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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 및 방법은 기업에 존재하는 1 이상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

션들의 일부분으로부터 형성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의 정의 및 실행에 관한 것이다.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

리 시스템(100)은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정의 및 실행하기 위한 서버(101), 라우터(109) 및 인터페이스(111)

를 포함한다. 데이터 품질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기업에 존재하는 거래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정량적 및 

정성적 특성들을 검출, 보정, 분석 및 보고한다. 인터페이스 모듈이 제공되는데, 이것에 의하여 사용자는 비즈니스 프

로세스에 대한 함수 정의 정보를 선택 및 정의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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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2년 3월 25일에 출원된 'Method and System for Enterprise Data Quality Management'라는 제목의

미국 가출원 제60/366,547호를 우선권 주장한다.

본 명세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저작권 소유자는 미국 특허청 포대 또는 기록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허 명세서 또는 특허에 대한 제3자의 복사 복제에 대해 이의를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 소유자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명세서에 제공된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모든 저작권을 포함하여,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들을 보유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컴퓨터-기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정보의 자동화 처리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정 업무(task) 비용을 크게 줄

였기 때문이다. 정부, 상업적 비즈니스 또는 비영리기관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 필요성(o

perational necessity)을 가진다.

상기 정보는 고객 확보, 주문 입력, 제품 선적, 고객 청구, 송장 수집, 종업원과 판매자(vendor) 지불, 제품 주문, 회계 

감사 및 예컨대 상업적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종업원, 소비자 및 공급자간의 거래(transaction) 기록 보유 등에 이용된

다.

보통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내부 운영 모델에 따른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및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

보가 획득, 처리 및 정리(consolidate)된다.

불행하게도, 정보의 자동화 처리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특히 업체의 데이터 스토어(data store)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

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부정확한 정보의 자동화 처리는 그 자체로도 비즈니스에 있어 고비용을

초래한다. 또한,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바로 잡는데 필요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은 조직체의 자원(organization's reso

urce)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조직체에 대한 에러의 영향의 전형적인 예시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 수취인이 메일을 통해 동일한 주문을 여러 건 받게 되는데, 이는 (a) 발송인의 우편요금 및 인쇄 낭비, 및 (b) 그 

스팸 메일로 인해 수취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그 결과 제품을 주문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우편 시스템과 기타 메시지 및 패키지 선적인이 상당한 백분율의 해당 물건들을 해당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a) 제품이 제 때에 배달되지 않아 부정확한 어드레스로 인하여 선적인에게 되돌아 오고, (b) 정확한 어

드레스를 판정하여 제품을 재포장하고 재선적하는데 비용적 노력이 들며, (c) 송장이 되돌아와 제 때에 지불되지 않

거나 전혀 지불되지 않고, (d) 정확한 어드레스를 판정하여 송장을 재전송하는데 값비싼 노력이 들며, (e) 고객이 불량

서비스로 인해 짜증을 내고, 그 결과 가능하다면 또 다른 판매자로 변경하며, (f) 고객 서비스, 빌링(billing), 수집, 선

적 모두는 그 기능(function)들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자원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개별적인 운영 유닛들 또한 고객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a) 정보를 정리하는데 있어서의

기업 노력들의 불완전성, 고비용성 및 연장성, 및 (b) 정리 시에 개별적인 운영 유닛들의 에러들이 전반적인 에러율과

혼재(compound)되어 의미있는 분석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데이터 마트, 운영 데이터 스토어, 고객 정보 

파일에서 정리되고, CRM, ERP, SCM 및 기타 집중화된(centralized) 프로세스들을 위한 데이터 스토어에 집중화되

는데, 이는 (a) 마켓팅이 개인 고객 및 고객 계층(segment)의 가치 및 잠재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가치있는 매

매 기회를 잃게 되고, (b) 고객 서비스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그 결과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해 고객들을 

잃게 되며, (c) 사기꾼을 시기 적절하게 색출하지 못하여, 기업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운영 유닛들은 정확한 조세법 및 조세부담을 판정할 수 없게 되어, 이는 (a) 기업이 정당한 세금을 고객에게 부과

하여 관리당국에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b) 조세국이 그들로 인하여 적절한 세금을 모두 거둬들이지 못하

며, (c) 소비자들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d) 업체는 조세법과 고객들에 대한 책임으로 고통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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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6) 소비자들이 불만족하여 경쟁업체의 서비스로 옮겨가게 된다.

