를 모두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비즈니스 규칙 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조직들은 업무 절차와 위임 

조건의 변화를 비즈니스 규칙 변경을 통해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 비즈니스 규칙을 통한 시스템 컴포 

넌트의 변화는 별다른 어플리케이션 개발 없이 변 

화를 빨리 반영할 수 있는 동시에 비용도 저렴하 

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많은 벤더들은 비즈니스 규 

칙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 

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비즈니스 규칙 변경은 대개 어플리케이션이나 시 

스템의 프로세스 수행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 

요한 이벤트가*  감지되었을 때 적용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일반적인 특정 요소가 허용한계치 값을 

벗어났을 경우나 특정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상태 

에 빠져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이벤트들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비즈니스 규칙 변 

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대처흐卜는 방법이 중요 

한 이슈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비즈니 

스 규칙을 쉽게 확인/변경/관리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요구된다.

(Cl) BAM (Business Activity Monitoring)

BAM과 CEP(comptex-event-processing)는 실시간 

으로 프로세스를 모니터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최 

근 부각되고 있는 BAM과 RTE 전략은 발생하는 

여러 일들에 대한 즉시 발견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로세스 성능을 모니 

터링하고 이벤트를 검출하는 능력은 비즈니스 프 

로세스의 통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BAM은 관리자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BAM은 이벤트 트랜잭션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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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가 프로세스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 내용 

을 프로세스에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프로세스 

품질을 높인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관리자에게 그 

들에 맞는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자들의 효율 

을 높인다.

(C2)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프로세스 참여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프 

로세스 업무와 자원에 대한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 

받기를 원한다. BPM을 이용한 작업 환경은 작업 

자들에게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준다. 또한 개인화된 포 

탈은 자신의 업무 방식이나 할당된 목표에 따라 

미리 업무를 정의해둘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지원한다. 이때 나타나 

는 내용은 자신의 접속 권한에 맞는 모든 컨텐츠 

를 의미하며, 자원에 대한 데이터, 트랜잭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지침과 지식 등을 포함한다.

(C3)성과측정지표(KPI) 관리

BPM 시스템에는 사용자 정의 KPI를 정의하고 

모니터 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KPI는 매출이나 이 

익처럼 기업체의 과거 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 

가 아니라, 미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지표를 

묶은 평가기준이다. BPM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KPI의 요구로는, 계층 형태의 평가 지표 정의의 

지원과, 프로세스와 관련된 각종 비즈니스 자원 및 

평가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기능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형적인 KPI에 대해서는 단순한 구성을 

통해서 정의되고 모니터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BAM을 통해 축적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세스의 효율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D1)실시간 시뮬레이션

차세대 BPM에서는 프로세스 실행 엔진을 직접 

프로세스 시뮬레이터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터는 실시간 이벤트와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더 현실 

에 가까운 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분석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Monte Carlo 시뮬레 

이션 모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관련 

프로세스 인스턴스(instame)들을 무작위로 생성시 

켜 주는 기능들이 보강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직 

접적으로 프로세스 실행엔진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니터링 기능들이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다.

(D2) 동적 프로세스 최적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프로세스 개 

선의 개념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동적인 

프로세스 최적화 모델이 필요하다. 동적 프로세스 

최적화는 프로세스가 실행할 때 부여되는 규칙들 

과 변화하는 프로세스 실행 환경 속에서, 최대(또 

는 최소)의 목표치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동적 

으로 재배치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모니 

터링 기술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즉, 동적 프로세 

스 최적화는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의 재배치 

없이 기존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함을 뜻 

한다. 자체 BPEL 해석기, 재활용 가능한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분리된 비즈니스 규칙, 바인딩의 연기 

(late-stage binding) 및 인스턴스 수준의 예외 핸들 

링 등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E1)업종별 템플릿

핵심 BPMS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 

관련 지적 자산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기업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 

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비즈니스 컨텐츠를 가진 

BPMS를 선호하기도 한다. BPMS에는 사전에 정 

의된 프로세스 모델, 프로세스 템플릿, 미리 제작 

된 비즈니스 서비스 컴포넌트 등이 포함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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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필요 사항과 컨텐츠를 미리 정 

의해 두고 기업 활동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비즈니 

스 프로세스들을 처리할 수 있다. 앞으로 나타날 

강력한 BPMS는 매우 안정적인 프로세스 모델 템 

플릿과 기능 서비스들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 

며, 관련 컨텐츠들은 개별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개별로 작동하는 프로세스 모델 

을 통합 조정하는 엔진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다.

