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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 환경의 변화에 의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변경되며, 따라서 워크플로우와 이에 향
을 받는 요소들의 변경도 수반된다. 이때 워크플로우 관리시스템(WfMS)이 워크플로우의 변
경에 따라 향을 받는 요소를 예측하고 동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위
해 본 논문에서는 Enterprise 온톨러지를 활용하여 워크플로우 변경 시 향을 받는 요소를 
예측해 보았다

1. 서론

  현재 기업 업무 환경은 다양한 기능의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Workflow Management System, 
WfMS)[1]을 요구한다. 기업은 경쟁적인 외부환경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WfMS가 동적인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 및 대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제안된 대부분의 접근법[2]은 업무전문가가 변경
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링 도구를 사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
존의 접근법은 워크플로우의 변경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향을 받는 요소들을 즉시 변경하기  어렵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nterprise 온톨러지[3]를 
활용하여 워크플로우의 변화에 향을 받는 요소들
을 예측해 보았다.

2. 워크플로우 관리(Workflow Management)
  워크플로우[4]는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Business Process)를 모델링하고 정보기술과 결합
시켜 실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세스 관
리도구이다. 또한,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와 
프로세스 자체의 개선(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도 가능하게 해준다. 

  기업의 환경변화와 BPR 등을 통해 업무절차가 변
경되면 기존 어플리케이션 구조에서는 프로그램자체
를 새로 개발해야 되지만 워크플로우는 업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워크플로우[5]는 
Business Process, Human Organization, 
Information Structure로 구성되며, 워크플로우의 변
화는 각 구성요소에 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급격
한 업무변화환경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것
은 복잡한 문제이다. 워크플로우의 변화는 관련 구
성요소의 변경을 수반한다. 따라서,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WfMS)에서  워크플로우 변화에 따라 향
을 받는 요소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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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terprise 온톨러지(Enterprise Ontology)

  온톨러지(Ontology)는 철학의 한 갈래로 존재의 
본질을 연구하는 형이상학이다. 한편, 인공지능 역
에서의 온톨러지는 인지체에 의해 개별화된 실체들
에 대하여 논의나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범주
(Category)시스템으로 본다. 이와 같은 온톨러지는 
인지체가 세계를 인식 및 분할하여 얻은 개체와 이
들의 속성 및 관련성을 파악한 것의 총화이다[6].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온톨러지를 활용하여 워크
플로우 변경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해 보았다. 이를 위해 Edinburgh 대학에서 구축한  
Enterprise Ontology(E-O)[3]를 사용하 다. 이 온톨
러지는 용어(Term)와 정의(Definition)의 모음이며 
Enterprise Project를 통해 개발되었다. Enterprise 
Ontology는 다섯 가지로 구성되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eta-Ontology와 Time은 온톨러
지의 용어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온톨러지이며, 
Entity, Relationship, Role  등이 있다. (2) Activity, 
Plan, Capability와 Resource는 프로세스와 계획에 
관계된 것이며 예로는, Activity, Planning, 
Authority, Resource Allocation 등이 있다. (3) 
Organization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로는, Person, Legal Entity, 
Organizational Unit, Manage, Ownership  등이 있
다. (4) Strategy는 기업의 전략에 관련된 것이며 예
로는 Purpose, Mission, Decision, Critical Success 
Factor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5) Marketing은 제
품과 서비스의 판매, 그리고 마케팅에 관련된 것이
다. 여기에는 Sale, Customer, Price, Brand, 
Promotion  등이 있다. 아래 그림 1은 Activity 에 
대한 Enterprise 온톨러지 정보이다.

그림 1. Enterprise Ontology

ACTIVITY: something done over a particular TIME INTERVAL. The 

following may pertain to an

ACTIVITY:

• has PRE-CONDITION(S);

• has EFFECT(S);

• is performed by one or more DOERS;

• is decomposed into more detailed SUB-ACTIVITIES

• entails use and/or consumption of RESOURCES

• has AUTHORITY requirements

• is associated with an [ACTIVITY] OWNER

• has a measured efficiency

Notes

1. an ACTIVITY can have happened in the past, may be happening 

in the present, and a hypothetical future ACTIVITY may be 

envisaged;

2. The word ‘something’ in the above definition is deliberately 

general; we mean to include mental activities, for example.

