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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business process management has become an important concept to define and execute busi-

ness proces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collaborative business processes defined by the consensus

with manufacturing enterprises, a lot of variations can be occurred by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fac-

tors related to business. From this reason, manufacturing enterprises have tried to seek for a technology

to define and execute the collaborative business process systematically under the dynamic situations

approving process variation. This study defines the collaborative business process among manufactur-

ing enterprises at first and proposes its execution technology under the dynamic situations. Here, the

proposed execution technology includes the authority management of each process, sub-process, and

activity for security, the forced execution of the incomplete process containing the undefined sub-pro-

cess, the re-execution in a certain range of business process for correcting errors, and the dynamic

selection of sub-process. Furthermore, this study implements a prototype system to check the validity of

its application under the dynamic situations.

Key words : Process Execution, Collaborative Process, Process Security, Incomplete Process Execution,

Process Re-execution, Dynamic Selectio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효과적

으로 분석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 BPM)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BPM은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비즈니스 프

로세스의 정의, 실행, 분석, 자동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정보를 없

애고,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프로세스의 업

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보다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영기법이다. BPMS(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는 BPM을 실현화하기

위한 도구로써,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들을 정의

하고 모델링하여, 업무의 실행을 통해 문서, 정보, 테

스크(task)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기업 간의 업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내

부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프

로세스를 다루는 BPMS도 기업 간에 연관된 협업프

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

부분의 BPMS는 개별 기업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프로세스를 정의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정의 과정을 요구한다. 또한, 기업간 협

업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다양한 변동

상황이나 협업 활동의 제약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

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협업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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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어렵게 만들며, 실행 시

점에서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힘들게 한다. 부연 설

명하면, 프로세스 기반의 시스템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업(Collaboration) 관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협업 관계를 갖는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프로

세스를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업 비즈니스 프

로세스를 실행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일 기업에서는 발생하지 않

고 협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

서, 동적인 변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기업 간의 협업프로세스를 수

행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지원 기능이 요

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변동상황들을 인정하

고 협업프로세스를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 실행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기업들 간의 협업프로세스를 재정의

하고, BPMS에서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

게 변화하는 업무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 기술들을 제안하고자 한

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업 간의 협업프로세스를 효과

적으로 지원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프로세스 모델링

단계가 아닌 실행 단계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수

정 및 변경을 위한 제어 기능으로 제공될 것이다. 

또한, 제안하고자 하는 실행 기술에 대한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구현한 후 실제 중소 제

조 기업의 신제품개발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협업프로

세스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동적 변화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2장에서 기존 협업프로세스에 대한 정의

및 실행 방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네 가지의 협업

프로세스 실행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한

다 4장에서 협업프로세스 실행 프로토타입의 전체적

인 구조(framework)를 설명하고, 실제 협업프로세스

에 대한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1.3 관련 연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업 간 협

업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협업프로세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워크플로우 프로세스와 자동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 기업 간 협업프로세스의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1]. 협업프로세스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업 참여자들이 각자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협업프로세스는 작업의

순서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어려우며, 불명확한 작업 배

분이 발생되기도 한다. 협업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

협업(Interactive Collaboration), 순환적 협업(Cyclic

Collaboration), 다중 협의에 의한 협업(Communicative

Collaboration)과 같은 협업 패턴들이 존재한다[2]. 

협업 워크플로우 모델의 형태는 Chained 워크플

로우 모델, Nested 워크플로우 모델, Parallel

Synchronization 워크플로우 및 Tightly Coupled 워크

플로우 모델의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3]. 협업프로

세스 실행 지원을 위한 연구로는 이기원 등의 프로세

스 인스턴스 간의 제어의 이동, 기존의 워크플로우 엔

진 수행 메커니즘과 구별된 협업프로세스 인스턴스의

생성 방식,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 워크플로우 실행

엔진에 대한 설계 사례가 있다[3]. 

협업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시

스템은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가 전제된 통합 환경

을 필요로 한다. BPML(Business Process Markup

Language)과 BPEL4WS(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for Web Service) 등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를 위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4]. 

