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업무할당방식이 효율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업무환경에서, BPM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업무할당방식을 프로세스 실행시에,

사용자를 할당하는 동적할당과 프로세스 모델

링시에 결정하는 정적할당으로 구분하여 효BP

율성 관점에서 상호 비교한다 지금까지 이런.

업무 할당방식이 업무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며 본 논문은,

척도에 대해서 이들 업무할당방식cycle time

을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의 결과는.

상용 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에게 업BPM

무효율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

다.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최근 이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업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기업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잡음으로써 많,

은 기업들이 다양한 업무프로세스를 을BPM

통해 관리해나가는 추세에 있다 그 동안[7].

에 대한 개념이 년 말에 처음 소개된BPM 1990

이후 학계와 업계가 의 성공적 정착에 주, BPM

로 역량을 투입해왔으며 환경에서 어떻, BPM

게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

는 다소 등한시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할당방식이 효율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업무환경에서, BPM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일반적으로 업무할당방식은 프로세스 실행 전,

에 해당 단위업무에 구체적인 업무 담당자를

할당하는 정적 할당과 프로세스 모델링 시에는

역할과 같은 사용자집합에 업무를 할당한 후

프로세스 실행 시에 구체적 담당자를 할당하는

동적 할당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상용 들은 를 채택하여 사용함으로BPMS DTA

써 실행시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처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업무 할당방식이 업무,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며 본 논문은 효율성 척도에 대해, BP

서 이들 업무할당방식을 비교 분석한다 이러.

한 비교 분석의 결과는 상용 를 도입하여BPM

운영하는 기업에게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겠다.

배경이론배경이론배경이론배경이론2.2.2.2.

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2.1 BP2.1 BP2.1 BP2.1 BP

그동안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BPM

이루어지고 상용, BPMS (Business Process

이 도입되었으나 초기Management System) ,

접근법들은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이를 오류 없이 실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

다 그러나 가 보편성을 확보하고. , BPM , BPMS

가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절대적 수가 증가하면

서 프로세스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

였다.

그림 은 환경에서 프로세스 라이프 사1 BPM

이클 상에서 비즈니스 효율성이 어떻게 결정되

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업무프로세스 모델링. ,

도구에 의해 다양한 프로세스 모델이 마련되

면 각 단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할 그룹,

이 정해져서 이 역할 그룹에 소속된 사용자는

해당 단위업무를 실행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가

에서 업무할당방식이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업무할당방식이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업무할당방식이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업무할당방식이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BPMBPMBPM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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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가진다.

정의시에 마련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엔진은

각 단위 업무를 적절한 사용자에게 일정한 규

칙을 통해 할당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프로세,

스 의 업무를 시스템A 'Reservation Request'

에이젼트 에게(SysAgent) , 'Flight Reservation'

업무를 에게 할당하였다 따라서 각 사용John . ,

자는 자신의 에 쌓여있는 작업아이템Worklist

들 중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프로세스의 실행과정은 그림

아래쪽에 있는 바와 같은 다양한 실행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다른 실행결. ,

과는 크게 두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

준비된 프로세스 모델을 토대로 실행시에 비즈

니스 프로세스 엔진이 어떻게 자원을 할당하고

스케줄 하느냐가 실행효율성을 좌우한다 만약.

두 번째 작업 결과에서 과 이 모두FR HR John

에게 할당되었다면 이 를 시작할 수 있, Bill CS

는 가능시간이 로 늦어지게 되고 이는 프로세7

스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음.

으로 개별 작업자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신의 에 쌓인 작업을 수행하느냐가Worklist

효율성을 결정한다 그림에 나타난 두 가BP .

지 서로 다른 결과는 엔진이 수행한 동일한 할

당에 대해 각 사용자가 다른 우선순위를 적용

했을 때 나타난 효율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

효율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또 다른 점BP

은 어떤 효율성 척도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

이다 프로세스 수행시간을 척도로 하는 경우.

