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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발달할수~+ 기업이 처한 업무환경은 그 변화 속도가 깨우 빨라지고 있으l니， 그로 인하야 

기업이 관리하는 업무 프로셰스의 라이프사이클 역시 급속도보 암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엽은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 프펴세쓰룹 급변하는 업무환경에 얀맺기l 지속작으 

로 개선을 해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지워에 대한 구체적인 사이 

드라인의 부재로 인하여 업무 프파세스 새선 과정이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매우 씨효율적이며 

그 성공플 또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갚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득이 수행되어 왔으나 二l 망 

엽콘듣 역사 시간이 uH 우 많이 소요되고 구제적인 가이드라인윤 새시할 수 없는 단산을 보였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업무 프로서1 스91 구조삭인 개선고|정윤 체계석 으묘 지윈한 수 있도록 업무 프피 

세스의 버선관2-1 와 사례 기반 추본 ICasl'- l:l ased Reasoning , CBRl블 기반으호 한 프페인워크 

플 제시하도녁 한나 이륜 위하이 사려1 기반 추륜에서익 사례룹 니}체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염우 

프로세스의 버전관21 볍블 제시하고 이단 이용하여 구조적 개선파정 지윈 프레임워크릎 제사하도 

꽉 한다 관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리1 임워크는 업무 프Iι세스의 구조적 개선파정에서 프르세스 오 

낸려 흑은 컨설턴트에게 성공적인 개선윤 위한 가이드라인유 제공하여 시간과 비용의 측연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서울대학 ;ι 산업공핵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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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예코부터 기엽은 자신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하여 많 

은 노력윤 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의 각 기능과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문제점 

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형태를 띠어왔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업무 프로세스 

재션계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II) 라는 이름으로 본격적a로 프로세스를 

중심으포 기업의 핵심 기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업무의 개선 대상으로써 프로세스 

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1). 80년대 후반이 BPR블 중심으로 기업의 업무 전반에 걸져서 개선 

을 해 나아가는 시기였다면. 90년대는 전사적 자원 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J 패키지룹 중심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극대화 되었다 하지만 이는 한 번 

설치갚 하면 기업이 관리하는 IT 시스탬이나 프로세스의 수정이나 개선이 어려운 등 유연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2000년대에 틀어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업의 프로세스 관 

리에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 (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 ‘ Cpl)이라는 개념 하에 폐순 

환 구조의 프로세스의 라이프사이클플 관리하는 개념이 대두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업무 프로세 

스 관리 (Business Proccss Management. BPM)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디 [21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BPM을 도입하는 이유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기 위함이며 [13). 2007년 2월에 벨간된 가 

트너 CIO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영 우선순위 l순위로 지목하는 것은 업무 프 

로세즈의 개선이라 할 만큼 엽무 프로세스 관리 내에서 프로세스 개선이 차지하는 비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10J 하지만 업무 프로세스 라이프사이클 내에서 대부분의 단계가 자동화되어 있 

고 그것을 지원하는 도구가 존재하지만， 유독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개선 단겨l에서는 그 과 

정을 지왼할 만한 도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작 프로세스 모델러 혹은 업무 프로써스 개선 담당 

자의 아이디어에 의존하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틀이 받생한다 첫째. 업무 프로세스 라이프사이클 내에서 개선과정이 병목구간으로 작용을 하 

게 되어 비용과 시간의 측띤에서 문제가 말생하게 된다 둡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성공률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 [8 ‘ 16) 셋째， 체계적 도구의 부재로 같은 형태의 문제임에도 볼구하고 

다른 개선방안을 적용하는 등 개선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기업 구 

성왼내의 흔동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버전관리와 사례 기반 추론[5J 기법을 사용하여 프로세스의 개선이 펼요 

한 특정 상황과 유사한 개선 사례를 과거로부터 탐색하여， 과거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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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개선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프로토 

타입의 구현을 통하여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도꼭 한다 

H 기존 연구 

최끈까지 기업의 압무 프르세스의 새선윤 지원히는 1상안에 내한 여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증 대표적인 연구로는 프로세스 u}이닝을 들을 수 았다 프포세스 u}이닝이란 과거에 프로세 

스가 수행되었던 인스던스 기록(로그) 분석을 통히이 현재 디자인헤어 있는 프E세스 51_덴 

(modcl)괴 프로세스가 실제 수행되는 방사 (behaviorl 간의 차이틀 규영해는 것이다 이 파정을 

통하여 프로세스 설계만기]에서의 오류깐 해경하고， 프코세스의 시1 산흑 이운다 [3J 이 망법핀은 

설계상익 오류틀 칫기에 매우 좋은 벙법이지만‘ BP;-.1 이1 시 초점을 맞추1 온 비즈니스 한갱의 변화 

에 대한 직웅으로씨의 개선을 위한 방법룬으로는 적합혀지 않다 

ivlansal 등은 사례 기반 추돈의 개념윤 이용하이 과거에 직용되있민 엽무 프파시L'τ의 새신 

사폐릎 현재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시스템윤 제안히였디[ 16J 사레 기벤 주돈이란 문제가 1살 

