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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pply standard cost accounting
model to evaluate the cost of workflow instances.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 on matching
workflow activities into the elements of Activity
based costing in order to assign cost drivers, but
rarely examine how to evaluate their instance cost.
In this study, we estimate unrealized standard cost
from workflow model, and realized cost from
accomplished instances. On running, workflow
engine cumulates cost of finished activities and it
enables to monit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rget
cost and the actual cost dynamically at each step of
workflow processes. We implemented a prototype
which shows that the proposed work can evaluate
effectively the cost of various workflow patterns.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최근 많은 기업들이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
관리 개선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관리 방법,
론으로서 이하Business Process Management( BPM)
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관리 기법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지원하
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업무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이하 라고 한다( BPMS) [1].

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업무를 설계하고 적용할BPMS
수 있으며 그 중 사람과 사람간의 업무들과 그 단위,
업무간의 흐름을 정의한 것을 워크플로우라고 하고,
워크플로우를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도구, ,
를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워크플로우의 실행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간 빈도/ /
품질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중 모니터링 및 평/ [2].
가의 대상이 되는 척도로서 주로 시간이 사용되어 왔
는데 이는 품질이나 비용 등의 요소에 비해 보다 직접
적인 측정 통제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반면, , [3],
에 비용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
흡하다.
일반적으로 워크플로우 모델에서 각각의 단위업무의
특성인 상호독립성은 활동기준원가 이하 의 기( ABC)
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4]. ABC
기반의 프로세스 비용 측정 및 평가 방법이 제시되었
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프로세스 정의 단계에서[5]
액티비티에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또는 특정 분야[6],
에서 워크플로우에 원가동인을 어떻게 매칭시키는가
에 대한 것이었고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을 포함하[7]

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라는 요소의 성격이
실시간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하기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비용은 시간이나 빈도처럼 연속적으로. ,
발생하는 데이터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비용은 결
산이라는 사후 과정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한 기준을 통해 자원이나 활동에 배분해주어야
하는 차적인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 이렇게 배2 .
분된 기준으로 프로세스의 비용을 산정할 때 실행
중에 업무흐름의 변화 및 외부환경에 의한 영향이
있을 시 비용 왜곡이 발생하며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워크플로우에서 각 단위 업,
무인 액티비티들은 프로세스 모델에서 정의되며 이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인스턴스로 생성되며 비용을
발생시킨다 즉 프로세스 모델 수립 단계에서의 비. ,
용은 실현되지 않은 비용이며 인스턴스로 생성될,
때 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워크플로우.
프로세스의 총 비용은 각각의 단위업무 비용의 합이
지만 하나의 프로세스 모델의 평균 비용은 각 단계,
에서의 흐름과 분기 예외상황 및 어느 한 시점에서,
의 비용 산정 문제 등의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산정
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표준원
가 회계방식이며 표준원가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
원가를 산정하고 결산시에는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부문별 차이만을 규명한다 이를 워크플로우에 적용.
하면 워크플로우 정의 모델은 서비스의 표준원가라,
고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워크플로우 액티비티들은,
비용 동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완결된 프로세스 인.
스턴스의 비용과 프로세스 정의 모델의 비용과의 차
이는 부문별 차이로서 규명할 수 있다.
워크플로우 프로세스의 비용을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다면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의 생산성을 비용으로 환산. ,
하여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
세스 서비스의 적정한 가격 산출 및 제공이 가능하/
다 또한 실시간으로 조직의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
터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재무
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삼을 수 있다 나아.
가 비즈니스 규칙 또는 가이드라인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장에서는 기본. 2
적인 활동 기준의 워크플로우 비용 산정과 표준원가
회계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장에서는 간단한 워크. 3
플로우 패턴과 모델에 대하여 표준원가를 산정하는
공식을 설명한다 장에서는 이를 적용한 프로토타. 4
입을 구현하여 각 액티비티 단계마다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고 평가되는가를 보여준다 장에서는 결론과. 5
향후 연구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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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우 단위업무와 프로세스의 표준원가의워크플로우 단위업무와 프로세스의 표준원가의워크플로우 단위업무와 프로세스의 표준원가의워크플로우 단위업무와 프로세스의 표준원가의2.2.2.2.
산정산정산정산정