는 왼쪽의 결과가 우수하지만 만약 프로세스,

납기 준수율을 수행도 평가척도로 삼는다면,

오른쪽의 결과가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기존 연구기존 연구기존 연구2.22.22.22.2

년대 후반 이후 은 학계와 산업계가1990 BPM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급격하게 발전해왔

다 그러나 초기의 관련 연구들은 프로. , BPM

세스 모델링과 실행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면

서 의 성공적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BPM

다 그러나 점차 이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 BPM

늘어나고 프로세스도 복잡해지면서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6].

등은 등을 통해서 기존 생산 영Rhee [4][5][6]

역에서 사용되던 다양한 방법론을 영역에BP

적용하여 등의 방법론WF-DBR, PERT/CPM

을 고안하여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BP

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등은 에서 업무. , H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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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균형화와 업무효율성간의 관계를 밝히고,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행규칙을 발견하

였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연구자들이 효. BP

율성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8][9][10].

그러나 업무 할당방식이 구체적으로 효율, BP

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

으며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본 연구의 좋은,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주고 있다.

와 의 정성적 비교와 의 정성적 비교와 의 정성적 비교와 의 정성적 비교2.3 DTA STA2.3 DTA STA2.3 DTA STA2.3 DTA STA

에서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업BPMS

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언제 할당하느냐에 따

라 동적할당 와(Dynamic Task Assignment)

정적할당 로 나눈다(Static Task Assignment) .

대부분의 상용 에서 사용하는 업무할당BPM

방식은 프로세스 모델링 단계에서는 각 단위업

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역할로 명시한 후 프로

세스 실제 수행시에 적절한 사용자를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방식은DTA . , STA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단위업무에 사용자를,

바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상용 시스템들이 를 주로 채택하DTA

고 있는 이유는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단계에

서 사용자별 업무부하 등의 정보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 효율성의. , DTA BP

측면에서 보다 좋다는 것은 지금까지 입STA

증되지 않았고 는 관리상의 목적에서, STA

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성을 제공한다DTA .

다음 표 에 와 를 정성적으로 비교1 DTA STA

해두었다.

표 와 의 정성적 비교1. DTA STA

프로세스 모델프로세스 모델프로세스 모델프로세스 모델2.42.42.42.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 모델은 Bae

등이 에서 제시한 다음의 프로세스 모델 표[1]

기법을 따른다.

정의 프로세스 구조모델정의 프로세스 구조모델정의 프로세스 구조모델정의 프로세스 구조모델1 ( )1 ( )1 ( )1 ( )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유방향 그래프, p=(A,

와 분기 및 병합을 위한 라벨링 함수 로L) f(o)

정의된다.

단위 업무 집합 A = {∙ ai | i = 1, 2, 3, ... ,

단N}. , ai는 i번째 단위업무이고 은 단위N

업무의 수이다.

링크 집합 L = {(∙ ai, aj) | ai, aj 그리A,∈

고, (i≠j 단)}. , (ai, aj 는 단위업무) ai는 단

위업무 aj보다 바로 앞서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분기 단위업무∙ ai ( S = {ak | (ai, ak) L},∈

에 대하여 만일 모든|S| > 1) , ak가 수행되

어야 한다면 f(ai 이고 그렇지 않)= 'AND'

으면 이다'OR' .

병합 단위업무∙ aj ( P = {ak | (ak, aj) L},∈

에 대하여 만일 모든|P| > 1) , ak가 수행되

어야 한다면 f(aj 이고 그렇지 않)= 'AND'

으면 이다'OR' .

프로세스 예제프로세스 예제프로세스 예제프로세스 예제2.52.52.52.5

본 연구에서 와 를 분석하기 위한 예DTA STA

제 프로세스로 정의 을 따르는 다음의 세 가1

지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그림 프로세스 예제2.

이 때 각 단위업무의 수행에 활용될 역할정보,

와 각 역할이 수행가능한 단위업무는 다음 표

와 같다2 .

비교기준 DTA STA

구현의 편의성 ○

실행 및 관리의 편의성 ○

분석의 편의성 ○

유연성 ○

실행효율 평가의 용이성 ○

프로세스 엔진 성능에

대한 독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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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업무 할당에서의 효율성 분석동적 업무 할당에서의 효율성 분석동적 업무 할당에서의 효율성 분석동적 업무 할당에서의 효율성 분석3.3.3.3.

