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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T의 필요성

프로세스가 보이지 않는 기존 시스템
상태코드와 문맥으로 인식하는 프로세스 인지 방식

선배, 상사, 전문가

초기사용자, 신입사원

?

“장님 코끼리 만지듯”
누가 ?
언제 ?
무엇을 ?
어떻게 ?

DB

1
2
3
4

프로세스에 익숙해지는데 3~5년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에만 부분적 이해도를 가짐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높은 난이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비용이 너무 높음

PMT 소개

프로세스 모니터링 툴킷이란?
프로세스 모니터링 툴킷은 기존 시스템의 “상태코드”로 관리되던 프로세스를 플로우챠트의 형식으로 가시화하는 도구
BPMS의 프로세스 모니터링 기능만을 추출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킨 BPM엔진이 탑재
최소의 비용과 리스크로 BPM의 간접적인 효과와 PAL(Process Asset Library) 및 JMS (Job Manual System)의 효과

“百聞이 不如一見”

프로세스
모니터링
툴킷

문맥과 상태코드로써 진행상태를 간접적으로 이해

그래픽으로 표현된 명확한 진행상태 파악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지식 요구

사전지식 없이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

시스템 변경 시 마다 변화된 프로세스에 대한 재교육 필요

시스템 변경 시 즉각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한 공유

PMT 의 동작방식

프로세스 모니터링 툴킷의 동작방식
1

Define

프로세스 선언 단계
 기존 시스템 내의 프로세스를
플로우챠트로 그리는 도구를 제공
 관련한 다양한 설명, 관련매뉴얼, 양식
등을 첨부가능
 XML파일로 생성되어 향후
BPM시스템으로의 확장이 용이

2

Mapping

프로세스 매핑 단계

 기존 상태코드를 각 프로세스 단계에
입력해줌
 입력된 상태코드-액티비티 매핑에
의해 프로세스 모니터 설치시 해당
단계의 실행상태 표시가 이루어짐

3

Install

설치 및 사용단계
 모니터링 화면이 보여질 시스템의
페이지에 약간의 코드를 주입하여
프로세스 모니터를 설치
 이때 상태코드 값을 넘겨주면
프로세스의 진행상태와 다양한
정보가 비주얼하게 표시됨

PMT 의 동작방식

적용방법 – Process Define 단계
1

프로세스 디자이너 도구를 통해 기존 시스템 내에 녹아있는 가시화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그래픽으로 표현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 노테이션 표준인 BPMN을 기반하여 프로세스 공유의 전사 공통언어를 마련
다양한 액티비티 유형을 확장가능 하여 나타내고 싶은 프로세스 및 액티비티를 확장용이

액티비티 팔렛트
다양한 활동유형(액티비티 타입)들을 포함
하여 원하는 다이어그래밍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

플로우챠트 캔버스
프로세스를 그리는 영역으로, 블록 다이어
그래밍 방식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연결선
관리로 빠른 다이어그래밍을 합니다

부가정보 패널
역할선언, 관련시스템 선언 등을 통해 다
양한 모니터링 뷰 (스윔레인, 일정간트챠
트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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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Process Mapping 단계
2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문서상에만 정의된 상태코드와 프로세스간의 매핑관계를 프로세스 디자이너 상에서 매핑해줌
이를 통해서 다음단계인 모니터링 뷰를 통해 실질적인 가시화된 프로세스 모니터링이 가능해짐
향후 시스템 개발에 있어 프로세스적인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운영효율을 높임

Process

프로세스 매핑

상태코드A

상태코드B
상태코드C

Data

상태코드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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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Install & 사용 단계
3

적용의 마지막 단계로 만든 프로세스 정의에 따른 현제 단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간단한 API를 주입하는 단계
첫 단계에서 만든 프로세스 정의 파일의 위치와 함께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상태코드를 넘겨줌
원하는 프로세스 뷰를 위한 HTML이 생성되어 해당 페이지 영역에 표시됨

플로우챠트를 얻어내는 API

JAVA

양대
플랫폼
동시지원

닷넷

PMT 의 부가기능

강력한 모니터링 뷰 옵션
팝업 상세 보기 기능

무한 레벨 메인-서브 드릴다운 기능

스윔레인 뷰 기능

전문적
모니터링
도구의 도입
효율성

다양한 테마 적용 기능

PMT 의 적용방안

적용예시
PMT는 다양한 산업영역에 걸쳐진 기존 시스템에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
또한 기존 솔루션 영역 및 서비스 영역에 접목시 시장 경쟁우위 주도와 신규고객 창출의 효과를 유도
영역