그러나, 기존 협업프로세스 관련 연구들은 협업프

로세스의 유형을 정의하거나 프로세스에 대한 해당

패턴을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협업프

로세스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업프로

세스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협업프로세스에 따른

업무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BPM시스템 운영 상에서

의 실행 기술들을 제안한다. 이러한 협업프로세스 운

영 기술들은 실제 협업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발생

요인들에 대해 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하며, 더 나

아가 통상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구축 및 운영되는

BPM시스템의 특성을 다양한 기업들이 협업하는 환경

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기술이 된다. 

2. 협업프로세스 정의 및 실행

2.1 협업프로세스의 정의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특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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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액티비티(activity)로

정의할 수 있다. 프로세스(process)는 액티비티의 집합

체로써, 업무의 복잡도에 따라 여러 계층의 하위프로

세스(sub process)를 가질 수 있다. Fig. 1에서는 기본

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중첩 구조 및 이를 구성하

는 하위프로세스, 액티비티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크게 단일 기업의 내

부에서 발생하여 처리하는 내부 프로세스(private

process)와 거래 파트너와의 상호 작용을 필요로 하는

공개 프로세스(public process)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

분하기도 한다. 그 중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개

프로세스를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Collaborative

Business Process)라고 정의하고 있다[1]. 하지만, 기업

간 협업프로세스 중에서도 모두 공개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비공개 프로세스(액티비티)가 포함된 관점에

서 협업 관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기업 간에 연결된 액

티비티 또는 프로세스를 협업프로세스(Collaborative

Process)라고 정의한다. 이는 다수의 기업이 하나로 연

결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간

협업프로세스는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세분화

하여 각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액티비티들을 연속적

으로 정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 

2.2 협업프로세스 실행

BPMS는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총칭하며, 정형화된

업무 절차의 정의를 담당하는 모델러와 정의된 프로

세스에 대한 실행을 담당하는 실행 모듈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모듈을 이용하면 다수 기업이 참여하고 있

는 협업프로세스라 하더라도 프로세스를 각각의 기업

에서 모델링하고, 연결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렇지

만, 다수의 기업이 하나의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해 협업프로세스가 변동될 수 있

는데, BPMS는 이러한 동적인 변동 요인들을 유연하

게 대응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지 못

하고 있다. 이는 BPMS가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세스

에 대한 경직성 및 시스템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

기 때문이다. 

BPMS의 기능들이 단일 기업의 프로세스 및 액티

비티 실행 부분만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

에 하나의 BPMS에 여러 사용자(기업)들이 연계된 프

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협업프로세스 내에 연계

된 타 기업 간의 연결된 액티비티를 고려한 기능이 개

발되어야 한다. Fig. 3은 협업프로세스에서 연계된 타

기업 간의 액티비티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PMS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을 유지하면서도 협업프로세스 실행 시 발생 가능한

변동 상황에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

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3. 협업프로세스 실행 기술

3.1 협업프로세스 보안

협업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사 정보를 타

Fig. 1.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중첩구조.

Fig. 2. 기업 간 협업프로세스의 정의.

Fig. 3. 협업프로세스 내의 액티비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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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공개하고 싶지 않거나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협업 관계에 따라 기

업들은 프로세스에 관련된 정보를 유연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마다 자신들의

프로세스 및 액티비티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

록 프로세스 보안관리 기능을 설계하였다.

1)프로세스 보안: 프로세스(하위프로세스) 전체에

관하여 기업 및 사용자 접근 권한 설정이 가능하

도록 하는 기능

2)액티비티 보안: 액티비티별로 기업 및 사용자 접

근 권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협업프로세스 보안 기능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포

함된 협업 업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있어 각 기업

별로 해당 프로세스(하위프로세스) 또는 액티비티에

대한 보기 권한, 수정 권한 및 실행 권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Fig. 4에서는 프로세스 및 액티비티 관

점에서의 기업별 보안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 기업

A는 3개의 기업 B액티비티 중 한 액티비티에 대한 접

근 권한만을 가지게 되며, 기업C 프로세스에 대한 접

근 권한은 허용되지 않게 된다. 

즉, 기업A는 Fig. 5와 같이 자신에게 공개된 프로

세스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다. 