역할기반 업무할당역할기반 업무할당역할기반 업무할당역할기반 업무할당3.13.13.13.1

에서 사용하는 역할기반 할당 모형은BPMS

모형 에 기반하고 있다 그림RBAC [11] [12] .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가

능한 권한 를 정의하고 이들의 구성(privilege)

에 따라 역할 을 정의하면 이들 역할을 수(role)

행할 수 있는 사용자 가 할당된다(user) .

의 프로세스 모델링 단계에서는 각 단위DTA

업무의 수행주체로 역할을 할당하고 실행시에,

단위업무 수행자가 결정된다.

그림 워크플로우를 위한 모형3. RBAC [11]

사용자 할당 규칙사용자 할당 규칙사용자 할당 규칙사용자 할당 규칙3.2 DTA3.2 DTA3.2 DTA3.2 DTA

일단 프로세스 모델링 단계에서 단위업무를 수

행할 사용자 그룹이 역할에 의해 지정되면 프,

로세스 엔진은 실행시에 이들 사용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들 중 하나를 이용해서 구체

적인 사용자에게 업무를 할당한다.

․무작위할당 사용자(RA, Random Access):

그룹 모두에게 같은 확률로 무작위적으로

할당하는 방식

․라운드 로빈 사용자(RR, Round Robin):

그룹에 우선순위를 두어 우선순위가 높은

사용자가 할당될 확률을 높게주어 할당하

는 방식

․최소작업부하 할당(LW, Least Workload):

사용자 그룹 모두에게 같은 확률로 무작

위적으로 할당하는 방식

․최소 작업시간 규칙 (SPT, Shortest

해당 작업자들 중에서Processing Time):

해당 작업을 최소 시간 내에 끝낼 수 있

는 작업자에게 할당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LW

규칙이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칙, LW

을 기본으로 하고 규칙을 조합한 하이브, SPT

리드(hi 값을 통해 업무를 할당하는 방식)

을 채택하기로 한다(HTA) .

    ⋅ 식( 1)

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DTA Arena 6.0

구를 사용하여 절에서 제시한 예제 프로세2.4

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그림 에 도시하였4

다 그림에서. 값이 부근에서 과2 Cycle Time

의 효율성 척도에서 가장 좋Processing Time

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CT: Cycle time, PT: Processing time

그림 에서의 효율성4. DTA BP

에 의한 업무할당에 의한 업무할당에 의한 업무할당에 의한 업무할당4. STA4. STA4. STA4. STA

를 적용하여 업무를 할당하는 가장 기본DTA

적인 기준 중의 하나는 업무부하를 평준화하는

것이다 는 프로세스 모델링 단계에서 업. STA

무를 사용자에게 할당하기 때문에 최적화 모형

을 통해 다양한 목적식을 가지고 할당을 결정,

역할 사용자 실행가능 단위업무

R1

R2

R3

R4

w1

w2, w3, w4

w3, w4

w5, w6

a1.1, a2.2

a1.2, a1.4, a3.2

a1.3, a1.4, a2.1, a2.5, a2.6, a3.1, a3.4, a3.7

a1.5, a2.3, a2.4, a2.7, a2.8, a3.3, a3.5, a3.6

표 역할별 사용자 및 실행가능 단위업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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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를 분석하고, STA

자 한다.

를 위한 분석모형를 위한 분석모형를 위한 분석모형를 위한 분석모형4.1 STA4.1 STA4.1 STA4.1 STA

에서 각단위업무의 작업자를 프로세스 모STA

델링시에 정의하기 하는 데에는 해당 업무할당

이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할당되어BP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적함수가 고.

려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와의, DTA

비교를 위해 업무부하의 평준화 관점에서 최적

화 문제를 풀기로 한다.

먼저 에서의 업무 할당을 위해서는 다음STA

과 같은 프로세스 분석 모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등이 에서 제시한 다음의Ha [2]

프로세스 분석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정의 프로세스 분석 모형정의 프로세스 분석 모형정의 프로세스 분석 모형정의 프로세스 분석 모형2 ( )2 ( )2 ( )2 ( )

를 위한 분석모형은BP (     와 같)

이 개의 튜플로 구성한다 단 와 은 각각5 . , A L

정의 에서 설명한 단위업무와 링크집합이다1 .

