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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유엔진솔루션즈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 인증 및 수상 

회사소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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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주식회사 유엔진솔루션즈는 국내 BPM시장의 태동기 때부터 BPM 솔루션을 개발해오면서 쌓아온 탁월한 기술력과 다양한 
금융/제조 분야의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컨설팅과 개발업무, 제품의 품질 보장을 약
속 드립니다 

회사명 ㈜유엔진솔루션즈 

대표자 장진영 

회사설립연도 2007 년 03 월 06 일 

종업원수 28명 

자본금 2억 

주요사업분야 
BPM / BRE 컨설팅 및 솔루션 개발 
SOA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세계적 오픈소스 커뮤니티(uEnigne.org)운영 

솔루션 보유현황 
BPM(업무프로세스관리), BRE(비즈니스 룰엔진), ALM(어플리케이션 수명주기관리) 
소셜 업무프로세스관리 프로세스코디, 프로세스모비 
(Social BPM Process CODI, Process MOBI), JMS(업무매뉴얼시스템)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33 건영빌딩 7층 

전화번호 대표전화 : 02-567-8301~4          FAX : 02-567-8305 

URL www.uengine.org 

E-Mail help@uengine.org 

http://www.ueng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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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  
제3회 한중일 공개소프트웨어 공모전 우수상 
2008.08 
지식경제부 주최 2008 공개소프트웨어  
공모대전 은상 
2008.06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추진과제  
아이디어공모전 우수 
2008.02  
정보통신부 주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공모대전 동상 

㈜유엔진솔루션즈 주요 수상 및 연혁 

유엔진 설립 

2007.12  
전략 SW 산업 육성 분야 정통부 장관 표창 
2007.08  
정보통신부 주체 공개 소프트웨어 챌린지 은상 
2007.06  
정보 통신부 주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공모대전 동상 
2007.04  
제3회 한중일 oss 컨테스트 우수상 
2007.03  
㈜유엔진솔루션즈 법인 설립 
2007.02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주최 공개 SW 공모 대전 은상 

㈜유엔진솔루션즈 법인 설립 

2006.06  
유엔진 설립 
(대표이사 장진영) 

2011.01 
(美)Qualcomm QPRIZE Venture Capital  
경진대회 KOREA TOP8 Finalist 선정 

QPRIZE KOREA TOP8 

2011 

2008 

2006 

2010.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활용상 - 기업부문 금상 수상 

2010 

2003.03  
소스포지 닷넷 유엔진 BPM 커뮤니티 개설 

유엔진커뮤니티 개설 

2003 

2003년  소스포지 닷넷에 유엔진커뮤니티 

개설을 시작으로 2007년 정식 법인을 통해 
현재까지 BP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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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 1명 

컨설팅 사업 
12
명 

솔루션 사업 10명 경영지원 3명 

마케팅 1명 

총      원 28명 

특급기술자 3명 

고급기술자 6명 

중급기술자 6명 

초급기술자 7명 

기    타 0명 

㈜유엔진솔루션즈 

대표이사 

컨설팅 사업부 BPM 컨설팅 사업부 

사업본부 

경영지원 

인원현황 등급별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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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 및 수상 

BPM기반 ALM시스템 
기술평가등급(BB) 인증서. 

uEngine BPMS  
프로그램 등록증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2007년도 전략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공로상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2007 챌린지 은상 수상 

(美)Qualcomm QPRIZE Venture Capital  
경진대회 KOREA TOP8 Finalist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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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ngine JMS 개요  

uEngine JMS 필요성 

uEngine JMS Life Cycle 

uEngine JMS 도입효과 

향후 로드맵 

What is uEngine JM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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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사용자 

경영자 
관리자 

Process 
Repository 

• 업무 생산성 15%↑ 처리시간 10% ↓ 
• 프로세스 가시화 통한 빠른 업무 파악 
• 실시간 업무 변경 공유로 업무 변화 적응 용이 

지식관리 

그룹웨어 기간계 
사규 

. . .  