생한 현 상횡과 과거에 문세가 발생하여 해결한 사례 간의 유사성틀 동하여 파서애 적용되였던 

해겁씌을 현재에 적용하여 문제플 해결하이는 시도이다[51. lvlansal 등은 이러한 사례 기반 추 

론의 개념을 업무 프포세스 개선이라는 연구 영익에 씌 τ로 도입하였다 그들은 기존 입무 프로 

서1 스의 개선 사려1틀을 흥하여 각 상횡。11 대한 bcsl practice 한 정피하였으며， 이릎 711 선윤 위 

한 디1 안으문 제시하였다 히지만 현재 문세 상황괴 괴거의 사례간의 유사도릎 프쿄서1 스의 도비1 

인과 BPIl의 최종 목표만융 기반으로 연산응 하여 안맛은 해결잭유 지]시히논 데 한셰가 있었으 

며， bcsL practicc 역사 매우 추상적인 해결책딴윤 새시하고 있어. 二f 처1 저으되 。1 è二 상황에 어 

떤 방식으로 프로세스긴 개선해야 하는지 안기 어핍나는 한겨1/1 흔새싼니 

위의 연구뜰 외에도 AIlP 달 이 용하여 프로시1스 시1신안을 찾는 연 ['-[17J. TAfl(Tabulal 

Applicalion [)cvc]opmcnL) 라는 기낀윤 개반히여 711 신음 지원히는 언까 [9]. 시윤데이션을 이 

용한 방법[ 12J 등이 있으나 도배언에 딛립끼이지 뭇하고， 사간이 1매우 많이 소요되"1. 자풍화가 

되기 힘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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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프로세스 버전관리 기법 

3.1 업무 프로세스 버전관리 기법에의 요구사항 

버전 관리 기법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소스코드의 연경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B2B 협엽의 표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XML 문서의 변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틀어 급변하는 업무 환경 때문 

에 업무 프로세스 역시 그 생명주기가 점차 짧아지면서 많은 변화가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버전관리는 기존 XML 문서의 버전관리 기법인 델타법 [2) 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버전을 관리하더라도 프로세스 개선 시 과거 프로세스의 변 

경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 버전 간에 어떠한 변화가 적용되었는지 쉽게 관찬하여 개 

선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버전관리 기법을 제시한다 이플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 구조패턴과 김 

동수 등이 제안한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패턴[ 14)을 버전관리 기법에 적용하도독 한다 

3.2 업무 프로세스 패턴 

Riehle은 패틴을 특정한 일반적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형태로 정의하였다 

[19) 즉 업무 프로세스 패턴이란 ‘업무 프로세스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프로세스 구조의 

일부분’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패턴블 정의하여 버전관리의 기본 단 

위로 활용함으로써 각 버전 간 변화관찰이 용이하게 한다 

3.2.1 업무 프로세스 구조패턴 

본 논문에서는 엽무 프로세스플 구성하는 기본 구조패턴으로 다음 〈그런 1)의 5가지 패턴을 

사용하며， 하나의 시작 노드로 시작하고 하나의 끝 노드로 끝나는 형식의 모텔멍을 업무 프로세 

스의 기본적인 구조로 가정한다 

월꽉짧뀔{했용 

짧용 뾰김 
<XOR::. <EMPTY> 

〈그림 1 ) 버전 관리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패턴 

4 

‘ '. 

SEQ(a"AN미SEQ(a 2 ， a]) ， a4 ) ， aε) 

〈그림 2) 업무 프로세스의 
중첩패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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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패턴틀은 본 논문 전반에 걸치 아래와 같은 형태문 표현하도록 한다 

• Sequence Pattern: SEQ(a ]， aι ,a") • AND Pattern: ANO(a , ,a2 , '" ,a") 

• XOR Pattern: XOR이 강 cn(a J.(1ι , an) • OR Pattern: ORlc2" c"(al ， aι él n) 

• Empty Pattern: EMPTY() 

여기서 ai는 각 단위업무들 의미하며， Ci는 ai로의 전이조건을 의미한다 위 5가지 패턴을 이 

용하여 사이클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업무 프로세스가 〈그림 2>와 같이 패턴에 패턴이 

중칩된 증칩 패턴의 형태포 모텔링이 가능하다 

3,2.2 업무 프로세스 변화패턴 

김통수 등은 프로세스 개선 과정윤 기반으로 개선을 세계척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해겹써 

