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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llaboration hub has been developed since 2004 as an online collaboration space, which sup-

ports the various collaborative works among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sing information sharing,

collaboration project management, and project history management. Because of the change of manufac-

turing environment and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it should be evolved from the

existing version called Collaboration Hub 1.0. Recently, a lot of manufacturing enterprises know the

importance of business process management(BPM) and start to introduce BPM systems. Our research

group has developed the new version of Collaboration Hub 1.0 called Collaboration Hub 2.0 which

contains the BPM concept, the consistent product data management, and the specialized functions over-

coming the various variation of manufacturing. This study scrutinizes the meaning and role of the Col-

laboration Hub 2.0 and introduces an application study of it to the value chain of automobile module

development consisted of a leading company and subcontractors. The case study covers the definition,

execution and monitoring of collaboration process, the specialized functions overcoming the manufactur-

ing variation and the key performance index of collaboration business.

Key words : Bill of Material(BOM), Business Process Management(BPM), Collaboration Business

Process(cBP), Collaboration Business Process Management(cBPM),  Collaboration Hub

 1. 서  론

과거에는 단일기업이 브랜드 마케팅, 상품기획 등

에서부터 제품개발, 부품개발, 구매조달, 부품생산, 조

립,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제품

을 생산하였다. 최근 들어 소비자는 점점 고성능의 다

양한 제품을 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대량 양

산형 제조환경에서 대량 맞춤형 제조환경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

으면서 하나의 기업이 모든 제조분야를 직접 수행하

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

라 기업은 마케팅과 상품기획, 신뢰성 검증 및 사후서

비스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조 전문기술을 보

유한 다양한 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핵심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들은 협

력업체들이 수행하는데, 1차 협력업체는 기술을 중심

으로 협업을 수행하며, 2차 협력업체는 생산업무를 중

심으로 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계층화된 업무구조

는 부품 전문기업, 모듈 전문기업을 출현시켰으며, 각

기업간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시장대응을 가능

하게 한다[1].

제조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기업간 협

업은 선택적 요소가 아닌 필수적 요소이다. 국내 제조

기업의 혁신적인 생산환경을 구축하고자 한국생산기

술연구원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기업 간 협업을 수행

할 수 협업공간 구축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4년에 처음 제안된 협업허브는 온라인 상에

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협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기술정보를 공유하여 제조기업간 협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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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현재 17개 협업 컨소시엄의 900여 개

제조기업이 협업허브를 활용하고 있으며, 협업허브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고 있다[2].

기업환경 및 IT가 발전함에 따라 협업허브도 지속

적인 발전 및 진화가 필요하다. 초창기 협업허브는 협

업기능 중심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 들어 제조기업

들이 단위기능에서 벗어난 업무 프로세스 운영관리

및 시스템 통합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관리(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기반의 진화된 협업허브의 구조 및 개

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BPM는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분석, 개선,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급

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전사 차원에서 민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

로 기업내부의 IT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한다[3]. 즉, 협업허브 2.0은 표준화된 협업

프로세스(cBP: Collaboration Business Process)를 바

탕으로 제품개발/양산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웹기반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모듈개발 가치사슬(모듈개발

리딩기업과 서브모듈 개발 협력기업) 환경 하에서 협

업허브 2.0을 구현하고 적용한 사례를 기술한다. 잘

알려진 대로 자동차는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기계부품, 전자부품, 금속부품, 플라스틱부

품 등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만큼 다양한

협업관계가 존재하며, 협력업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

핵심기술을 가지고 수평적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러므로 협업적 자동차 모듈개발 과정은 정형화된 프

로세스와 달리 다양한 변동요인을 수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환경의 다양한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간 협업프로세스 정의, 실행 및 모니터링,

변동에 따른 하위 프로세스의 동적선택, 잘못 수행된

프로세스의 롤백, 시스템 통합 프레임 등 협업허브

2.0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즉, 자동차 모듈

개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협업 제품개발 프로세스

실행, 실행중인 프로세스 모니터링, 협업 성과지표에

따른 협업 산출물의 다차원 분석 등을 수행하여 협업

허브 2.0의 의의와 역할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2. 협업허브 2.0 전략 수립

2.1 기존 협업허브 분석

협업허브란 기업간 기술협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이다. 협업허브 1.0은 오프라인으로 운영되

는 협업 컨소시엄을 온라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

록 전환한 것이다. 협업 컨소시엄이 기 구축된 상태를

온라인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기존 컨소시엄의 특성에

맞추어 프레스금형 협업허브, 사출금형생산 협업허브,

블로우제품 협업허브, 자동차부품 협업허브, 사출부품

품질 협업허브 등 다양한 협업허브가 구축되어 있다[4].