3.2 불완전 협업프로세스 우선 실행

일반적인 BPMS는 전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액티

비티에 대한 정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해당 액티비

티의 속성 값들을 올바르게 설정해 놓지 않은 경우에

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오류사항에 대한 검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세스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들이 장기간 수행해야 하는

협업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전체 프로세스를 완전하게

정의하기 매우 힘들고, 프로세스를 정의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한 프로

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한다. 불완전 프로

세스 실행 기능은 협업프로세스를 정의할 때에 해당

액티비티가 존재하지 않거나 완성 되지 않은 불완전

한 하위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라도 전체 협업프

로세스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은 미정의된 상태로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고, 프

로세스 실행이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정의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방법은

프로세스 모델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Fig. 6에서는 협업프로세스의 불완전한 형태와 그 실

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3 협업프로세스 재실행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경우 해당 액티비티

담당자의 실수 또는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과나 산출

물이 후행 액티비티로 전달될 수 있다. 이를 위해,

BPMS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액티비티를 수정하기 위

해 실행 결과를 삭제하거나 프로세스 흐름을 강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협업

프로세스의 실행에서 오류가 발생된다면, 프로세스 보

안 등으로 제한된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

실행 하기 위해서는 협업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능

이 개발되어야 한다. 

Fig. 4. 프로세스 및 액티비티별 보안.

Fig. 5. 기업 A 관점에서 보이는 협업프로세스.

Fig. 6. 불완전 협업프로세스 우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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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협업

프로세스에서 오류 발생 시 재실행(Collaborative

Rollback)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한다. 업무 담당자가

협업프로세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관련 정보를 요

약하여 각 기업의 프로세스 관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송한다. 기업 프로세스 관리자는 프로세스 오류 정

보를 확인한 후 오류가 발생된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업무를 수정하게 한다. 이

렇게 수정이 완료되면 협업 업무 재실행 구간의 모든

담당자들께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수정된 내용을 일

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4 후보 프로세스 선택

프로세스 실행 시 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시스

템 안정적인 실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BPMS에서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수정하여 다시 실

행시키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장기간

다수의 기업의 참여하는 협업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다

양한 변화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프로세스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협업프로세스

실행 중 재정의가 필요한 경우 미리 정의된 후보 프로

세스 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

다.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프로

세스 정합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선후행간 액티비티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템플릿프로세스(template process) 개념을 사용

한다. 템플릿프로세스는 후보프로세스들이 공통적으

로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 및 변수들을 포함하는 프로

세스의 교집합을 의미한다. 이 기능은 BPM의 경직성

을 살리면서 프로세스에 대한 동적 변경을 가능하게

해준다. Fig. 8에서는 템플릿프로세스 개념을 기반으

로 한 후보프로세스 선택 기능에 대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4. 협업프로세스 실행 프로토타입

4.1 협업프로세스 실행 프로토타입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협업프로세스 실행 기술들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협업프로세스 실행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란 협업 관계를 갖는 기업들 간의 프로세스를 실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PMS를 말한

다. 즉, 일반적은 BPM기본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업프로세스 보안, 불완전프로세스 우선 실행, 협업

프로세스 재실행 및 후보프로세스 선택 기능 등을 제

공하고 있다. Fig. 9에서는 BPMS 기반의 협업프로세

스 실행 프로토타입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협업프로세스 실행 프로토타입은 프로세스를 정의

하는 모델링 부분과 정의된 모델링을 실행시켜 주는

실행 엔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가지의 실

행 기술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위한 BPM 포털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Fig. 7. 협업프로세스 재실행.

Fig. 8. 후보프로세스 선택.

Fig. 9. 협업프로세스 실행 프로토타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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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협업프로세스 실행기술 적용 예제

자동차 모듈을 생산하는 부품업체와 금형업체 간의

설계변경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협업프로세스 실행기

능을 검증하였다. 

Fig. 10은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협업 설계변경

프로세스를 정의한 것이다. Fig. 11은 협업프로세스 보

안 기능을 나타낸다. 부품업체 및 금형업체 각각의 계

정으로 로그인 했을 때 타 업체에 대한 프로세스 보기

권한이 제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에서는 부품업체와 금형업체 간의 금형설계

프로세스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실행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부품업체에서 미리 정의된 협

업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금형업체에서는 금형 설

계 프로세스를 정의하여 협업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5. 결  론

기업 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변

동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동상황들을

인정하고 협업적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실행 기술들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는 기업 간 협업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협업프로세스

의 실행 및 변동상황들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능들

을 도출하였다. 협업프로세스 보안은 기업 간의 프로

세스 및 액티비티에 대한 보안 설정 권한 기능을 제공

하며, 불완전프로세스 우선 실행은 미정의된 프로세

스가 협업프로세스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실행이 가능

하도록 한다. 협업프로세스 재실행 기능은 서로 다른

기업의 업무가 포함된 수행 경로를 재수행 할 수 있도

록 하며, 후보프로세스 선택 기능은 실행 중에 변화될

수 있는 프로세스 및 액티비티들을 수정 및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행 기술

들은 동적인 협업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연한

운영 방법이 될 것이다.