․ 는 프로세스 인스턴스의 도착율이다.

․R 단위업무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

용자 및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집합이다.

․l∈L일 때, el은 구조적실행확률(Structural

를 의미한다execution probability) .

․Re ⊆ A×R 는 단위업무(A 와 해당 단위)

업무의 수행이 가능 사용자의 집합이다.

그리고, (a, r) ∈ Re일 때,  은 이 를r a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Expected

이다activity processing time) .

정의 기대실행빈도정의 기대실행빈도정의 기대실행빈도정의 기대실행빈도3 ( )3 ( )3 ( )3 ( )

단위업무 a의 기대실행빈도 (Expected

execution frequency) fa 는 프로세스가 한 번

수행되는 동안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업무의 실

행횟수이다.

정의정의정의정의 4444 (단위업무 도착율단위업무 도착율단위업무 도착율단위업무 도착율))))

단위업무 a의 단위업무 도착율(Activity

instance arrival rate) 는 프로세스들이 지

속적으로 실행되는 환경에서 단위시간당 발생

하는 단위업무의 발생빈도이다.

위의 정의에서 기대실행빈도와 단위업무 도착

율 사이에는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 식( 2)

가정과 표기법가정과 표기법가정과 표기법가정과 표기법4.24.24.24.2

분석을 위해서는 절에 제시한 프로세STA 2.4

스 예제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

을 둔다.

(1) 하나의 단위업무는 한 사용자에 의해서

처리된다.

(2) 단위업무 수행자는 한 번에 하나의 단위

업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수행자가 하나. ,

의 단위업무의 처리를 시작하면 끝내기

전까지는 다른 업무를 받을 수 없다.

(3) 각 사용자는 하루에 주어진 시간동안만

일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은 다음과STA

같다.

i 프로세스 인덱스 (i=1,2, ,I… ),

j 단위업무 인덱스 (j=1,2, ,J… i),

k 단위업무 수행자 인덱스 (k=1,2, ,K… ),

fij j 번째 단위업무의 기대 실행빈도- ,

 i 번째 프로세스의 도착률- ,

lk 수행자 k의 용량,

tijk I 번째 프로세스에서- j 번째 단위업무를-

수행자 k가 실행할 때의 기대단위업무실

행시간,

abijk 단위업무 실행가능 여부 만약 업무수행.

자가 해당 단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1, 0,

wk 수행자 k의 업무부하,

maxW 모든 업무수행자들의 업무부하의 최대

치

w 모든 업무 수행자들의 업무부하 평균,

v 업무 수행자들의 업무부하 분산,

hi 번째 프로세스의 업무부하i-

xijk 단위업무의 실행여부 만약, i 번째 프로-

세스의 j 번째 단위업무가 수행자-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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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실행되었다면 그렇지 않으면1, 0.

수리모형수리모형수리모형수리모형4.34.34.34.3

프로세스 전체업무부하최소화프로세스 전체업무부하최소화프로세스 전체업무부하최소화프로세스 전체업무부하최소화4.3.1 (MWW)4.3.1 (MWW)4.3.1 (MWW)4.3.1 (MWW)

의 목적은 프로세스 전체의 업무부하를MWW

최소화하는 업무할당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이.

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리 모델을 적용한다.

min 1

I

i i

i

h ϕ
=

⋅∑

s.t. 1

1 ,
K

ijk

k

x i j
=

= ∀∑
(1)

,ijk ijkx a i j≤ ∀ (2)

1 1

  
iJ K

i ijk ij ijk

j k

h t f x i
= =

= ⋅ ⋅ ∀∑∑
(3)

1 1

   
iJI

k ijk i ij ijk

i j

w t f x kϕ
= =

= ⋅ ⋅ ⋅ ∀∑∑
(4)

   k kw l k≤ ∀ (5)

= 0,1 , ,ijkx i j k∀（ ） (6)

식 은 하나의 단위업무가 한 단위업무 수행(1)

자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식,

는 단위업무는 해당 업무를 수행 가능한 사(2)

용자에게만 할당되어야 함을 표현하고 있다.

식 은 각 프로세스의 업무부하를 계산한다(3) .