（E2）협업을 위한 유비쿼터스 지원

비즈니스 프로세스 참여자의 지리적 위치에 상 

관없이, 팀워크 처리업무량 및 프로세스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팀의 창의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결합된 협업기능■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높은 생산성을 보장한 

다. 판매 프로세스의 일부인 국제 계약 협상을 예 

로 들면, 고객에 대한 중요한 정보 기업의 실태 

정보 세금과 같은 해외 규약 등에 대한 정보 등 

을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접속 및 참고 반영할 

수 있다면, 이는 기업에게 엄청난 경쟁력으로 작 

용할 것이다. 이는 최근에 업계에서 떠오르고 있 

는 요구로서 관련 기능이 BPMS에 곧 구현할 것 

이라 예상된다.

（E3）유연한 시스템 통합 지원

자동화된 개별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들 

간의 S2S（System to System） 프로세스 흐름을 지원 

하기 위한 민첩하고 유연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서 

비스 생성과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랩핑 

（wrapping）, 서비스 플로우 구성으로 어느 정도 

BPMS의 성능은 높일 수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BPMS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상이 

한 시스템들이 결합되어 작동하는 프로세스에는 

시스템 형태의 다양성, 이들 형태에 맞는 기술 요 

소의 다양성과 같은 문제가 추가되면 시스템 간 

호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이한 시스 

템들을 통합하고 조정흐｝는 기술이 필요하며, 실제 

S备를 구성하는 서비스 요소들을 웹서비스 형태로 

표현하고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에 의해 실행되는 

오케스트레 이션 프로세스가 해당 서비스들을 실행 

시킴으로써 상이한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 

다. 이와 같은 통합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로는 ESB, Integration Broker, 메시지 기반 미들 

웨어, B2B 플랫폼 및 API 등을 들 수 있다

3.3 발전과제의 우선순위

앞에서 살펴본 BPM의 발전과제들에 대한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PM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⑴ BPM 발전과제 카테코리별 우선순위 

의 제시, （2） BPM 세부 발전과제 항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우선순위의 제시, （3） 이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그룹별 차이 분석 등을 직접적인 설 

문 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AHP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설문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PM의 발전과제 우선순위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의〈그림 1〉과 같은 AHP 설 

문 구조를 가지고 BPM 분야의 전문가（개발그룹 4 

명, 연구그룹 4명, 컨설팅그룹 4명）를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였다. AHP 설문 결과는 BPM 발전과 

제 카테코리별 우선순위의 결정, BPM 세부 발전 

과제 항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우선순위의 결정, 그 

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그룹별 차이 분석 

등에 활용하였다. 각 설문결과는 일관성 지수를 통 

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체크하였다. 통상 CI（일관 

성지수: Consistency Index）가 0.1 미만이면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1].

본 연구에서는 CI가 02를 넘을 경우 상대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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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자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하였다. 전체 응답자 

12명의 설문지 일관도 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모 

두 02 이내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모든 설문지 

를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기 

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총 12명의 전문가에 

대한 설문결과는 AHP 설문분석 소프트웨어인 

Expert아ioice 11' 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로〈표 3〉과 같은 BPM 발전과제의 우선순위(중요 

도)를 도출하였다. 설문분석결과 프로세스 모델링 

표준 확립이 157%의 중요도로서 제일 중요한 발 

전방향으로 선정되었다.