이러한 협업허브 1.0은 중견기업 1개사, 협력기업 다

수가 1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효율적인 협

업 수행을 위해서는 하나의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여

러 개의 협력기업이 연결되어 있어 2계층의 구조가 적

절할 수 있다. 하지만, 협업 컨소시엄 내 기업이 다른

협업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게 되면 2개의 협업 허브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 내부에서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두 개의 관리포인트를 가져

가야 하므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를 개선시키

기 위해서는 Fig. 1과 같이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컨소

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로 변환되어야 한다.

협업허브 1.0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협업 기능과 비

협업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협업 기능으로는

기업간 프로젝트 관리기능(프로젝트 등록, WBS 관리,

Fig. 1. 협업허브 협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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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도면 배포 관리(도면 배포, 배포 이력

관리, 도면 가시화), 수발주 연계/관리 기능, 컨퍼런스

기능 등이 있으며, 비 협업 기능으로는 영업지원(고객

정보관리, 업체 담당관리), 설계지원(부품라이브러리,

기술용어사전), BOM구조 관리, 자재관리(자재현황, 재

고, 자재공급현황, 외주관리), 품질관리(부적합관리, 시

정/예방조치), 생산관리(생산계획, 설비/금형 가동률,

실적정보, 작업현황정보, 공정모니터링, 진척관리)등

을 포함하고 있다. 협업허브 1.0은 제조기업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 기능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한 기업 이 보유한 정보화 시스템(ERP, MES 등)과의

연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협업 허브의 기능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 및 단일 기능

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데이터 관

리기능의 추가가 필요하다.

2.2 협업허브 2.0 운영 전략

하나의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속한 경우

두 컨소시엄을 각각 관리하며 자료나 일정의 통합관

리가 안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인기업 위주

가 아닌 기업의 규모나 협업관계에 관련없이 개별기

업 중심의 협업허브가 되어야 한다. 개별기업을 중심

으로 상위/하위 협력기업간의 연계 관계를 기업역할

이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와 더불어 기업별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같은 협업

허브 안에서도 사용자별 열람/생성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설계정보를 포함한 기업의 핵심 기

술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웹상에서 등록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기업별 데이터가 관리되는 로컬서버와

협업서버를 분리해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나눠야

한다. 또한 사용하기 편한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

공하여야 한다.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간시

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표준을 마련

하고 지원해야 한다.

효율적인 산출물 관리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준으

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과 제품 특성별로 관리될 대상,

제품/모듈/부품 단위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각각 다

를 수 있다. 이를 기업별로 관리 가능하도록 관련 기

능을 제공해야 한다. 각각의 산출물은 제품에 관한 정

보로 산출물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권한을 갖은 모두

가 검색하여 업무에 참고하고 그를 재활용 할 수 있어

야 한다. 제조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생산된 산출물

은 다음의 프로세스에서 활용되므로 연계정보를 갖을

수 있는 자료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제조기업에서 제

품의 기준정보로 활용되는 BOM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조직 내부의 업무생산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업

무처리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를 진행하는 전체

시간 중에서 단지 10% 정도만 해당한다고 한다. 나머

지 90%는 업무 간 연계, 전달 및 준비에 소요된다고

한다. 조직 내의 업무처리가 이러한 실정이라면 기업

간의 업무처리에는 더욱 많은 준비시간과 전달시간, 오

류를 확인하는 시간 등이 소요되어 정작 업무 자체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적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기

업간 업무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업무연

계와 의사소통이다[5].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는 이러한 업무연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세스 중심의 관리방법 중 하나이

다. 기존의 데이터 중심의 관리시스템들이 업무에 필

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특정한 값을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BPM은 업무간 선후행 관계에

대한 규칙을 중심으로 업무가 정체나 오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업허브 2.0은 이러한 BPM 개념을 활용하여 협업

관계, 제품개발/양산정보, 협업 프로세스의 3가지 구

성요소가 적절히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이로써 업무

기능 자체뿐만 아니라 업무흐름이 원활한 협업허브를

완성할 수 있다[6].