식 는 각 업무수행자의 업무부하를 계산한다(4) .

그리고 식 는 각 업무수행자의 업무부하 상, (5)

한을 표현하며 마지막으로 식 은 결정변수, (6)

값의 범위를 표현한다.

사용자간 업무부하분산최소화사용자간 업무부하분산최소화사용자간 업무부하분산최소화사용자간 업무부하분산최소화4.3.2 (MWV)4.3.2 (MWV)4.3.2 (MWV)4.3.2 (MWV)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업무할당은 업무부하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다 다음 수리 모형은 업무.

부하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할당을 찾는다.

min v

s.t. 1

1 ,
K

ijk

k

x i j
=

= ∀∑
(1)

,ijk ijkx a i j≤ ∀ (2)

1 1

   
iJI

k ijk i ij ijk

i j

w t f x kϕ
= =

= ⋅ ⋅ ⋅ ∀∑∑
(4)

   k kw l k≤ ∀ (5)

1 

K

k

k

w

w
K

==
∑

(7)

2

1

 ( )
K

k

k

v w w
=

= −∑
(8)

= 0,1 , ,ijkx i j k∀（ ） (6)

식 은 모델과 동일하며(1),(2),(4),(5),(6) MWW ,

식 과 은 각각 업무부하의 평균과 분산을(7) (8)

구하는 식이다.

사용자 최대 업무부하 최소화사용자 최대 업무부하 최소화사용자 최대 업무부하 최소화사용자 최대 업무부하 최소화4.3.3 (MMW)4.3.3 (MMW)4.3.3 (MMW)4.3.3 (MMW)

는 모든 수행자들 가운데 최대 업무부하MMW

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다음의 수리모형을.

통해 할당을 찾을 수 있다MMW .

min maxW

s.t. 1

1 ,
K

ijk

k

x i j
=

= ∀∑
(1)

,ijk ijkx a i j≤ ∀ (2)

1 1

   
iJI

k ijk i ij ijk

i j

w t f x kϕ
= =

= ⋅ ⋅ ⋅ ∀∑∑
(4)

   k kw l k≤ ∀ (5)

max    kW w k≥ ∀ (9)

= 0,1 , ,ijkx i j k∀（ ） (6)

식 은 이전 모델과 동일하며 식(1),(2),(4),(5),(6) ,

는 최대부하를 제약하기 위해 추가한 식이(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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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분석의 결과분석의 결과분석의 결과4.4 STA4.4 STA4.4 STA4.4 STA

를 이용하여 업무할당ILOG CPLEX 10.2 STA

을 위한 수리 모형의 최적해를 구한 결과를 표

에 도시하였다3 .

와 간의 비교와 간의 비교와 간의 비교와 간의 비교5. DTA STA5. DTA STA5. DTA STA5. DTA STA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할당의 주요 목적

은 업무부하를 평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

러한 업무부하의 평준화가 반드시 업무효율성

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특히 효율성의 척도로 을 고려, BP Cycle time

한다면 에 밝힌 바와 같이 효율성을 위, [3] BP

한 새로운 실행규칙을 필요로 한다.

실험을 위한 프로세스실험을 위한 프로세스실험을 위한 프로세스실험을 위한 프로세스5.15.15.15.1

두 가지 할당방식에서 발생하는 효율성의 차이

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각 할당 방식에서 사용했던 기본 예제보다 좀

더 복작합 예제를 통해서 실험하기로 한다 다.

음 그림 는 이러한 프로세스 예제를 보여주고5

있다.

a1 a2

a4

a13

a3 a5

AND

a6

a9

a7

a8

OR

a10

a11

a12

a14

a15

a16 a17
OR

a18

a19 a200.7

0.3

0.2

0.8

0.3

0.5

0.2

1 1.25

1.25

1.25

0.375

1.25

1.25

1.251.25

1.25

1.25

10.875 0.875

0.3

0.5 0.5

0.2

1 1

그림 복잡 프로세스 예제5.

그림에서 단위업무 아래의 수치는 각 단위업무

의 기대실행빈도이다.