3. We wish to allow PURPOSE-free ACTIVITY, such as water 

flowing down a hill. An association between an ACTIVITY and a 

PURPOSE can be made by matching the INTENDED PURPOSE of a 

PLAN to the EFFECT(S) of ACTIVITIES specified in the PLAN.

4. ACTIVITIES may be informally classified as ‘strategic’, ‘tactical’

or 'operational’ depending on the ‘level’ of an associated PURPOSE 

as characterised by the HELP ACHIEVE Relationship between 

PURPOSES.

(a) Infomal Enterprise Ontology

그림 1. Enterprise Ontology (계속)

;;; Activity

(Define-Frame Activity

              :Own-Slots

              ((Documentation "Something done over a particular 

Time-Range.

The following may pertain to an Activity:

* is performed by one or more Actual-Doer s;

* is decomposed into more detailed Sub-Activity s;

* Can-Use-Resource s;

* An Actor may Hold-Authority to perform it;

* there may be an Activity-Owner;

* has a measured efficiency.

")

              (Instance-Of Class) (Subclass-Of Activity-Or-Spec))

              :Template-Slots

              ((Actual-Activity-Interval (Minimum-Cardinality 0)

                (Cardinality 1) (Value-Type Time-Range))

               (Actual-Pre-Condition (Minimum-Cardinality 1)

                (Value-Type Pre-Condition))

               (Actual-Effect (Minimum-Cardinality 1) 

                             (Value-Type Effect))

               (Activity-Status (Minimum-Cardinality 1)

                (Value-Type Activity-State))))

(b) Fomal Enterprise Ontology

4. Enterprise 온톨러지를 활용한 워크플로우 변
화 예측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 및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
해 기존의 업무를 재정의하거나 BPR을 통해 비즈니
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한다. 워크플로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위한 것으로 업무 변화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
한 워크플로우 관리를 위해 WfMS는 워크플로우 변
경시 향을 받는 구성요소들을 예측하여 능동적으
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WfMS
가 워크플로우 변화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Enterprise 온톨러지에서 찾아보았다.

  아래 그림 2와 3은 Actor Dependency Model[7]로 
표현한 보험계약업무이다. 그림 2는 보험 가입을 원
하는 고객에게 Quote, Credit, Underwrite 프로세스
를 통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이다.

그림 2. BPR 전 보험계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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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은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수행한 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사례관리자(Case 
Manager)가 고객과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신용평
가(Credit), 승인(Underwrite)에 관련된 업무는 컨설
턴트(Consultant)의 조언(Advice)를 받는다.

그림 3. BPR 후 보험계약업무

그림 4와 5에서는 BPR전과 BPR후에 나타나는 차이
를 워크플로우의 구성요소인 Business Process, 
Human Organization, Information Structure로 구
분해보았다

그림 4.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

그림 5. 인사조직의 변화

  그림 4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견적(Quote)업무이
다. 이는 BPR후에서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
가 수행하게 된다. 그림 5는 업무 참여자(Actor)간의 
의존관계를 나타낸다. BPR 전에는 의존관계에 있는 
관리자(Supervisor)와 담당자(Clerk)가 업무에 참여

한다. BPR 후는 이러한 관리자와 담당자의 관계가 
없어지고 사례관리자를 통해 견적업무를 수행하고 
신용평가(Credit)와 승인(Underwrite)업무는 각 업무
전문가(Consultant)에게 조언(Advice)을 받는다. 

  그림 6은 그림 4와 5에서 업무변화의 전과 후의 
차이를 세 가지 워크플로우 구성요소별로 기술한 것
이다. 

그림 6. BPR 전후의 워크플로우 변화

Business Process

  1.

  2.

변경전의 세 개의 업무처리 절차 -- 견적(Quote), 신용평

가(Credit), 승인(Underwrite) --에서 견적업무가 사례관리

(Case)업무로 변경

사례관리자(Case Manager)는 고객과의 모든 업무를 담당 

Human Organization

  1. Supervisor - Clerk 구조로 처리되는 업무가 변경 후 단일 

Actor로 처리된다.

 Quoting(Clerk, Supervisor) -> Case Manager

 Credit(Clerk, Supervisor)  -> Credit Consultant

 UnderWriting(Clerk, Supervisor) -> UnderWriting 

Consultant

Information Structure

  1.

  2.

변경 전은 견적, 신용평가, 승인의 순서로 수행되며 업무수

행의 결과로 quoted application, Credit approved 

application, policy을 작성한다.