으로 업무 프로세스 변화패턴이라는 것윤 제시하였다[ 14J 이는 기존에 프로세스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의 적옹의 개념까지 포함하여 변화 패턴플 

분석한 것이다 그 갤과로 다음 〈표 3>과 같은 업무 프로세스 변화 패턴을 얻었다 

〈표 3> 업무 프로세스 변화패턴 

범주 변화패턴 

분할/변경 
sequentlal 1 

Split 
And Split XOR Split OR Split 

j\-out -oFvI OR 
Split 

겸합/밴갱 내용 변경 띤경 파긍 위치 조정 t잉쉰화 순차화 순차융합 
AND 융합 

패턴 

확대/삭새 삭제/우회 | 순자 삽입/파급 l t 섭。 닝 Ej / 닝κL。 닝1 대체/우회 

위의 변화 패턴반으보 대부분의 변화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륜 적용하여 업무 프파셰스 

의 버전음 관리하면 프보세스의 버전 간 변화에 대한 의 n] 룹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온 위 변화패턴틀윤 기반으로 버선윤 관리한다 

3 ,3 버전블록 

본 논분에서는 업무 프로서1 스의 버선 관리릎 위하여 버진블풋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버전블 

록이란 업무 프로세스 버전부여의 죄소 폐턴단위로써 변화가 힐어난 모든 단위업무뜯 포함한 최 

소한의 업무 프로세스 구조패턴을 의 "1 한다 다음의 그린은 버천블꽉의 새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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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씨κ;r.-;'?-;싸;;ik r. r싹상〈딩펴 ι 1 

;--0??;---: | \ ;---핸rL」 
~---------， .---------, 

SEα3 ， :AND(SEα3 ，，33) 에 &) f SE이3 ，!AN어SEQ(32 히a내';) 

〈그림 3) 버전블록의 개념 

V m = V(CP)(Sl.El}.(S2 , E2) (3 1. 32) 

Vm 버전 을록 m 

m 버진을록의 10 (auto increment) 
an:Vm으In번째 entry (액티비티。rBP패턴) 

cp 직용흰 번호} 패턴의 좋류 
(s",E"). Vm으In 언째 entry어대힌뻐진수댐표 
Sn: start 버진 (."01 처음나타LI끼 시작히는버전) 
En: end 버진 집함(."01 사라(.! ~I 초 비전의 집앙) 

〈그림 4) 버전블록의 정의 

위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가 존재할 때， 단위엽무 aö과 a4의 위치틀 조정하는 변화가 적용되었 

다고 한다연， 이 변화에 대한 버전블록은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변 

화가 일어난 두 단위업무 a，3과 a4를 모두 포함한 최소한의 패턴은 바로 AND 패턴이기 때문이 

다 이 그림에서 해당 버전블록은 Vl으로 표현되었다 그럼에서와 같이 버전블록에는 변화 전과 

변화 후의 형태를 모두 보관함으로써 특정 버전에서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일어난 변화를 관찰하 

기 용이하다 앞선 예제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버전이 Vl이고 변화가 일어난 후의 버전이 

V2라연 버전블록 Vl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 1 V (relocl (V1. {VZ!). (V2. {찌) (AND(SEQ(a2 ,a3) , a4) ,AND(SEQ(a2 ,a.l) ,a3)) 

여기서 버전스탬프는 일반 XML 문서의 각 node에 대하여 따로 버저닝을 하기 위하여 제시 

되었던 것으로[20 )，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 버전블록에 부여하여 변화 패턴이 적용되어 변경이 

일어난 부분만 버전을 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해당 버전블록이 의미하는 변화가 어느 버전 

에서 어느 버전으로의 변화인지 파악하기 용이하다 본 시스템은 버전트리를 XML의 형태로 저 

칭하며 버전블콕의 각 엔트리는 Sn의 서브트리오t En의 서브트리틀의 차집합에 속하는 버전에서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모든 버전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문서 

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를 version-stamped 프로세스라 부른다 

W 프로세스 개선 지원 시스템 

이번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패턴기반의 버전관리법과 사례 기반 추론을 이용하여 어떠한 방식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정을 지원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사례 기반 추론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사례를 유지함으로써 현 상황의 문제 

를 파거의 경힘을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Nolan에 의하연 사례 기반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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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이미 과거에 성공한 사례릎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게 되면 그 성공확률이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8 )， Law 등에 의하면 사례 기반 추론과 같은 지식 기반 시스템은 

구성원간의 업무 프로세스와 그것의 개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개 

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5) 따라서 사례 기반 추론을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에 이용하면 

매우 빠르고 성공적인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 방법론을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에 적용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되었던 과거 사례 

들을 어떠한 형태로 저장을 하며， 해당 사례에 어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접근할 것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사례 인댁싱이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개선이 요구되었던 업무 프로 

세스 기반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개선이 요구되었던 부분의 프로세스 구조 

개선이 요구된 원인이 되는 환경 변화의 세 가지 정보를 각 사례의 인텍스 정보로 사용한다 기 

본적으로 시스템은 〈그립 5)와 같은 단계를 거쳐 작동하게 된다 

.;;，선fI_':;:'주조 

·흔f ?l ~’회에딘 

• KP, :;인 i슨효 
·그즈 유’>~;; 인 

i, Ef'-' 

·믿깅 ~i!‘유 'J .i. 