3. BPM기반의 협업허브 2.0 설계

협업허브 2.0에서는 기업간 업무연계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BPM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BPM의 사이

클은 크게 프로세스의 정의, 프로세스의 실행, 프로세

스 평가, 프로세스 개선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지속적

인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협업허

브 2.0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협업 BPM(cBPM:

Collaborative Business Process Management)의 협업

Fig. 2. 협업허브 2.0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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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정의, 협업 프로세스 실행, 협업프로세스 평

가, 협업 프로세스 개선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3.1 협업프로세스 정의 

협업허브 상에서의 기업간 프로세스를 정의하기 위

해서는 리딩기업과 협력기업을 구분해야 한다. 리딩

기업은 협업 프로세스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기업

이다. 협력기업은 협업 프로세스의 일부 하위 프로세

스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프로세스 정의는 일반적인

BPM 시스템과 동일하게 프로세스와 액티비티로 구

분하여 정의한다. 협업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리딩기업은 프로세스의 시작과 끝 그리

고 주요 업무부분을 정의한다(Fig. 4(a)). 이때 협력기

업이 모델링 할 부분은 액티비티가 없는 서브 프로세

스로 모델링한다. 특히, 협력기업이 모델링 할 때 참

고를 해야 하는 액티비티는 열람보안을 해제하여 접

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리딩기업의 모델링이 완료되

면, 관련된 협력기업에 서브 프로세스 모델링을 요청

하는 알람이 전달된다. 협력기업은 리딩기업에서 할

당 받은 서브 프로세스에 상세 액티비티를 모델링 한

다(Fig. 4(b)). 모델링한 액티비티 중에서 리딩기업에

게 공개해야 하는 액티비티에는 보안설정을 공개로

한다.

협업허브 2.0에서는 프로세스 변동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미정의 프로세스 정의/실행기능을 포함하고 있

다. 미정의 프로세스란 협업 프로세스 내에 협력기업

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

낸다. 미정의 프로세스의 실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리

딩기업에서 프로세스 주요부분을 모델링 하고 액티비

티가 없는 서브프로세스 부분에 미정의 프로세스를

삽입하여 프로세스 정의를 완료하고 프로세스를 실행

시킨다. 프로세스는 첫번째 액티비티부터 실행을 시

작하고 이와 동시에 미정의 프로세스 부분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협력업체 프로세스 정의 담당자에게 프

로세스를 정의하라는 업무가 할당된다. 할당된 업무

화면에서 프로세스 정의 도구를 연결하면 해당 협업

프로세스의 정의 도구가 구동되고 미정의 부분이 모

두 정의되기 전까지는 프로세스가 정의된 부분까지만

실행이 진행되고 프로세스가 정지 상태로 된다. 협력

업체에서 미정의 부분을 모두 완료하면 미정의 프로

세스가 새로 정의된 서브 프로세스로 바뀌고 전체 협

업 프로세스가 이어서 실행되게 된다.

cBPM 시스템은 업무간 흐름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으로 실제 업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화 시스템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cBPM에서는 기업간 협업 프로세

스에 따른 업무의 흐름을 관리하고, 이러한 흐름에 맞

게 해당 업무가 진행되도록 돕는다. 각 해당업무는 다

양한 고유 기능을 가진 기간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

된다. 협업허브 2.0은 ESB(Enterprise Service Bus)

모듈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스템의 필요기능과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다. ESB는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기반 표준 인터

페이스에 의해 정의된 서비스를 호출하여 업무에 필

요한 기능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ESB 플랫폼은 협

업 포털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단에서 요구하는 서비

Fig. 3. 협업허브 2.0 설계.

Fig. 4. 협업프로세스의 정의와 보안.

Fig. 5. 미정의 프로세스 실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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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데이터베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 컴포넌트들을 표준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동 연동

해주 수 있는 웹표준 기반의 연동 시스템이다. 기능

연동을 위해서는 기간시스템의 단일 기능이 협업 프

로세스의 액티비티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화

되어야 하며, 협업 프로세스 정의 도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풀(Service Pool)의 UDDI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협업허브의 기능 확장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무한한 서비스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7-9].