워크플로우는 사람과 사람간의 업무의 흐름을 명시
하며 단위업무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방법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직 또는 담당자가 관할하는 책임영역의 시작
에서부터 끝에 이르는 범위이다 즉 워크플로우 단위.
업무는 워크플로우 엔진으로부터 담당자가 수령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해당업무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시점에서 끝난다.
따라서 워크플로우 단위업무는 하나의 업무 프로세
스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분할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워,
크플로우 단위업무에 활동기준원가를 적용하였다 [4]

이 방식의 장점은 활동기준원가의 원가동[5] [6] [7].
인을 직접 단위업무에 매칭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따,
라서 워크플로우의 전체 비용을 매우 쉽게 산정할 수
있다 즉 워크플로우의 실행 결과로부터 활성화된 단.
위업무의 기록을 조회하여 그 비용을 전부 합하면 전
체 워크플로우의 비용이 된다.
이러한 비용 산출 방식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두 가
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첫째로 각각의 단위업,
무의 활동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
다 즉 워크플로우 단위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의 수립.
과 이 기준에 맞는 객관적인 원가동인의 배분의 문제
가 있다 아직까지 이 문제는 경험적인 방법을 이용한.
사례 중심의 연구만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모델의 표준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만약 프로세스 모델이 단순한 순차 모.
형 또는 트리 모형이라면 표준 비용은 각각의 단위업
무 비용의 합 또는 각 경로에 연결된 단위업무 비용의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워크플로우.
패턴은 중지 취소 배상 순환 다중 인스턴스 생성 등, , , ,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며 모든 경로에 대한 확률을 구
하는 것은 각각의 활동의 정확한 비용을 구하는 것만
큼 어려운 일이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워크플로우 단. ,
위업무 비용은 실현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규명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맞는,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원가방
식을 적용한 워크플로우 비용 평가 방식을 제시한다.
표준원가란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하는데 실제로 들어
간 원가가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실제원가와는 달리,
얼마의 원가가 투입되어야 하는지의 표준치를 미리 정
해 두고 원가계산을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원가[9].
계산을 경영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
발되었으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요소 중에서 적,
시성에 중점을 둔 방법이다.
표준원가에서는 각 요소별로 사전에 원가를 결정하
고 실제 발생되는 원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예외관리가
가능해지며 따라서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관리의 중.
심이 차이분석이며 차이의 크기에 따라 관리력의 집중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원가의 개념들은 워크플로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워크플로우 모델의 표준원가는.
해당 단위 업무들의 비용 발생 기대치이며 표준원가,
의 부문별 차이는 종료된 시점에서의 실행예정 단위업
무 대 실행된 단위업무의 차이로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단위업무가 수행 정지 완결 취소될, , ,
때 이벤트로서 발생하며 그 시점에서의 실현된 비
용 실현 가능한 비용 및 실현 불가능한 비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차이를 규명함으로서 실시간 비용 평
가가 가능하다.

워크플로우 비용 모델과 패턴 처리워크플로우 비용 모델과 패턴 처리워크플로우 비용 모델과 패턴 처리워크플로우 비용 모델과 패턴 처리3.3.3.3.

워크플로우 모델로부터 표준원가 방식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관련정보와 처리를 담
당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객체모형을 워크플로우 비용
모델이라고 정의한다.
워크플로우 비용 모델은 표준원가 산정을 위해 워
크플로우 모델에서 각각의 단위업무의 비용 정보와
패턴을 가져와 재구성한다 워크플로우 모델이 실행.
되면 최초 시점의 표준원가를 산출하며 하나의 단위
업무에 대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엔진으로부터 이
벤트를 받아 패턴을 인식한 후 해당 이벤트에 대한
비용 변경 내역을 반영한다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하나의 비용 인스턴스를 완성한다 이 과정을 다이.
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1 .