;인을~;: 

〈그림 5) 업무 프로세스 개선지원 시스템의 작동방식 

우선 모니터링 도구에 의하여 프로세스의 특정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본 시스템은 그 정 

보률 이용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KPI의 종류와 그 부분의 프로세스 구조， 개선 요구의 원인이 

되는 환경 변화 벡터를 통하여 현 상황을 표현하게 된다 현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는 과거의 사 

례들과 현 상황간의 인텍스 정보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아 그 사례에 성공 

적으로 적용되었던 변화를 개선에 대한 단서로써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지금부터 업무 프 

로세스 개선지원 시스템의 각 단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4.1 사례의 인댁스 정보 정의 

다음은 각 개선 사례를 인텍성하는 세 가지 정보를 나타낸다 

개선이 요구되는 KPI의 종류 

프로세스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의 구조 

각 사례의 프로세스가 겪은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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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 정보를 개선 사례의 인텍스 정보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정보들이 개선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설영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는 두 사례간의 발생 문제의 종류(개선 

요구된 KPI)가 같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의 구조(프로세스의 구조)가 같으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왼인(프로세스가 겪은 환경변화)이 같으면 두 사례는 같은 사례라는 가정이 믿바탕에 있다 

여기서 환경변화는 환경변수로써 파악되며， 환경변화를 프로세스 문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이유 등 환경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2.3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 중에 

개선 요구된 KPI와 환경변수는 히스토리 리파지토리에 저장되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의 구조는 

프로세스 리파지토리에 버전블록의 형태로 저장되어 진다 

4.2 사례 탐색 

이번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선 사례의 인텍스 정보를 통하여 어떻게 원하는 사례를 탐색하 

는지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례 인텍싱과 마찬가지로 사례 탐색 역시 3 가 

지 인텍스 정보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수행하게 된다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4.2.1 개선 요구 KPI 기반 필터링 

문제 상황이 인식된 후 제일 먼저 현 상황에 개선이 요구되는 KPI와 동일한 KPI가 문제가 

되었던 과거 사례들을 추출한다 KPI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이유는 별다른 연 

산이 없이 연관성이 부족한 많은 사례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1 로 인하여 다음 단계에 

서의 연산이 줄어든다 

4.2.2 구조적 유사도 기반 필터링 

2차적으로 구조적 유사도 기반의 필터링을 수행한다 앞서 프로세스 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업무 프문세스의 5가지 기본 패턴 (Sequence ‘ AND , XOR , OR , Empty)과 단위업무 

의 형태로 추출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간의 구조적인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을 정의해야 

만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과거의 프로세스 개선 사례를 통하여 현재 프 

로세스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을 세시하는 것이므로 두 사례간의 구조적 유사도를 연산할 

때에도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서로의 개선 사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구조 패턴의 유사 

도는 0으로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두 구조간의 구조적 유사도륜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규칙이 형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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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 
두 구조 A와 B의 구조적 유사도틀 연산할 시 .A와 B를 구생하는 구조 패턴의 종류가 다르 

다연 유사도를 연산할 수 없다 즉 AQ~ B의 구조적 유사도는 0이다 

〈규착 2) 
단위업무는 모든 구조패턴과 구조적 유사도를 갖는다 

결국 단위업무의 경우릎 제외하면 같은 종류의 구조 패턴 o 파 이루어진 구조들끼리만 구조적 

유사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같은 종류의 패던 간 구조적 유사도를 측정 하는 방법 음 산펴보도콕 한다 갇은 종듀 

의 패턴이랴변 두 패턴을 비교한 수 있는 척도는 크 711 두 가지보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구조 

패틴을 구성하는 단위업무들이"1. 다은 하나는 구조 패틴의 엔트리 수이다 그러므모 일단 깐은 

종류의 두 구조 패턴의 구조객 유사도는 패턴의 엔프리 수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블 것이다 여 

기서 엔트리는 또 다른 유형의 패턴 혹은 하나의 단위업무가 펜 수 있다 이 경우의 구조석 유사 

도는 네드워크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인 MCS(rvtaximal Cornrnon Subgraphl 볍 [6J 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 MCS법은 두 네트워크 그래프E의 유사도륜 구한 때 뚜 그래프의 가장 콘 공동 