도출된 우선순위는 4개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 

다. 먼저 프로세스 모델링 표준 확립(157%)와 사 

용자 업무지원(13.2%), 동적 프로세스 최적화 

(12.0%), 성과측정지표 관리(11.4%)가 최우선 그룹 

〈그림 1> AHP 설문의 구조

〈표 3> 전체결과 우선순위별 분류

순위 우선순위별 분류 % 순위 우선순위별 분류 %

1 프로세스 모델링 표준확립 15.7 8 실시간 시뮬레 이션 55

2 사용자 업무 지원 13.2 9 비즈니스 규칙 관리지원 4.2

3 동적 프로세스 최적화 12.0 10 BPEL 실행 4.0

4 성과측정지표 관리 1L4 11 사용자 인터페 이스 지원 3.7

5 BAM 9.4 12* 유연한 시스템 통합 지원 3.0

6 프로세스 리파지토리 관리 지원 8.4 13 업종별 템플릿 22

7 프로세스 검증 지원 6.7 14 협업을 위한 유비쿼터스 지원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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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순위 그룹으로 

BAM(9.4%)와 프로세스 리지토리 관리 지원 

(8.4%)를 분류할 수 있다. 프로세스 검증지원 

(67%), 실시간 시뮬레이션(55%), 비즈니스 규칙 

관리지원(42%), BPEL 실행(40%), 사용자 인터페 

이스 지원(&7%)은 하위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마지 

막으로 유연한 시스템 통합 지원(3_0%), 업종별 템 

플릿(22%), 협업을 위한 유비쿼터스 지원(0.6%)이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BPM의 발전과제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를 살펴 

보면 다음의〈표 4〉와 같다. 전문가 그룹 전체적으 

로는 프로세스 정의와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상대 

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개발그룹의 전문가들은 

프로세스 정의와 프로세스 모니터링의 발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였고 연구그룹의 전 

문가들은 프로세스 실행과 프로세스 정의에 대한 

〈표 4> BPM 발전과제의 유형별 우선순위(중요도)

유형 전체 개발그룹 연구그룹 컨설팅 그룹

프로세스 정의 1(30.8%) 1(27.4%) 2(28.9%) 1(36.1%)

프로세스 실행 3(21.4%) 3(21.4%) 1(313%) 4(11.4%)

프로세스 모니터링 2(24.5%) 2(245%) 4(16.4%) 2(32.5%)

프로세스 분석 4(17.6%) 4(18.4%) 3(19.0%) 3(153%)

BPM 구축지 원 5( 5.8%) 5( 8.2%) 5( 4.4%) 5( 4.7%)

〈표 5> BPM 발전과제의 우선순위(중요도)

유형 발전과제 전체 개발그룹 연구그룹 컨설팅그룹

프로세스 

정의

프로세스 모델링 표준 확립 1(15.7%) 1(17.6%) 2(17.8%) 3(11.7%)

프로세스 검증 지원 7( 6.7%) 12( 25%) 9( 4.9%) 2(12.8%)

프로세스 리파지토리 관리지원 6( 8.4%) 6( 7.4%) 6( 6.3%) 4(11.6%)

프로세스 

실행

사용자 업무 지원 2(13.2%) 2(13.1%) 1(21.1%) 7( 5.3%)

BPEL 실행 10( 4.0%) 8( 5.8%) 10( 4.4%) 12( 1.7%)

비즈니스 규칙 관리지원 9( 4.2%) 13( 25%) 7( 5.7%) 9( 4.4%)

프로세스 

모니터링

BAM 5( 9.4%) 4(10.8%) 4( 8.3%) 6( 9.0%)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11( 3.7%) 10( 3.1%) 11( 3.2%) 8( 4.9%)

성과측정지표 관리 4(11.4%) 5(10.6%) 8( 4.9%) 1(18.6%)

프로세스 

분석

실시간 시뮬레이션 8( 5.5%) 7( 63%) 5( 65%) 10( 3.8%)

동적 프로세스 최적화 3(12.0%) 3(12.1%) 3(12.4%) 5(115%)

BPM 
구축지원

업종별탬플릿 13( 2.2%) 11( 27%) 12( 22%) 13( 1.7%)

협업을 위한 유비쿼터스 지원 14( 0.6%) 14( 0.7%) 14( 0.7%) 14( 0.4%)

유연한 시스템 통합 지원 12( 3.0%) 9( 4.8%) 13( 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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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컨설팅그룹의 전 

문가들은 프로세스 정의와 프로세스 모니터링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였다.