언제 & 
누구에게 & 
무엇을 &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써서… 

• 업무 중 90%는 업무 전이에 소요 
• 프로세스에 익숙해지는데 5~8년 
• 정서적 요인 인한 오류 및 정체 

? 

지식관리 그룹웨어 기간계 사규 

. . .  

uEngine JMS 개요  

프로세스 중심으로 참여자/시스템 정보 Mapping  필요한 정보를 여기저기 찾아 다님 

업무 매뉴얼 시스템은 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 배경지식을 찾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표준프로세스를 정의하여 기

업 내 업무성과를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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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ngine JMS 필요성 

사원들 교육시간, 비용을 줄일 방
법은 없나? 
 
왜 담당자마다 다르게 일하지? 
 
우리 회사도 업무 프로세스를 자산
으로 남겨야 하는데 … 
 
 
 

내가 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군 
 
신입이 들어오면 매번 교육을 해야 
하고 계속 물어서 귀찮아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이 있는데 어
디 다가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네 
 
 

업무를 배워야 하는데 다들 너무 
바빠서 물어 볼 수가 없네 
 
업무 매뉴얼 책자만 던져주면 인수
인계가 다야? 
 
이번에 업무규정이 변경되었다는
데 어디를 봐야 하는 거야 
 
이거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거지 

신입/전입 직원 업무 관리자 임원 및 부서장 

업무 매뉴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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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ngine JMS Life Cycle 

유엔진 업무매뉴얼 시스템은 기존 문서나 구두로 이루어 지던 업무를 표준화, 정형화하여 플로우차트 형식의 업

무 가이드를 업무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 

업무 매뉴얼 책자나 업무담
당자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
는 프로세스 표준 정의 

BPM을 이용한 개선요청/ 
승인 프로세스 

uEngine JMS 

공유 
검색 
조회 

프로세스 
모델링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  
표준 정의 

프로세스 모델러를 사용하
여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
와 상세설명 작성 

프로세스 정의와 상세  
설명 내용을 검색하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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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ngine JMS 도입효과 

업무관리관점 

회사운영관점 

투자회수기간 
(payback 
Period) 

•새로운 업무, 변경된 업무, 관련 시스템의 변화를 업무 매뉴얼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 
•업무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업무프로세스와 Infra의 지속적인 개선 관리  

•표준화로 인한 업무생산성 향상과 업무 누수 감소로 운영비용 절감 
•품질경영에 필요한 업무프로세스 관리와 ISO9000시리즈 인증 준비 

•JMS 를 도입하면 중소기업100명 기준으로 초기투자로 프로세스가 정립화 되면 기존 JMS가   
도입되기전 선행되오 던 업무에서 연간 10% 절감효과가 있음 

인력관리관점 
•업무 매뉴얼과 스마트 직원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여 직원의 업무 능력 상향 평준화 
•신규 인력의 교육 기간 및 적응시간 단축을 통해 사내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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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로드맵 

 

Period / Investment 

Business 

Value 

업무매뉴얼 시스템은 업무 자동화와 업무 진행 모니터링을 위한 BPM시스템 구축의 전 단계 

업무 프로세스 자산화 

• 프로세스 관리 전략 수립 
• 프로세스 모델링 
• 업무 매뉴얼 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관리 및 활용 
Automation &  
Monitoring Innovation 

• 표준 프로세스  정의 
• 프로세스 개선 방향 정의 
• 현업 업무 활용  
• 업무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 

• BPM 기반의 프로세스 
자동화  

• Business Value 검증 
• 현업 업무 활용 
• 업무진행 모니터링 
• 업무 프로세스 분석 

•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 
• 업무 프로세스의 최적화 
• 분석을 통한 업무 프로

세스의   지속적인 개선  

“BPMS” 

