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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BPM(Business Process Model)에 룰(rule/policy)을 적용하여 3-Tier 구조의 BPM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를 비즈니스 프

로세스 모델링하고 그에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BPM과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간의 접목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추가/변경 시, 필요

한 응용업무 프로그램 개발 기간 단축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은행 비즈니스업무에 대해 비즈니스 프

로세스 모델링을 적용 사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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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PM CBD

<그림 1> 3-계층 구조의 기본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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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프로세스 내 룰 표현

<그림 3> BPMSA 도구를 이용하여 구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룰 적용

<그림 4>BPMSA도구로 구현한 은행업무의 입금및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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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PMSA도구로 구현한 은행업무의 적금

<그림 6> BPMSA도구로 구현한 은행업무의 통장 개설

<그림 7> BPMSA도 구로 구현한 통합 은행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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