그래프플 구한 후 그것의 노드 수플 두 그래프 증 더옷 판 그래프의 노드 수로 나누어 F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감은 종류의 두 패틴의 유사도판 구한 띠1. 두 패턴이 공동식으펴 

지니는 엔프리 수릎 두 패턴 증 많은 엔프리룹 지닌 꽤턴의 엔트리 수로 나눔으로써 연산한다 

아래 〈그림 6)은 두 패턴의 엔드러 수의 차이르 구조석 유사도판 구하기 위한 예세듭 나타낸다 

홉굉 慶훨 
1 1' ANO(l ν) Po AN이3.4 .5) 

〈그림 6) 두 구조 패턴의 비교 예시 

이 경우이l 엔트러 수만으쿄 연산한 두 패턴 p，과 PC의 구조석 유사도는 2/3이 된다 본 연 F 

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조적 유사도를 구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프모세스 간 

의 유사도닫 구조만윤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으보， 모든 단위엽무가 동일하다고 사정하고 있다 

보다 현섣적으로 프보세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두 패틴에 포함된 단위엽무 간의 유사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단위업무간의 유사도릎 연산하기위하여 기본작으모 단위업우가 지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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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Castano 등의 연구에 의하면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기 

본 단위가 되는 단위업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며 이러한 속성틀은 산업 혹은 

프로세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7) 

입력 데이터 (input) 단위업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입력 데이터를 의미 

하며， 고객의 정보， 요청서， 설계도 등이 될 수 있다 

출력 테이터 (output) 단위엽무가 특정 행위를 한 후 도출하는 결과 데이터를 의미하며， 

대출심사결과， 제품 스펙， 설계도 등이 될 수 있다 

작업 (operation) 단위업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대출심사， 자산평가， 

설계도면 작성， 수요조사 등과 같이 기업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의미한다 

참여자(participant) 단위업무에 참여하는 참여자릎 의미하며， 기업의 구성원 혹은 기업 

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하나의 기업 내에서 위 4가지 정보는 정형화되어 있으며， 각 정보의 수는 유한하다 그러므로 

각 단위엽무의 속성은 다음의 〈표 4)와 같이 각 속성에 대하여 O과 1의 값을 갖는 벡터로 표현 

할수 있다 

〈표 4) 단위업무의 속성 

11 12 ... 01 02 . .. OPl OP2 . .. 
Pl P2 

al 1 0 0 0 1 1 0 1 

a2 0 0 l 0 0 1 0 

a3 0 l 1 1 1 1 1 0 

’ 

여기서 ai는 각 단위업무플 의미하며. li는 입력데이터 Oi는 출력데이터， OPi는 작업， Pi는 참 

여자를 의미한다 위의 정보틀을 이용하여 두 단위업무간의 유사도는 다음 식 (1 )과 같이 두 벡 

터의 유사도를 연사하는 코사인 계수로써 나타낸다 

simAct(a, ’ G2 )=;μ으L la.l- la,l ............................ … .. … .................................. (1) 

위의 단위업무간 유사도와 구조패턴의 엔트리 수를 이용한 종합적인 구조패턴간의 유사도는 

다음 알고리즘으로 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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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 구조패턴간 유사도를 연산 알고리즘 

%r 

1/ 

1 
o 

ι
ι
 
퍼
 

@… 
이g
 

C 

니
 

빼
 
빼
 

0 

-
(
1
1
1
j「-
-
-
L

bJ 

빠
 

S 

(If P l파 P，가 오투 단우|업부) 

(티" ‘ f p，과 p‘기 같능 듀썽의 에틴) 

(αhoc씨，， 1 

πocedtσe sirn9: P1, Pzl 

N • l 
M • l 
s, t • g ‘ 

! F\_es • g 

I wlule ( N ιno. of entries of f' l ) .0 ( 
while ( M <= no. üf entIl8s of h ) 

do ( 

"πè.( EN ， E씨 

put Slm:::mN, E씨 mto Set 

M • M '1 

N • N • 1 

whi..1e(Set l=0l 

do ( ln Se t, n'üve πaχ vðlu f' to Reι 

In Se t. delete v허 ues whlch ι。ntaJ n the en tIy of ITl'IX. vðlue 

".’‘ 1;':;‘ E‘ 
f f'tufnτ 

‘ 1 ，~ ,’“ p ‘ (I_P2 

위 알고리즘은 두 구조패턴의 유사도를 연산할 때， 두 패턴이 포함하는 모든 엔트리 쌍에 대 

하여 재귀적으로 위의 얄고리즘을 호출하여 모든 엔트리 쌍의 유사도틀 연산한 후에 유사도가 

높은 쌍부터 선별하여 최종 유사도플 연산하게 된다 엔트리 쌍의 유사도를 연산할 때， 두 엔트 

리가 모두 단위업무라면 단위업무의 유사도 연산식을 이용하여 연산윤 하고， 그렇지 않고 두 엔 

트리가 같은 유형의 비교 가능한 패턴이라면 위의 알고리즙을 이용하게 된다 다음 〈표 5)는 

〈그림 6)의 예제의 각 패턴을 구성하는 단위업무의 속성 값이다 이를 이용하여 두 패턴의 엔트 

리 수는 물론이고， 두 패턴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업무간의 유사도휠 파악하여 두 패턴의 구조적 