그림 1 워크플로 비용 처리 프로세스

즉 워크플로우 비용모델은 워크플로우의 시작에서
부터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정
보를 수집 처리 판단 및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
한다 이 기능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

프로세스 시작시에 워크플로우 모델을 읽어 총1)
표준원가를 산정
하나의 단위업무 인스턴스가 갱신될 때마다 해당2)

하는 비용 변경 내역을 업데이트
총 표준원가 대비 각 시점의 실제 원가의 차이3)

산정

또한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워크플로우 모델의 모든 단위업무의 표준원가(1)
실행 중 발생하는 이벤트들과 그에 따른 처리(2)

방식에 대한 정보 패턴( )
이벤트처리 결과에 따른 각 시점에서의 실현 원(3)

가

워크플로우 비용 모델을 객체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와 같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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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워크플로우 비용의 객체 모델

표준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워크플로우 모델로부
터 각 단위업무의 비용값을 읽어온 후 패턴에 따라 적
용해야 한다 표준 워크플로우 패턴은 에. Aalst et al
의해 연구되었으며 기본 제어 흐름 패턴 분기 및[10] ,
동기화 패턴 구조화 패턴 다중 인스턴스 패턴 상태, , ,
기반 패턴 취소 패턴으로 분류된다 이중 기본적으로, .
사용되는 패턴과 해당 표준원가의 산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순차 패턴 (Cs)•
순차 패턴에서는 직렬로 연결된 단위업무들이 순서
대로 흘러간다 중도에 실행되지 않은 단위업무를 제.
외한 모든 업무의 비용이 산정된다.

미실행 단Cs = Ci - Cj (i = 0, 1, ... n) (j =∑➢
위업무)

병렬 패턴 (Cp)•
병렬 패턴에서는 분기된 각각의 단위업무가 실행될
확률과 실행시의 비용의 곱으로 나타낸다.

Cp = piCi (i = 0, 1, ... n)∑➢
배상 패턴 (Cc)•
배상은 이미 완료된 단위업무를 취소하고 원래의 상
태로 되돌린다 배상과 취소의 차이는 취소는 실행된. ,
상태를 유지한 채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반면 배상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단위업무를 역실행한다.
따라서 배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의 배상비용Cc = Ci + C`i (Ci` = Ci )➢
다중 인스턴스 (Cm)•
다중 인스턴스는 하나의 단위업무 모델에 대해 다수
의 사용자에게 할당되어 동시수행되도록 하는 패턴이
다 다중 인스턴스는 다시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단하게 지정된 복수 사용자에게
동시할당 및 수행되는 패턴으로 한정한다.

인스턴스의 수Cm = aCi (a : )➢
실패 (Cf)•
프로세스가 예외상황으로 빠져나갔을 때 실패가 발
생한다 기본적으로는 예외 발생 시점까지의 발생 비.
용을 총 합산하여 실패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혹은 전체 비용을 배상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벤트의 처리•
워크플로우 비용 모델에서 하나의 비용 발생 처리
는 하나의 단위업무 이벤트에 대응한다 따라서 이.
벤트가 발생하면 먼저 이벤트의 종류를 판단하여 실
제원가에 반영한 후 표준원가를 갱신한다 해당 시.
점의 표준원가는 다음 두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실현가능비용 변동계획 프로세스 상에서 현재1) ( ) :

위치 이후의 실행가능한 경로상에 있는 단위업무 비
용의 합
실현된 비용 실제원가 해당 시점에서 실행된2) ( ) :

단위업무들의 비용의 합

구현과 시뮬레이션구현과 시뮬레이션구현과 시뮬레이션구현과 시뮬레이션4.4.4.4.