3.2 협업프로세스 실행 

기존의 BPM시스템에서는 정형화되고 반복적이어

서 자동화의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대

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의 하나의 프로세

스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

에 의해 프로세스가 변동될 여지가 증가하게 된다.

cBPM에서는 이러한 동적인 변동요인에 유연하게 대

응하여 반영할 수 있는 협업 프로세스 재실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실행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도중 해당 액티비티

담당자의 실수 또는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과나 산출

물이 후행 액티비티로 전달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행결과를 삭제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인스턴

스의 흐름을 강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협업 프로세스의 실행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프

로세스의 보안 등으로 제한된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재실행하기 위해서는 협업환경을 고

려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 

업무 담당자가 협업 프로세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관련 내용을 기업 내의 프로세스 관리자에서 전달한

다. 기업 내 프로세스 관리자는 프로세스 오류정보를

확인한 후 오류가 발생된 위치를 확인하는데 이때 사

내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오류가 아니라면 협업 프로

세스를 수행하는 기업의 프로세스 관리자에게 오류내

용을 전달한다. 협업기업의 프로세스 관리자는 내용

을 확인한 후 오류 정정 및 재실행을 승인한다. 두 기

업의 프로세스 관리자가 모두 프로세스 재실행을 승

인하면 프로세스는 오류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되돌

아가서 재실행되며 오류정보는 기록된다. 이때 재실

행 대상이 되는 업무 액티비티 수행자들에게는 프로

세스가 오류로 인해 재실행된다는 메시지가 통보되게

된다.

기업간 협업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변

화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프로세스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협업하게 되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같은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협력 기업에 따라 세부

액티비티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후보 프로세스

선택 기능을 활용한다.

후보 프로세스의 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변화가

잦은 협업 프로세스 내의 특정 구간을 서브 프로세스

로 묶고, 그 프로세스의 대표성을 갖는 액티비티로 구

성하여 템플릿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이후 변화의 가

지수 만큼 템플릿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후보 프로세Fig. 6. ESB 적용 아키텍처와 서비스 등록.

Fig. 7. 협업 프로세스 재실행 기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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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모델링한다. 이렇게 정의된 프로세스를 이용하

여 실행 시에 후보 프로세스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프

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BPM

의 견직성을 살리면서 프로세스에 대한 동적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협업 프로세스 실행기술이다.

3.3 협업프로세스 평가 

기업간 협업을 위한 IT시스템을 도입한 주된 목적

은 보다 투명한 협업관계 정립이 가능하고 정보교환

의 오류를 감소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는 있는 그대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하고 산출물을 등록하고, 산출된 결과물을 평가해볼

수 있는 BPM의 프로세스 평가 기능이 있기에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협업허브 2.0에서는 기존 BPM시스템의 프로세스

진척현황 및 프로세스적인 관점의 성과정보 뿐만 아

니라 기업간 협업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는 협업 KPI(cKPI: Collaboration Key Performance

Index)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쉬

보드를 마련하였다. 공급사슬 표준 프로세스인

SCOR(Supply-Chain Operations Reference) 모형에

기반하여 제조협업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기업간 협업

시에 측정 가능한 cKPI를 도출하였다[11]. 만족도 함수

와 Sigmoid 함수 기업을 활용하여 종합적 성과를 측

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cKPI들은 협업 기업간 상호

공통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관리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BPM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세

스의 성과 정보는 프로세스의 진행사항이나 액티비티

의 수행시간 등이 주를 이룬다. 이는 실제 기업에서

원하는 평가지표인 가격, 납기, 품질, 생산성과는 거리

가 있다. 협업허브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가격적인 측

면까지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기업에서 알고자 하는 지표는 납기와 품질 그리고 생

산성의 측면이 강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업무의 흐름보다는 프

로세스를 구성하는 액티비티의 기능과 그 기능을 완료

함으로써 얻어지는 산출물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하

지만 협업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하나의 기업, 하나의

산출물로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의 프

로젝트라고 하더라도 리딩기업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성과와 협력기업에서 분석하려는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자 사용

자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하고 대쉬

보드를 구성할 수 있는 다차원 분석 기능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을 제공한다. 