JMS 구축범위 
확장 

업무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가시화를 통해 자산화를 하고 이를 지속적
으로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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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ngine JMS 시스템 구성 

uEngine JMS 특징 

uEngine JMS 세부기능 

타제품과 비교 

III 제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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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ngine JMS 시스템 구성 

Process 
Repository 

프로세스 모델러 
프로세스 가시화 및 정의 도구 

 

프로세스 모델링 

프로세스 매핑 

Legacy, 
KMS  … 

프로세스 포탈 
프로세스 맵을 웹으로 공유 

내용 / 순간 검색 

리얼타임 코칭 

개선 요청 프로세스 



16 Page 

  

 순간 검색 기능 
순간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검색하려고 하는 프로세스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관련 프로세스와 액티비티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업무프로세스 모델링 

 웹 기반 모델러 
순수 웹 기반 모델링 툴로써 모델링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의 설치가 전혀 필요 없으며, 
OS의 제약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BPMN 지원 
국제표준 모델링 기법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을 따르므로 
업무 프로세스의 실제 흐름을 잘 표현 할 수 
있으며, 명확한 업무 롤 구분으로 사용자의 
프로세스 파악이 용이합니다. 

 쉬운 조작의 모델러 
각 기호를 클릭 또는 Drag & Drop 으로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 놓고, 편집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쉽게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순간검색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 

 프로세스 개선 기능 지원 
프로세스가 변경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 프로세스 관리자에게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수정하면 즉시적으로 변경된 프로세스가 반영되어 수정된 프로세스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uEngine 

JMS 

uEngine JMS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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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ngine JMS 주요기능 

프로세스 표준 정의 

 표준(BPMN) 준수 프로세스 모델러 
 순수 웹 기반 솔루션으로 별도 설치가 필요 없음  
 마우스 드레그 앤 드랍으로 쉬운 조작 방식 – 원하는 기호 선택 후 화면에 클릭하거나 끌어다 놓으면 그려지고 원하는 위치를 조정 할 수 있다. 
텍스트는 기호를 더블 클릭하여 수정 한다. 
 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및 실시간 공유 – 저장될 때 마다 자동으로 이력이 등록되며 최신버전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이전버전을 보고자 할 경
우 버전만 바꿔주면 바로 확인 가능 하다. 

Drag & Drop 이력관리 



18 Page 

내용 검색 추천기능 

uEngine JMS 주요기능 

빠른 검색 

외국| 

(P) 외국인근로자 국내보수 송금 
(A) 외국인등록증, 여행증명서 … 
…. 
 

거래처 

(P) 거래처 등록 
(A) 영업 거래처 관리, 전표등록 
… 
…. 
 

 내용검색 – 순간검색 엔진으로 프로세스에 있는 키워드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에 첨부된 문서의 내용까지 검색 지원 
 추천기능 – 국내외 주요 포탈에서 처럼 키워드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관련 프로세스와 액티비티를 추천해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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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프로세스 

uEngine JMS 주요기능 

프로세스 변경관리 기능 

 변경프로세스 기능 – 프로세스 맵의 수정이 필요 할 때 현업은 프로세스관리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처리 하는 과정을 프로세스 기능으
로 구현하여 “수정요청” -> “요청내역 처리” -> “처리결과 확인” 의 단계를 나의 업무함 에서 처리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정요청 

요청처리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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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포털 연계 및 확장 

uEngine JMS 주요기능 

업무 프로세스 조회 

*기간계  
시스템 

*업무지식 *시스템매뉴얼 

*업무 
도움말 

연계 및 확장 

uEngine JMS 

BPM 

BPE 

BPM/A 

BRE 

  EDMS, KMS,EP 연계  

  기간계 시스템(ERP 등)연계 

  BPM으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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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제품과 비교 

내   용 JMS P제품 B제품 

모델링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작성 및 관리와 프로세스 최적화 기능 O O O 