BPM의 발전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보 

면 다음의〈표 5〉와 같다. 전문가 그룹 전체적으로 

는 프로세스 모델링 표준 확립(137%), 사용자 업 

무지원(132%), 동적 프로세스 최적화(120%), 성과 

측정지표 관리(11.4%), BAM(9.4%)이 다른 발전과 

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그룹별 우선순위를 살 

펴보면, 개발그룹과 연구그룹의 우선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위의 5개 발전과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그룹은 성과측정지 

표 관리, 프로세스 검증지원, 프로세스 모델링 표 

준확립, 프로세스 리파지토리 관리 지원, 동적 프 

로세스 최적화의 순으로 5개의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였다. 컨설팅그룹의 전문가들이 BPM 사용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 BPM 도입을 지원 

한다고 볼 때, 실제 BPM 사용기업의 주요 관심사 

항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서비스 지향의 고도화를 위한 

BPM 발전전략

BPM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는 成비즈니스의 고도화 방향에 따라서 BPM의 기 

능요소들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선 

순위, 즉 BPM 발전과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표 1〉의 b비즈니스 기술분류 항목들 

을 质비즈니스 고도화 방향 별로 그룹화하고 이를 

BPM 기능요소가 e■비즈니스 기술분류 항목에 미 

〈그림 2> SOA기반 서비스 지향 e-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BPM 발전과제 관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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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 분석결과（〈표 2〉）를 접목함으로써, SOA 

기반의 서비스 지향 e■비즈니스 고도화의 발전방 

향에 맞는 BPM 기능요소 별 발전과제를 도출하 

였다.

SOA기반의 서비스 지향 e■비즈니스 고도화의 

발전과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관련성이 높은 b 

비즈니스 기술분류 항목들은〈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서비스 통합, 기업간 거래와 

협업, 정보의 검색 및 보안 등의 b비즈니스 기술 

분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RTE를 통한 내 

부 e■비즈니스 고도화 전략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 

이 발견되었다.

이는 SOA가 프로세스간의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통합체계의 지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 

된 u비즈니스 기술분류 항목들（프로세스 및 서비 

스의 통합 특히 기업간의 거래 및 협업과 관련된 

부분이나 보안 검색 등의 기술）, 이 중요성을 가 

지고 됨을 의미한다.〈그림 2〉가 시사하는 바는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프로세스의 실행 부분은, 기업간 및 기업내 

부의 （서비스화된） 프로세스들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기 때문에, SOA의 구현과 

관련하여서도 가장 핵심적인 BPM 기능요소 

로 분류될 수 있다.

・ 프로세스 정의와 관련해서는 앞서 RTE 기반 

의 전략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프로세스 실 

행에 비하여 매우 강한 영향을 주지는 않 

지만, 프로세스 실행 체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그 중요성이 있다.

・ 프로세스 실행 및 정의가 SOA의 구축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프로세스 모니터 

링은 SOA 기반의 프로세스 통합의 완성도를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 

서 프로세스 실행 및 정의에 우선순위를 두 

어 추진하되 모니터링 기능의 구현도 차순위

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SOA 기반의 e■비즈니스 고도화와 관련하여 

실시간 시뮬레이션이나 동적 프로세스 최적 

화와 같은 프로세스 분석 기능들은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SOA 기반의 고도화라는 전제에 따른 

결과로서, RTE 기반의 e■비즈니스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되었다.

5.결  론

본 연구는 BPM 도입에 의한 V비즈니스의 고도 

화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e■비즈니스의 고도화 방향으로 서비스 지향 

의 e•비즈니스로 설정하고 고도화 방향^ 따른 주 

요한 기술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비즈니스 기술과 BPM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BPM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AHP기법을 이용하여 발전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SOA기반 

의 서비스 지향 e■비즈니스 고도화의 발전방향에 

따른 차별화된 BPM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일차적인 활용 

대상자는 BPM 개발업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재 BPMS] 자동화 관점에서 유연성과 표준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개발환경의 변화에 따라 BPM 

개발업체는 향후 개발전략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BPM을 도입하고 있거 

나, BPM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기업의 입장 

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e■비즈니스 기술환경에서 

향후 기업업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e■비즈니스 

고도화의 주요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BPM의 도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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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및 정책 수립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개별 기업이나 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SOA와 BPM의 주요한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다 

수의 수요 기업과 BPM 개발 기업의 주요한 지침 

이 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BPM에 대하여 연구하는 그룹에게는 다양한 

BPM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를 참조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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