실험결과 요약실험결과 요약실험결과 요약실험결과 요약5.25.25.25.2

본 연구는 와 라는 서로 다른 업무DTA STA

할당 방식이 측면에서 효율성에서Cycle time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아보았다 에서는 업무할당 규칙중 가장. DTA

일반적인 두 방식을 조합한 방법론을DHTA

사용하고 에서는 사이클 타임측면에서 가STA

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 를 사용하여 비MMW

교하였다 그림의 축에서 할당방식의 우측에. X

기입된 숫자는 도착율이다.

그림 와 간의 비교6. DTA STA cycle time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Cycle

에 있어 가 약간 우수한 성능을 보이time DTA

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비교적 근소하고. , ,

다만 이 커서 많은 프로세스가 발, arrival rate

생할 수록 그 차이는 점차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업무부하가 많은 상황에서. , DTA

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STA .

만약 업무부하가 많지 않고 관리상의 목적에, ,

의해 프로세스 모델링 단계에서 사용자를 할당

a1.1 a1.2 a1.3 a1.4 a1.5 a2.1 a2.2 a2.3 a2.4 a2.5 a2.6 a2.7

MWW w1 w3 w4 w4 w6 w1 w1 w5 w6 w4 w4 w6

MWV w1 w5 w2 w3 w2 w4 w1 w2 w5 w4 w3 w6

MMW w1 w3 w4 w4 w2 w1 w1 w5 w2 w4 w3 w6

a2.8 a3.1 a3.2 a3.3 a3.4 a3.5 a3.6 a3.7 Avg. SD Max.

MWW w5 w3 w1 w2 w3 w5 w2 w3 40.8 7.14 52.1

MWV w1 w4 w3 w6 w1 w5 w6 w4 45.7 0.64 46.3

MMW w5 w3 w1 w2 w3 w4 w6 w4 43.2 0.94 44.5

표 에 의한 업무할당 결과3.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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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면 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효율, STA

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cycle

이 아닌 다른 효율성 척도를 최적화 해야time

한다면 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STA .

결론결론결론결론6.6.6.6.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BPM

두 가지 업무할당방식인 와 에 대한DTA STA

분석을 수행하여 비교하고 각 업무할당방식이,

실행 효율성 특히 에 어떤 영향BP , cycle time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와 는. DTA STA

에서 업무를 할당하는 가능한 두 가지BPMS

대표적인 시나리오이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상,

용 들은 모델링단계에서 결정될 수 없는BPMS

요인들이 많다는 이유로 를 주로 사용해DTA

왔다 그러나 만약 대기모형이나 확률이론을. ,

통해 실행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수치를 적절히 활용하여 를 사용STA

할 수 있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편리한, STA

가 활용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특히 를. , STA

활용하면 프로세스 모델링 단계에서 특정, BP

효율성 척도를 최적화하는 할당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업무할당방식이 업무효율성에 미치는BPMS

영향분석을 위해 먼저 에서 현재 상용DTA

가 사용하는 규칙을 조합할 수 있는 업DBMS

무할당 방식을 제시하여 을 최소하cycle time

하는 할당방식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DTA .

할당방식을 위해 대기모형에서 사용되는STA

도착율을 활용하여 프로세스총부하 사용자별,

부하분산 사용자최대부하의 세가지 목적함수,

를 최소화하는 수리모형을 제시하고 각 수리모

형에 의한 할당결과를 획득한 후 이들 중 역,

시 을 최소화하는 할당방식을 결정, cycle time

하였다 마지막으로 와 에서. DTA STA cycle

관점에서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time .

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

∙ 의 관점에서는 가Cycle time DTA STA

보다 다소 우수한 결과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 도착율이 클수록 와 사이의 효DTA STA

율성 차이는 점차 증가한다.

그 동안 에서의 업무할당방식이 효율BPM BP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

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추후연구를 필요로 한다, .

첫째 이 아닌 다른 효율성 척도를, cycle time

가지고 업무할당 방식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

다 둘째 프로세스 모델링 후에 프로세스 인스. ,

턴스의 발생시에 사용자를 할당하는 방식과 같

은 업무할당 방식을 고려해서 분석할Hybrid

필요가 있다 셋째 좀 더 다양한 업무환경과. ,

프로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와, DTA

가 효과를 극대화하는 환경을 가이드라인STA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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