유사도를 연산하면 0.577의 값을 얻을 수 있다 

〈표 5) 단위업무의 속성 값 예제 

h “ 。r ν ‘1 ‘· óp,: ."ØPa ..•. ;"Opj P1 í>2 ，:’훌 

.1 c 。 1 。 。 。 。 。

i c c 1 l c 。 。 1 。 。 c 

i l c 。 l c 
’ 

。 、 。 「“

‘ c 。 1 e c G ! 。

’ 
c c 

Lε c 。 3 。 。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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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과거에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례의 문제가 되었던 구조들과 현재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분제가 되고 있는 구조간의 유사도를 구하고‘ 사전에 설정한 임계값을 설정 

하여 후보들을 펼터링하여 2차 결과를 얻는다 

4.2.3 환경변화 유사도 기반 필더링 

마지막으로 환경변화 유사도 기반의 필터링을 수행한다 앞서 환경의 변화는 프로세스의 KPI 

가 허용범위를 벗어나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 

다 Aalst는 기업이 관리하는 업무 프로세스 변화의 본질에 대하여 파악하며 프로세스의 변화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4) 

프로세스 외부의 환경의 변화 프로세스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업무상황의 변화， 볍적인 변화， 기술적 변화의 세 부류로 나윈다 

프로세스 내부의 오류 프로세스는 모델링 당시의 설계상의 오류와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 

는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난다 

이 중에 두 번째 이유는 프로세스 설계상의 오류와 시스템의 노후화에 의한 변화인데， 본 논 

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BPMS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한 프로세 

스의 지속적인 구조적 개선이기 때문에 설계상의 오류와 시스템의 노후화에 대한 프로세스의 변 

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결국 프포세스의 변화플 유발하는 요인은 프로세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의 변화를 환경변수라는 것음 설정함으로 

씨 파악한다 환경변수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설벙할 수 있는 

변수로 기업의 외부환경을 설명하는 외부 환경변수와 기업 내부환경을 섣벙하는 내부 환경변수 

모두릎 포함한다 프로세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환경변수도 변화 

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7>은 이러한 상황을 도식화하고 있다 

• E, 연강 • 

~ E2 번호 

E，연한 . _._ .. 
•• 

화
 

여
」
 

n 「
도
 

!!경외 연효1----- 환경연수잉 연fI →←-~ 프로세스 성능 저하 

〈그림 7) 환경변화에 대한 프로세스의 성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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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린플 살펴보연 기업 내 외부의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환경 변수가 떤화하고 그 영 향으로 

인하여 기업이 관리하고 수행하는 프모셰스의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는 것윤 알 수 있다 그이 

유는 업우 프로세스는 현 상황에 최적화왼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변수는 프로세스의 각 인스틴스가 수행될 때 마다 당시의 값들이 히스토리 리파지 

보리에 기록된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변수로 정량적인 변수만쓸 고려하여 환경변화의 방향성윤 

구하고 1 환경변화 간의 유사도플 연산한다 

만약 특정 버전의 성능 지하파 인하여 개선이 요규되었다띤 생능 서하의 원인은 이 버진이 

새로 배포된 당시의 환경보다는 개선이 요구된 시 성， 즉 최근의 환경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았 

다고 한 수 있다 이러한 사실윤 이용하여 각 버전이 겪은 환경변화로써의 벡터는 다음 식 (2) i;'_ 

연산한다 

EC, =L>;(E)서 • Ê) 

2J- 1 k-' 
Zwj=l & 2w) = wJ사 )•• W) = 2'-τ1 

프로셰스 버전 n。

j 인스턴스 no 

k 개선 전까지 수행된 인스턴스의 수 

EC' 버전 j에서의환경연화양냥 

E, 인스턴스 j가 실행된 순간의 환경벡터 

W ， 번애 환경벡터 변화의 가중 )1 

(2) 

식 (2)둡 살펴보면 각 인스딘스가 수행될 당시의 한경벡터뜰에 대하여 L 환경벡니 변화의 가 

강한으y_써 신처1 환경변화 벡더블 연산하고， 최근 일어난 한경변화에 더옥 큰 가증지륜 부여하 

는 것을 알 수 있디 위의 식에서는 j + 1 시접에서의 환경변화의 가증치뜯 j 시점의 가중치의 2 

배보 임의호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보 연산한 각 버전의 환경변화 벡터간의 유사도는 식 (3) 