현업이 단일 툴을 통해 사람, 비즈니스 파트너간 프로세스 모델링을 수행 O △ O 

특정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순수 웹 기반 모델러 지원 O X X 

BPMN 표준 지원 O O △ 

사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기호 추가 지원 O O O 

프로세스 변경을 위한 절차프로세스 기능 지원 O O O 

서브프로세스 연결 기능 O O O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전사적으로 계층화, 구조화해 과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기능 O O O 

프로세스 연관관계의 부정합 여부 체크 X X O 

프로세스별 권한 관리 O △ O 

프로세스 변경이력 관리 O O O 

연계/출력/검색 

프로세스 맵의 리포팅 기능 O O O 

타 시스템과 연계 O O O 

프로세스 명 뿐만 아니라 첨부된 문서 내용 까지 검색되는 기능 O X X 

개인화 메뉴(나의 프로세스 관리)지원 O O O 

통계정보 제공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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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효과 

2. 구축사례 

3. 가격체계 

IV 도입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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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 

도입배경 
＂품질 경쟁력 우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총체적인 품질경영 추진 및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기 위해." 

도입 후  
적용효과 

“자사의 공사관리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사용자 
및 관리자가 업무 프로세스를 좀더 쉽게 이해하고 모델링 
하는 ‘사용자 중심의 통합공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함” 

기간 2011. 10 ~ 2012. 02 

전체 
구축범위 

DPMS(Daewoo Process Mapping System) 구축 

유엔진
BPM 

업무범위 

BPM기반의 DPMS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자산화 지원 

표준화 관리 프로세스 지원 

공개SW포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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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 공공 / 정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상황관제시스템BPM구축 •신상황관제시스템 BPM구축 2010.06 ~ 2010.12 

발주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중소기업청 서비스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과제 선정 2009.10 

지식경제부ETRI 전략기술개발사업 •복합지식 기반의 이러닝  

오픈프레임워크 개발 

•연구과제 참여 (5년과제) 

2009.05 ~ 2014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공개소프트웨어커뮤니티사업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지원사업 선정

(2년과제) 

2009.04 ~ 2011.0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imanufacturing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I/F 연계도구 

2009.05 ~ 2010.06 

한국특허정보원 FOX구조 개편을 위한 

BPR 시스템 구축 

•기간계 시스템과 통합 &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재설계된 업무프로세스 실현 

2011.12.16 ~ 2012.05 

(진행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파이프라이닝 개발 

•파이프라이닝 연동 모듈 

•워크아이템 핸들러와의 연계 모듈 

2011.10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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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 공공 / 정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싱크시스템 개발 2011.08 ~ 2011.09 

발주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 시장창출지원사업 •신 시장창출지원사업 연구과제 선정 2011.06 ~ 2011.12 

한국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관리 심사 •심사프로세스 연동 2011.01 ~ 2011.03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BPM 솔루션공급 •BPM 솔루션공급 2010.11 ~ 2010.12 

지식경제부ETRI SaaSpia 연구과제사업 •SaaSpia기반 마인드맵활용  

업무프로세스관리시스템 연구과제 선정 

2010.11 ~ 2011.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협업BI분석기 개발사업 •협업허브2.0 Prototype 구축 

•협업BI 분석기 연구개발 및 구축 

2010.08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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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 금융 / 보험 

대한생명 차세대  그룹웨어 프로젝트 •차세대 그룹웨어 BPM 커스터마이징 

•차세대 그룹웨어 포탈 결재 커스터마이징 

2011.10 ~ 2012.4 

(진행중) 

발주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한화증권/손해보험 차세대 그룹웨어 프로젝트 •차세대 그룹웨어 ASP구축 프로젝트 2010.08 ~ 2011.07 