본 연구에서는 워크플로우 비용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워크플로우.
엔진으로는 오픈 소스 워크플로우 엔진인 uEngine

을 활용하였다 전체 시스템은2.0.4 Standalone[11] .
그림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3 .

그림 3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성도

는 워크플로우 비용 모델이 구현된 클WCM.java
래스이며 워크플로우 엔진의 프로세스 관리자로부터
워크플로우 모델을 읽어서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실,
행시에는 단위업무 이벤트를 받아 비용 갱신한다.
각 시점에서의 비용 정보는 를 통해WCMView.jsp
웹페이지 형태로 사용자에게 모니터링된다 모니터.
링 도구에는 현재 시점의 프로세스의 실행 위치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과 함께 비용정보가 테이블로서
그림 과 같이 표시된다4 .

그림 4 워크플로우 비용 모델의 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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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보는 웹 페이지로 보여짐과 동시에 프로세
스 저장소에 저장한다 각 시점에서 프로세스 저장소.
에 비용정보를 저장하고 얻어오기 위한 쿼리는 다음과
같다.

한 시점에서의 실제원가 값 종료시점 포함* ( )
- ∏ cost (σ status = done Activity)
최초표준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이*
- ∏ cost Activity - ∏ cost (σ status = done Activity)

이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간단한 예제
프로세스를 모델링한 후 시나리오 기반으로 시뮬레이
션을 실시하였다 예제 프로세스는 그림과 같이 구성.
되었다.

그림 5 예제 프로세스

예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실행 중에 정상 실행1) 2)
에 배상을 삽입 에 다중 인스턴스를 삽입하였T3 3) T7

다 각 단계의 실제원가는 표준원가의 내에서 랜덤. 10%
하게 변동하도록 생성하였으며 의 배상비용은 와T3 T3
같다고 가정하였다 결과는 표 와 같다. 1 .

그림 의 그래프에서 각 단계마다 실제 원가가 산정6
되면서 최초 표준원가와 변동표준원가와의 차이가 발
생함을 알 수 있다 에서는 배상에 의한 추가적인. T3
비용이 발생하면서 변동원가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T7
에서는 개의 다중 인스턴스에 의해 표준원가 대비 두2
배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단

계

최초

표준

원가

변동

표준

원가

차이

표준(

변동- )

실제

원가

누적( )

달성율

변동(

대비)

부문별

차이

T1 778 775 -2 148 19% -2

T2 778 783 6 336 43% 8

T3 778 789 12 477 60% 6

T3 778 930 153 618 66% -

T3 778 1,063 286 751 71% -2

T6 778 1,001 224 881 88% 35.5

T7 778 1,115 338 1,115 100% 114

표 예제 프로세스의 비용 산정 결과1

그림 6 시점별 원가 실현율 추이

각 시점이 진행될수록 변동 표준원가에 실제 원가
가 반영되면서 실제원가는 변동 표준원가에 수렴하
며 최종 단계에서는 가 달성되는 것을 알 수100%
있다 단위업무에서의 최초표준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이는 비용차이로서 규명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
에서는 와 에서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서T6 T7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결론 및 향후 연구결론 및 향후 연구결론 및 향후 연구결론 및 향후 연구5.5.5.5.

본 연구에서는 워크플로우 모델로부터 표준원가
모델을 수립하고 각 활동이 실현될 때마다 변동표준
원가을 산정함으로서 변동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
이를 통해 워크플로우 비용을 평가하였다.
제시된 모델을 통해 각 단계에서의 비용의 계1)
획과 차이 달성율을 구할 수 있으며 전체 워크, 2)
플로우 모델에서의 계획 대 실적의 차이를 부문별로
규명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반의 동적인 비용.
산출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실시간 비용 모니터링
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워크플로우 패턴에서의
비용 산출 모델 수립 및 원가 항목의 도입을 통해
비용예측모델의 정확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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