과 같이 코사인 계수판 이용하여 연산한다 

EC,' E( ’ 2 
환 정 변 화 유 사 èê. simE(EC"EC}) = •••--•• 

ι IE(’, 1'1 EC} 1 (3) 

이러한 방볍을 동하여 과거에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례의 문세가 만생한 원인(환경변화)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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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왼인(환경변화)간의 유사도를 구하고， 사전에 설정 

한 임계값을 설정하여 후보들을 필터링하여 최종 후보들을 얻는다 

4.3 사례 재사용， 수정 , 유지 

사례 탐색 단계를 거쳐 얻은 최총 후보들은 프로세스 모텔러 혹은 프로세스 개선담당자에게 

제공되어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이로 인하여 프로세스 개선익 정확도와 성 

공률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례 탐색 단계에서 세 번의 필터링을 

거쳐 최종 후보들을 도출하니 복수 개의 후보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떠한 사례들 바 

탕으로 현 상황을 개선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최종 후보에 대 

한 구조적 유사도와 환경변화 유사도의 가중합을 이용한 총 유사도를 기준으로 그 순위에 따라 

사용자에게 최총 결과를 제공한다 총 유사도의 연산식은 식 (4)와 같다 

simTot(~ ,P,) = w, . simS(p',P') + w, .simE(~， P') 

W, 구조 유사도의 가충치 
W, 환경연화유사도의가충치 (4) 

여기서 각 유사도에 대한 가중치는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다음 〈그 

렴 8)과 같은 형식으로 보여주게 된다 

~뼈빠빠삐&뻐*‘빼m“밑팩 
--.’“‘ 

To1., S 찌"야 P'OC.~' 10 ν'~'''M C~.엔 ’‘。”“ ChanQe Poftom p,’ 

o. 91l i ‘O-Mo,go 

• ., …얘ø ， Xùfl-Sp'~ 

ι.， ’.，、
‘얘/ ... - • &얀α 

'-"',';j\./ 

，'~~2'). 、
、셔9< :.까@ 

‘~，~Y 

‘ •• ι 

，"，~!'i"'， 
i'Q!t<' :'<.~~ 

、'-.(~~')/

cτj~_~~.J ζ포!.'è'~그 J τ.，‘“ J 

〈그림 8) 최종결과 화면 예시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과거 사례 탐색을 통해 현 상황의 문제 해결플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는데 초점플 맞추었다 연산 결과 과거 개선 사례와 현재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의 유사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으로써 제공된 개선안을 그대로 재사용(reuse) 할 수도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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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유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니라면. 본 사례 기반 추론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가이드라 

인을 참고로 프로세스 모델러 혹은 개선담당자가 대상 프로세스를 직접 수정 {revise} 하여 개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사도가 애우 높은 경우에는 대안이 개선안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현실 

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엽거나， 유사도가 낮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혹은 참조모델로 활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선과정에서의 효융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수정 후 적용을 했다연 새로운 버전의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새로운 사례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유지 

(retainl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사례 기반 추론 시스템은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며 지속적 

으로 발전해 나아간다 

V 구현 

본 시스범은 기본적으로 Java SDK 5.0을 바탕으로 구현을 하였으며， 업무 프로세스플 표현한 

XML의 파싱에는 JDOM 1.1을 사용하였고. JDBC 2.0을 이용하여 MySQL 5.0 데이터베이스 

와 연동을 하였다 또， 마지막으로 Eclipse SWT와 JFace를 이용하여 GUI 뷰를 생성하였다 

아래 〈그림 9)는 본 시스댐의 구조와 역할을 간략화한 것이다 본 시스범은 아래의 〈그립 10)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선 현재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그 후 각 단계 

의 필터링 입계값과 최종적으로 최종 유사도를 연산하기 위한 각 유사도에 대한 가중치 값을 입 

력받는다 그 후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연산을 거쳐 최종 결과를 다음과 갇이 보여주게 된다 

Pro(~“ 

R .. poll’"" 

〈그림 9) BPMS 내에서 시스템의 구조와 역할 

/5 • 

.1.:-:‘ 

1 -.... 
jfr * ι-

“ 
“-“’‘ ι • " 、

〈그림 10) 시스템 작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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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BPMS 내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 

가 개선되어 온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패턴기반의 버전관리 

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사례 기반 추론의 개념을 이용한 시스템에 도입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뱀에서 현재 발생한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과거의 개선 사례를 탐색하기 위하여 개선이 요구된 KPI 종 