일
반
영
역

적용효과

금융

 여신심사 프로세스 가시화
 청약심사 프로세스 가시화

 대고객 가시정 증대 통한 만족도 향상
 업무효율성 증대

공공

 대국민 서비스 진행 조회 서비스
 내부 부처별 업무처리 진행상태 조회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증대
 투명성 제고 / 전화응대 폭주 감소
 업무가시화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배송 조회 서비스
 기타 진행 조회 서비스
 가입 절차 조회 서비스

 대고객 만족도 증대  신규고객창출
 전화응대 폭주 감소

물류ㆍ유통

 물류 흐름 조회

 다양한 물류 참여자간의 프로세스 흐름을 가시화

병원ㆍ학교

 원무 처리 상태 조회
 대학 행정 처리 상태 조회

 대고객(환자) 만족도 증대  고객유도
 가시성 증대 통한 업무 효율 증대
 신입 직원의 교육 비용 감소

 프로세스 가시화된 패키지로 승격

 제품 차별화
 BPM도입 붐에 따른 경쟁에서 기고객 시장 경쟁우위유지

LMS

 교육과정의 가시화

 다양한 교육·학습 주체간 활동을 가시적으로 표현

PLM

 제품 살계·개발·양산에 이르는 과정의
모니터링

 제품 생산 공정의 가시적인 모니터링 통한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 절감

 고객 요청 사양에 대한 트래킹

 고객 요청 개발 처리에 대한 진행상태 파악 용이
 불필요한 보고 및 응대 최소화

쇼핑몰ㆍ온라인서비스

ERPㆍSCMㆍCRM
솔
루
션
에
탑
재

적용대상

MRO

CSRㆍITSMㆍI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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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및 실행환경
영역

 JVM (JRE) 1.5 이상
 일반PC (Pentium 5, 512M이상)

 닷넷에 설치시 혹은 PAL/JMS 기능
필요시만 설치

 JVM 1.4이상
 서버에 같이 탑재 혹은 별도 프로세스로 구동 (Jetty
Server)
 내부 DBMS 내장하여 별도 DBMS필요없음

웹 프로세스 뷰어
(자바)

 일반 사용자

 IE 5.0 이상, FireFox 지원
 JSP v1.0 규약 이상에 설치가능

웹 프로세스 뷰어
(닷넷)

 일반 사용자

 웹서비스 API 통하여 프로세스 레포지토리를 경유하여
뷰챠트를 얻어옴
 닷넷 프레임워크 v1.0 이상에서 가능

스윙 프로세스 뷰어
(자바)

 일반 사용자

 스윙(Swing)기술로 된 자바 CS 어플리케이션에
탑재가능
 JRE 1.5이상

 프로세스 분석가

 향후제공

 일반 사용자 및 경영자

 향후제공

프로세스 분석기 서버

 프로세스 분석용 OLAP서버 및 데이터
폴링 서버

 향후제공

프로세스 리스크 슈터

 경영자 및 담당자

 향후제공

프로세스 레포지토리
서버 *

프로세스 분석기
P
M
T
|
II
*

요구사양

 프로세스 설계자 (일부 관리자)

프로세스 모델러

P
M
T
|
I

사용자

대시보드

* 프로세스 레포지토리 서버는 JMS 기능 및 PAL기능으로 확장 적용시 혹은 닷넷에 적용시만 도입
* PMT-II는 프로세스 매핑을 통한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본 자료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PMT 기대효과 및 비교

기대효과 및 적용 로드맵
전사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률과 그에 따른 러닝커브를 감소시켜 프로세스 공유에 따르는 비용을 현격히 절약
향후 통합 모니터링과 BPM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요구도출 및 기술적 기반 마련 효과
기대효과
적용 로드맵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률 증대 통한 전사
교육효과 상향 평준화, 신입사원의 업무이해
소요기간 단축
업무 가시성

진행상태 가시화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증대
불필요한 보고절차 생략
 다양한 정보 연결을 통한 사용편의성 및 효율
증대

개발비용감소

 프로세스 가시화를 위한 그래픽 작업, 코드
연결 등의 개발 비용 감소·즉시적인 반영
 통상 BPM솔루션가격의 1/50, PAL대비 1/10,
자체개발대비 1/5

PMT 적용통한
사용자들의 프로세스
인식제고

BPM 수행
단계로의
용이한 전이

PMTII (분석용
PMT모듈)
적용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의지
및 BPM효과의
전파