3.4 협업프로세스 개선 

BPM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실

행해나가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꼭 맞는 프로세스를 정립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

존의 다른 시스템들은 시스템 개발자라는 IT 전문가

들에 의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지만 BPM은 프

로세스의 정의부, 실행부, 평가부 모두 IT 비 전문가

인 사용자들이 사용자 교육을 통해 스스로 수행한다.

특히 협업허브 2.0에서는 그것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정

의부에서 활용하는 프로세스 정의 도구를 강화하여

미정의 프로세스나 후보 프로세스 선택기능을 추가하

였다. 협업 프로세스 실행부에서는 강제 수행 및 재실

행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하고, 프로세스 및 산출물의

Fig. 8. 후보 프로세스 선택 기능[10].

Fig. 9. SCOR 모델을 이용한 cKPI 정의와 산출식(예).

Fig. 10. 협업 프로세스에서의 다차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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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있어서도 협업 및 업무기능에서 보내온 데이

터를 사용자의 분석관점에 따라 적절히 편집 가능하

도록 하는 OLAP 기능을 탑재했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의 전

체 프로세스를 관심있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의된 프로세스는 기업의 자산이

며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가치이다. 쉽게 접근

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를 위해 협업허브 2.0에서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프

로세스를 쉽게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맵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세스맵을 이용

하면 프로세스간 계층관계를 쉽게 확일할 수 있기 때

문에 체계적인 프로세스 관리가 가능하다.

4. 협업허브 2.0 프로토타입 구현

구축된 협업허브 2.0의 검증을 위해 자동차 모듈개

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구현 범위를 설정하고 협업

허브 2.0을 구현하였다. 협업허브 2.0의 구현 대상이

된 자동차 모듈개발 컨소시엄은 자동차의 스파크 플

러그, 하네스 등을 생산하는 리딩기업 Y사와 협력업

체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협업 컨소시엄 내 참여기업

은 설계협업 및 생산협업 관계에 따라 eBOM을 공동으

로 설계하고, mBOM을 공유한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협업허브 1.0에서 개발된 DFMEA(Design Failure

Mode Effect Analsys) 및 웹컨퍼런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협업의 과정 중에 산출된 도면, 문서, BOM

은 각각의 기업에서 활용하는 BOM중심의 제품정보관

리시스템인 BOM Navigator에 저장한다. 전체 대상 프

로세스는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설계 및 제작에 관

련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로 현대기아차의 PSO10단

계와 APQP5단계를 따르도록 정리되어 있다.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1레벨)는 크게 개발준비, 개발계획,

Proto 설계 및 검증, 공정설계, Pilot 설계 및 검증 양

산이관 등 6개의 2레벨 프로세스로 나뉘어 있고, 각 2

레벨 프로세스에서 다시 설계FMEA, 제품 및 부품설

계, 설계변경, 협업회의, 공정흐름도 작성 등의 3,4레벨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다. 각 프로세스에서 액티비티를

통해 수행되는 업무들은 수행 완료 후 문서, 도면,

BOM 등의 산출물을 도출시키고 각 산출물은 후행 액

티비티의 참고자료(입력물)로서 활용된다. 전체 프로

세스의 액티비티는 총 113개로 209개의 산출물이 생

성된다. 

웹포털의 형식으로 BPM기반의 협업허브 2.0은 간략

하고 단순한 메뉴만을 배치하여 일반 사용자는 3개, 프

로세스 관리자는 4개, 시스템 관리자는 6개의 메뉴를

활용한다. 사용자 메뉴로는 내업무, 프로세스맵, 현황

및 분석이 있고, 관리자 메뉴로는 프로세스 관리, 시

스템관리, 협업허브 관리의 메뉴가 있다. 

4.1 프로세스 정의기능 구축 

프로세스 정의(cBP Modeling)의 기능은 관리자 기

능으로 프로세스 관리에 있는 프로세스 정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프로세스 정의 도구는 오픈소스

인 유엔진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하였다[12].

프로세스를 모델링 쉽게하기 위해 드래그앤드랍(drag

and drop)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병력, 조건

분기, 반복흐름, 멈춤, 돌아가기 등), 워크플로우(일반

사람업무, 폼기반업무, 웹어플리케이션, 네이트온호출,

전자우편), 시스템 연동(데이터 베이스 연동, DB매핑,

HTTP호출, FTP업로드 등), IMFG(IMFG Outcome)등

의 모델링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도구를 활용하

여 업무 플로우차트를 완성한 후에 참여자정의, 변수

정의 등을 수행하고, 정의된 참여자와 변수를 액티비

티와 맵핑하여 모델링 속성을 정의한다. 이렇게 디자

이너를 활용하여 미정의 프로세스도 정의하고 후보

Fig. 11. 프로세스맵.