협업프로세스 실행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BPMS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행 기술들을 적용하

여 구현한 시스템을 말한다. 협업프로세스 실행 프로

토타입은 현재 구현 중에 있으며, 실제 적용 가능한

협업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실행 기술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 제안한 실행 기

Fig. 10. 협업 설계변경프로세스.

Fig. 11. 협업프로세스 보안 적용 사례.

Fig. 12. 미정의된 하위프로세스 모델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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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들에 대한 구현을 완료하고, 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추후에는 협업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지능화(intelligent)

된 형태의 협업프로세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는 i매뉴팩처링

(한국형 제조혁신) 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

사 드립니다.

참고문헌

1.오제연, 정재윤, 조남욱, 김훈태, 강석호, “B2B 협

업 환경에서의 통합 프로세스 모델링 구축”, 한국경

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 2005.

2.김덕진, “협업적 프로세스 스키마 개발”, 석사 학위

논문, 한국과학기술원, 2005.

3.이기원, 성태혁, 안형진, 백수기, 김광훈, 김재우,

“협업 워크플로우 실행을 위한 워크플로우 엔진 설

계”, 정보학회, 2007. 

4.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기술 표준 적용을 위한 지

침 연구”,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기술 표준 적용

을 위한 지침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전산원.

5.김선호, 이석조,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연구 동

향”,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8권, 제1호, pp. 15-33,
2003.

6. Van der Aalst, W. M. P., “Inter-organizational Work-

flows: An Approach based on Message Sequence

Charts and Petri Nets”, Systems Analysis Modeling

Simulation, Vol. 34, No. 3, pp. 335-367, 1999.

7. Jayaweera, P., Joahnnesson, P. and Wohed, P., “Col-

labrative Process Patterns for e-Business”, ACM SIG-

GROUP Bulletin, Vol. 22, No. 2, 2001.

8.허원창, 배준수, 강석호,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를 위한 실행 모델의 설계”,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

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2003.

9.배혜림, 서용원, 최용선, 장진영, “BPM을 이용한 웹

서비스 기반의 SCM 프로세스 실행”, 한국전자거래

학회, 2004. 
10. P. Lawrence, “Workflow Handbook”, Wiley, 1997. 

11. RossettNet, RosettaNet Implementation Framework:

Core Specification, V2.0, RosettaNet, July 13, 2002.

12.백재용, 정소영, 김보현, 유석규, 이석우, 최헌종,

“프로세스 기반의 협업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조

설계”, 한국 CAD/CAM 학회 논문집, 제14권, 제5

호, pp. 338-345, 2009.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15권 제3호 2010년 6월

제조기업 간 협업프로세스 실행 기술 211

김 현 우

2007년 2월 한양대학교 정보경영공학

학사

2009년 2월 한양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2009년 3월~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스템

모델링 및 제어, BPM&SOA 기술

 

김 보 현

1991년 2월 전남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1993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

석사

1998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

박사

2002년 6월~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관심분야: 의료분야 CAD/CAM, 정보

시스템 분석 & 설계, SOA&BPM

기반 시스템 통합, 제조분야 IT

화,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백 재 용

1997년 2월 경희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2002년 2월 경희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2004년 9월~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중

관심분야: 시뮬레이션 & 인공지능, 비

즈니스 프로세스, CT 영상처리

기술, CAD/CAM 시스템 개발

 

정 소 영

2001년 2월 국민대학교 기계설계 학사

2006년 2월 아주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2005년 8월~2009년 6월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연구원

2009년 9월~현재 모두솔루션 근무

관심분야: 파라메트릭 금형설계, 사출

성형 유동해석, 설계정보관리, 협

업BOM

 

최 헌 종

1979년 2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1981년 2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1986년 2월 독일 Hannover 대학 기계

공학 박사

1989년 11월~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관심분야: 정밀가공, 나노가공, e-매뉴

팩처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