변경 후는 사례관리자가 quoted application을 작성하고 고

객에게 policy를 전달한다. 또한, 신용평가와 승인업무는 

업무전문가를 통해 조언(advice)을 받는다.

역할(Role) 정보의 변화

Quoting, Credit, Underwriting에 참여하는 Clerk, 

Supervisor역할이 없어지고 Case Manager, Credit 

Consultant, Underwriting Consultant의 추가

  표 1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나타나는 개체
(Entity)를 Enterprise 온톨러지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는 업무변화로 인해 향을 받는 요소를 
찾기 위함이다.

표 1. Enterprise 온톨러지로 표현한 개체(Entity)

Enterprise Ontology 정보

A
c
t
i
v
i
t
y

Quote
Activity, Asking-Price, Product-for-Sale, 
Sale-Price,

Credit Activity, Asset

Underwrite
Activity, Perceived-Risk, Product-Sold, 
Decision, Sale

Case
Activity, Asking-Price, Product-for-Sale, 
Sale-Price, Sale, Manages, Market, 
Satisfies-Need, Decision

A
c
t
o
r

Supervisor
Organization-Unit, Manages, 
Activity-Owner

Clerk
Organization-Unit, Actual-Doer, 
Managed-By

Manager
Organization-Unit, Actual-Doer, 
Activity-Owner, Manages

Consultant
Organization-Unit, Actual-Doer, 
Help-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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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Enity)들이 가지는 온톨러지 정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경 시 향을 받게 되는 다른 개체들
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 표 2에서는 그
림 6에서 기술한 프로세스 변경내용을 표 1의 
Enterprise 온톨러지 정보를 통해 향을 받는 요소
를 예측한 것이다.

표 2. Enterprise 온톨러지를 활용하여 예측한 정보

Business

Process

1. Activity의 변화
  Activity-or-Spec Activity-State, Effect,
  Pre-Condition
2. 사례관리에서 추가된 개념
  Sale, Manages, Market, Satisfies-Need,
  Decision 

Human

Organization

1. 업무 참여자(Actor) 역할(Role) 변화
  Clerk      : Actual-Doer, Managed-By
  Supervisor : Activity-Owner, Manages
  Manager   : Actual-Doer, Activity-Owner, 
              Manages, Decision 
  Consultant : Actual-Doer, Help-Achieve

Information

Structure

 1. 업무의 선행조건과 결과
   Pre-Condition, Effect
 2. 역할 정보의 변화
 Manages와 Managed-By 관계 정보 제거
 Manages와 Help-Achieve 관계 정보 추가

  
  작성된 표 2에서 Business Process에 향을 주
는 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Activity의 변화는 
Activity나 Spec에 대해 향을 준다. 또한 
Pre-Condition, Effect를 통해 Activity의 변화가 선
행조건과 완결조건에 대해 향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Information Structure에 나타나듯
이 Activity가 수행되는 조건이나 필요한 정보에 대
해 해당 정보구조에 향을 주게 된다. Sale과 
Decision은 사례관리업무가 고객과의 계약업무에 대
해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고객과의 계약
에 직접적인 향을 주고 있다. Human 
Organization에서 Actual_Doer와 Activity_Owner는 
Activity에 대한 역할을 나타내며, Managed-By와 
Manages는 Actor간의 관계이다. 프로세스 변경 후
에서 Clerk과 Supervisor의 삭제로 업무 담당자와 
업무 관리자에 해당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따
라서 Manager는 표 2에서 나타나듯이 Clerk과 
Supervisor에 필요한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다.

5. 결론

  워크플로우는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
하고 정보기술과 결합시켜 실제 업무 처리를 가능하
게 한다. WfMS는 기업의 동적인 상황변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관리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경으로 인해 워크플로우가 
바뀌었을 때, 그 향으로 받는 요소들을 즉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BPR 전과 후에 나타
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차이를 워크플로우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았다. 이러한 구성요소에
는 Business Process, Human Organization, 
Information Structure가 있다. 각 구성요소별로 워
크플로우가 바뀌었을 때, 그 향을 받는 요소들은 

Enterprise 온톨러지를 활용하여 찾았다. 
  실험 결과, 업무활동의 변화로 참여자의 역할이 
바뀌게 됨을 확인하 다. 또한, 업무의 선행조건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지며, 정보구조의 변화와도 연
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즈니스 프로세
스의 변경으로 인해 워크플로우가 바뀌었을 때, 그 
향을 받는 요소들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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