Fig. 12. 협업허브 2.0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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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선택도 모델링하고 ESB에 의한 서비스도

연결한다. 연결되는 서비스는 서비스 풀에서 공급한다.

4.2 프로세스 실행기능 구축

프로세스 실행(cBP Execution)기능은 프로세스맵의

프로세스 시작기능과 관리자 기능에서의 협업 프로세

스 재실행 기능 등으로 구분된다. 프로세스맵에 게시

된 기업 내/외 프로세스 하나를 선택하면 상세 프로세

스와 프로세스 정보를 볼 수 있고 우측 상단의 프로세

스 시작을 누르면 해당 프로세스의 인스턴스가 시작

되어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실행된 프로세스의 액티

비티가 각 담당자에게 자동 할당되며, 이 정보는 내업

무에서 확인한다.

실행중에 업무오류로 인한 재실행이 필요하면 내업

무의 참여프로세스에서 진행중인 인스턴스를 찾아서

롤백신청버튼으로 재실행을 신청한다. 되돌아갈 지점

과 재실행 사유를 입력하면 프로세스관리자를 통해

재실행을 할 수 있다.

4.3 프로세스 평가기능 구축

프로세스 평가(cBP Evaluation)기능은 현황 및 분

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황 및 분석은 프로세스의

진척현황, cKPI에 의한 협업성과 그리고 OLAP 분석

을 통한 협업 BI(Business Intelligence) 분석을 제공

한다.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현황은 간트차트의 형태

로 프로세스 진척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별

진척현황도 표현되어 있다. cKPI에 의한 협업성과는

협업성과관리에서 나타내는데, 현재에는 프로토타입

용으로 협업롤백로스타임과 협업롤백회수에 대한 평

가표가 구현되어있다. OLAP 분석은 분석기를 활용하

여 분석담당자가 자유자재로 그래프 분석을 할 수 있

는 협업BI분석기 부분과 그렇게 분석된 결과를 다른

사용자와 함께 대쉬보드에서 확인하는 협업 BI 대쉬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4.4 프로세스 개선기능 구축

프로세스 개선기능은 프로세스나 인스턴스 어디에

서도 쉽고 편리하게 개선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

어 있다. 프로세스 속성창에서 제공하는 여러 개의 탭

기능 중에 개선을 선택하면 해당 프로세스나 인스턴

스가 확인되고 개선요청버튼을 통해서 개선내용을 입

력하면 자동적으로 개선제안 프로세스가 구동된다. 개

선제안된 내용은 해단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관리자에

게 발송되고 프로세스 관리자는 개선내용을 심사 후

프로세스디자이너를 통해서 개선안을 수용한다. 진행

중인 개선제안은 내업무의 진행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3. 프로세스 정의 도구(uEngine).

Fig. 14. 프로세스 실행.

Fig. 15. 협업 BI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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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은 협업허브 2.0 완성의 최종 작업으로서 자

동차 모듈 개발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모듈개발의 메

인기업과 서브모듈을 개발하는 협업기업간의 협업공

간을 BPM기반의 협업허브 2.0으로 설계 및 구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BPM시스템 사이클에 맞게 프로

세스 정의, 프로세스 실행, 프로세스 평가, 프로세스

개선이 구현되도록 기능과 메뉴를 설계 및 구현하였

다. 협업허브와 기업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과

의 통합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ESB를 탑재하였으

며, WSDL로 정의된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를 협업허

브 2.0의 서비스풀에 등록하여 협업허브 2.0의 프로세

스 액티비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품개

발 및 양산관련 기준정보로 활용되는 BOM(Bill of

Material)을 바탕으로 한 BOM Navigator를 기본적으

로 제공함으로써 프로세스의 관리뿐만 아니라 제품

데이터의 일관된 관리도 함께 제공한다. 이렇게 구현

된 협업허브 2.0을 자동차 모듈개발 협업 컨소시엄에

적용하여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더 많은

적용을 통해 실제 기업사용자들에게 꼭 맞는 협업허

브 2.0을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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