변화관리 고려사항
 BPM의 효과가 즉시적으로 들어나는 영역을
우선으로 적용하는 전략
향후
 사용자들의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필요성
BPM적용으로 인식 제고
의 안정적 발판  이를 통한 향후 BPM으로의 도약의 안정적
기반마련

도 입
리스크
측 면

도 입
비 용
측 면

도 입
효 과
측 면

PMT 기대효과 및 비교

타 방식들과의 비교
기존시스템으로부터 다양한 프로세스 모니터링의 기능을 가미시켜가면서 서서히 사용자에 의해 BPM에 대한
자연스러운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PMT을 도입할 수 있으며, 타 도입 방식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
은 리스크와 비용으로 BPM의 유사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도입방식입니다.
PMT

기능 및
효과 축면

 프로세스 가시화 전문적기능 집적
 한번 설정한 프로세스에 의해
다양한 관점 (프로세스·역할·일정)의
뷰를 제공
 향후 BPM으로 확장용이

개발비용

 기존 시스템에 존재하는
프로세스만을 분석하여 단순히
매핑만으로 개발 완료
 통상 BPM솔루션가격의 1/50,
PAL대비 1/10, 자체개발대비 1/5

위험부담

 기존에 이미 사용 중이던 시스템의
가시화 영역에만 적용함으로서 조직
문화적인 충격이 없다.

도입리스크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BPM의 간접적 효과를 얻어가면서
서서히 접근하는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한 경우

BPM 도입
 프로세스
자산화·모니터링·분석·개
선등의 전 프로세스 관리
사이클을 지원

 고가의 솔루션 도입 및
개발·컨설팅 비용초래

 아키텍처적·문화적·조직적
대대적인 충격을 감수

PAL or JMS 도입

자체 개발

 프로세스 자산화와 공유에
초점 진행상태 뷰는
제공되지 않음
 향후 전 BPM사이클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
리모델링이 요구

 다양한 모니터링 관점
(분기·스윔레인·팝업뷰·드
릴다운·BPMN등)을
지원하기 어려움
 향후 BPM으로 전환불가

 고가의 솔루션 도입 및
컨설팅 비용 초래

 다양한 비주얼적 효과를
위한 DHTML,
Vector그래픽, Flash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개발 리스크 감수

 충분한 PI작업과 이해를
가진 후에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BPM적용시(프로세스
자동화 및 EAI)의
리모델링 감수

 고정된 몇 개 수준의
프로세스 가시화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프로세스의 변화와 그
수가 많은 경우 위험초래

상위의 충분한 의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도입초기부터
빅뱅방식으로 리엔지니렁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전략이 Topdown으로 수립된 경우

유엔진 소개

유엔진 및 유엔진솔루션즈 소개
㈜ 유엔진솔루션즈는 2002년 이해 국내최초 오픈소스 BPMS을 개발ㆍ납품해온 BPM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국내ㆍ외 BPM 도입 및 컨설팅을 수행한 많은 구축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 집단이자 세계적인 BPM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uengine.org의 운영체입니다.

Universal
Engine
for
e-Business

• 국내 유일 오픈소스
• 세계적 인지도 보유
• 세계 표준 선도, 기
술 주도

국산
오픈소스
BPMS

• 어느 환경에서나 통용 가능한,
• 모든 유형의 리소스와
시스템을 통합하는,
• 유연한 BPM 엔진.

세계적
오픈소스
커뮤니티

• 국내 개발자가 시작
• 전세계 2만 6천 카피 다운로드
• 4개 서브프로젝트
• 1일 50회 다운로드
• 전세계 18만개 SF.net
프로젝트 중 130위

유엔진 소개

유엔진이 걸어온 길

미션:

한국의
JBoss 와
MySQL

2003
~ 2004

2005
~ 2006

• 국내최초 소스포지넷

 국내 BPM 프로젝트
다수에 적용되기 시작
 다수의 자발적 참여자
기여
 제품의 안정화 기간
 유엔진 v2.0

(SourceForge.net)등록
• H그룹 전사 GW내
코어엔진으로 채용
• 유엔진 v1.0, 메타웍스

2007
~ 현재

 후지제록스, 녹십자생명, 한
국반도체소재, 포스데이타에
BPMS 납품 및 컨설팅 수행
 필리핀 전자정부 제안
 정통부 장관 공로상 표창
 소프트웨어 공모전 수상
 유엔진 v3.0, 유플, 유오피스

http://www.uengin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