㈜코람코자산신탁 코람코 자산신탁  

ISP 프로젝트 

•신탁 사업관리 시스템, 리츠 사업관리 시

스템 프로세스 구축 및 CRM, ERP, 자산관

리 시스템과 연계 

2010.06 ~ 2011.11 

대우증권 차세대 시스템  

(FineSYS) 구축 

•IT센터 내 업무 프로세스 

•인프라기획부 운영프로세스 

2009.04 ~ 2010.03 

한국증권금융 차세대 시스템  

(FineSYS) 구축 

•증권 대출업무 특화 차세대 시스템  

•전사 Workflow 적용 

•여신심사/승인 프로세스 개선 

2009.03 ~ 2010.03 

우리은행(우리FIS) SRMS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SR) 

• 자체 PMS (Win-SPM)과 통합 연계된 

프로세스 지원 

2008.11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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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 금융 / 보험 

(구)KCB -  

코리아크레디트뷰로 

여신/심사 의사결정 

모형관리 시스템 

•여신심사모형관리 

•가계대출모니터링 

2008.10 ~ 2009.04 

발주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녹심자 생명 신 계약 BPM 시스템 구축 •이미징 솔루션과 완벽히 통합된 BPM기

반 심사 시스템 구축 

2007.02 ~ 2007.06 

대한생명 BPM 시스템구축 •사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BPM 환경 구축 

• 업무포털 시스템, 정보시스템 사용자통합

관리, 그룹웨어 연계 기능 강화 

2005.09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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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 제조 / 건설 / 물류 

한화솔라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 SAP 연동 구축 2011.10 ~ 2011.11 

발주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대우건설 BPM기반의 대우건설 

DPMS시스템 구축 

•현업 건설 업무프로세스 BPMS 

•Process 와 기간계 시스템 연동 

•권한관리 분석, 통계기능 

2011.09 ~ 2012.02 

현대상선 물류통합시스템 GIS/BPMS •LEDS 

(Logistic Event Detection System)구축 

2011.04. ~ 2011.07 

TSB(토탈소프트뱅크) •BPM 컨설팅 2010.11 ~ 2010.11 

㈜경동나비엔 BPMS 시스템 구축 •연구부서 내 업무프로세스 

•제품연구 개발, 사업자 선정의 결재 

2010.05 ~ 2010.10 

LIG건설 •BPM 컨설팅 2009.09 ~ 2009.12 

현대기아자동차 GQMS 내 신차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신차품질관리 BPM시스템 개발 및 컨설

팅 

2006.11 ~ 20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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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 IT서비스 

S사 LMS •Smart Class(가칭)을 위한  LMS 솔루션 

개발 

2011.10 ~ 2012.1 

발주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링크프라이스 BPM기반 사내정보시스템 •사내 BPMS 구축 및 운용 2010.07 ~ 2010.08 

POSCO ICT BPM 기반 PI 시스템 구축 •기존 이중화 System 통합 

•ERP와의 통합 

2010.06 ~ 2010.09 

SK C&C 통합 IT 시스템 구축 사업 •사내 BPMS기반 IT 시스템 구축 

•콜 센터/영업관리/프로젝트 관리 

2010.05 ~ 2011.01 

한국 

후지제록스 

BPM 시스템 구축 •기존 MS Office 양식  폼 디자이너 통한 

웹 버전으로의 컨버전 및 전재 결재 부분 

2007. 11 ~ 2008. 02 

SK텔레콤 T-Interactive Expert 

관리시스템 

•T-interactive Expert 서비스 관리 플랫

폼  

•BPM 컨설팅 및 개발 

2007. 07 ~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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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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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문의 / 찾아 오시는 길 

V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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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문의 / 찾아 오시는 길 

회사 약도 
회사주소 : (135-84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33 건영빌딩 7층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  
전화번호 : 02)567-8301 ~ 4 
FAX : 02)567-8305 

제품 문의 
  
  강서구 과장 
  Sales Team 
  (주)유엔진솔루션즈 (www.uengine.org) 
  Mobile : 010-4477-4497, 010-9328-4497 
  Tel : 02-567-8301~4       Fax : 02-567-8305 
  Mail : sft1202@uengine.org 

http://www.uengine.org/
http://www.uengine.org/
mailto:sft1202@uengin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