류， 개선이 요구된 부분의 프로세스 구조， 프로세스의 해당 버전이 겪은 환경변화를 기반으로 

현 문제 상황과 과거의 문제 상황간의 유사도를 연산하여 유사도가 높은 과거의 상황에 적용되 

었던 해결색을 현 상황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였다 

패턴기반 버전관리법과 사례 기반 추론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재 상황의 개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이 해결하지 못하였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파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 통해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는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 

점은 모든 사례 기반 추론 시스템의 한계로써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례가 추가되어 시스템이 발 

전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참고문헌 

l 강석호， 배준수， 김훈태， 이우기， 경영정보시스템， 박영사， 2006 

2 조은미 & 배혜림 BPM에서 관리되는 업무 프로세스의 버전관리， 대한산업공학회지， vol 

32 , no. 2 , pp 126-132 , 2006 

3. W.M.P. van der Aalst , B.F. van Dongen , J. Herbst , L. Maruster , G. Schimm 

& A. ,J.M. We i.iters , Work f1 ow’ mining: a survey of issues and approaches , Data 

and Knowledge Engineering , 47(2) , pp. 237-267 , 2003 

4. W.M.P. van der Aalst & S. Jablonski , Dealing with Work f1 ow Change: Identi

fication of Issues and Solution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ystems 

16 



지속석 프로세스 개선 지원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연구 

Science & Engineering. vo l. 5. pp. 267 • 276. 2000 

5. Aamodt & Plaza. Casc- Flased lìcasoning: Foundational Issues. Methodo1ogica1 

VariaLions. and System Approaches. AI Communications. 7(i): pp. 39-59. 1994 

6. H. Bunke and K. Shcarer. A Graph Distance Metric Bascd on the ~bxima1 

Common Subgragh. Pattcrn Recogni Lion Lctters. Vo l. 19. pp. 255-259. 1998 

7. S. Castano et a l.. A Methodolo딩y and Too1 Environment for Process Ana1ysis 

and Reengineering. Data & Knowledge Engineering. pp. 253-278. 1999 

8. T. Crowe et a l.. Quantitative Iìisk Level Estimation of Business Process Hccn 

gineering efforts. BPMJ, vo l. 8. no. 5. pp. 490-511. 2002 

9. N. Damij. T. Damij. J. Grad & F. Jelenc. A Methodology [or Bllsiness Process 

Improvement and IS Development. Information and Softwarc Technology. Arlicle 

in Press. 2008 

10. Gartner Grollp “Cre~lling Entcrprise Lcvcragc The 2007 CIO Agenda." Gartnel 

Executive Programs. Fcb. 2007 

11. M. IIammer. Heengincering Work: Dont Automatc. Obliterate ‘ Harvard Bllsiness 

Rcvicw. Ju l/Aug 1990. pp. 104-112. 1990 

12. K. van Hcc & 11. Reüers. Using Formal Analysis Techniques in Business Proccss 

Hedesign. Bllsiness Process Managemcnl. Ll\C0 1806. pp 142-160. 2000 

13. S. Jablonski and C. Bussler. Workflo \V M~magcmcnt: Modcling Conccpts. Archi 

tccturc. and Implemenlation. Internation니 I Thompson Computer 1 'rcss. 1996 

14. D. Kim. M. Kim. and H. Kim. f) ynamic Busincss Proccss lv1anagcment based 

on Process Cha nμe 1 시 l tLl'rns. Intcrnational Con1'erence on Convergencp Informalion 

Tcchnology (2nd ICCIT'07). l'--Iovember 21--23. 2007 ‘ Gycongju. Rcpublic of Korca 

15. C. Law & E. l\gai. An Empirical Study ()f the EfTects 0 1' Knowledge Sharing 

and Learning Behaviors on Firm Perfonnancc. Expcrt Systcms with Applications 

34. pp 2342-2349. 2008 

16. S. Mansar. F. Marir & H. Reijers. Casc-Based Reasoning as a Technique [or 

Knowledge Managemcnt in Busincss Process Hedesign. Electronic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vo l. 1. issue 2. pp. 113• 124. 2003 

17. S. Mansar. 11. Rcücrs & F. Ounnar. Development of a Dccision-making Strategy 

17 



*얻흉↑홉￥a짧훨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PR.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 Article 

in Press. 2008 

18. A. Nolan. Learning from Success. IEEE Software. Jan./Feb .. 1999 

19. D. Riehle. and H. ZOllighoven. Understanding and Using Patterns in Software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of Object Systems 2. 1‘ pp. 3 • 13. 1996 

20. L.J.A. Rosado. A.P. Marquez. and J.M.F. Gonzalez. Representing Versions in 

XML Documents Using Versionstamp. ER Workshops 2006. LNCS 423 1. pp 

257-267. 2006 

2 l. H. Smith & P. Fingar. BPM: The Third Wave. Meghan-Kiffer Press. 2003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