업체 수입에 대한 에러가 있는 정보의 영향은 예를 들어 전형적인 대량 메일링을 이용하여 손쉽게 설명된다. 물론, 이

것은 일 예지만, 상술된 리스트는 업체 수입에 대한 여러 다른 잠재적인 영향들을 식별한다.

업체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객 리스트들을 작성한다. 기업의 한 계열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종종 조직체의 다

른 계열사들에 의해 사용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업체가 소매 상품(retail component) 및 카탈로그 상품을 구

비한다면, 고객 정보는 소매 장소에서, 카탈로그 장소에서,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업체의 데이터 스토어 내에 입력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엔트리 위치들 각각은, 정보에 에러가 날 수 있거나 또는 이전에 존재하는 정보가 복사될 수 

있는 장소를 나타낸다. 정보가 수집, 처리 및 정리될 때의 그 정보의 정확성의 어떠한 에러도 기업 내부의 다수 기능들

의 효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비자는 소매 레벨에서 정확하게 입력된 소비자 정보를 가질 수 있다. 후속해서, 소비자는 카탈로그 부서를 통해 구

입할 수도 있다. 이 때, 데이터 엔트리 스페셜리스트(data entry specialist)는 예컨대 소비자의 이름을 데이터 스토어

에 (예컨대, 이름의 성(last name)의 오타에 의해) 부정확하게 입력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도 있다. 이 때, 소비자는 그 또는 그녀의 정보를 3번째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이 경우

, 소비자가 그 또는 그녀의 성을 틀리게 타이핑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소비자 정보가 3번 

입력되었고, 그 중 2번이 틀렸다.

그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업체는 카탈로그의 업데이트된 부본을 인쇄하여 소비자에게 전송한다. 기술된 소비자는 비

즈니스의 데이터 스토어 내에 3개의 별도 엔트리를 가지므로, 소비자는 동일한 카탈로그 3부를 받게 된다. 쉽게 이해

되는 바와 같이, 카탈로그를 인쇄하고 메일링하는 업체 비용은 업체의 데이터 스토어의 에러로 인하여 간단히 3배가 

된다.

데이터 품질의 문제는 많은 비즈니스에 존재한다. 종래 기술에서는, 데이터 품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접

근법들이 제공되어 왔다.

데이터 품질을 위한 앞선 접근법들은 비즈니스에 다양한 벤더-특정(vendor-specific) 또는 어플리케이션-특정(appl

ication-specific) 함수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데이터 품질 함수들은 업체의 데이터, 식별 에러들을 자동으로 

리뷰하도록, 몇몇 경우에는 이들 에러들을 보정하도록 특별히 디자인된다. 이것을 상이한 비즈니스에 융통성 있는(fle

xible) 방식으로 행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 함수들은 통상적으로 그 개별적인 니즈(needs)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비

즈니스들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몇 가지 설정치들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비즈니스들은 비즈니스가 가장 유용한 것으로 찾는 특정 데이터 품질 함수에 대한 표준화된 설정치 세트

를 선택한다. 상기 설정치는 예컨대 데이터 스토어 내의 에러들을 제거하여, 데이터가 95%(이는 매우 양호한 결과로 

간주됨) 정확한 지점까지 데이터 스토어를 '클린(clean)'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의 문제는 업체가 다수 유닛들을 포함하는 경우에 혼재되는데, 상기 다수 유닛 각각은 오버래핑 정보를 

포함하는 별도의 데이터 스토어를 가지며, 상기 업체는 정리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

상술된 예시에서, 업체는 3가지 비즈니스 구성요소, 소매 구성요소, 카탈로그 구성요소 및 인터넷 구성요소를 가졌는

데, 그 각각은 별도의 소비자 정보 데이터 스토어를 포함하였다. 통상적으로, 각각의 구성요소가 그 데이터를 완전히 '

클린'하기를 원한다면, 각각의 구성요소는 데이터 품질 솔루션을 구입하여 그 솔루션을 내부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각

각의 구성요소가 95% 정확한 데이터 스토어를 발생시킨다면, 그 결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 후, 업체가 정리된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각각의 데이터 스토어 내의 에러들이 서로 혼재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 경우에, 각각의 데이터 스토어는 동일한 에러를 가진다. 결합된 데이터 스토어는 0.95 x 

0.95 x 0.95 = .857375의 에러율을 가질 것이다. 이는 결과적인 데이터 스토어가 대략 15%, 즉 결합된 각각의 데이

터 스토어보다 3배 높은 에러율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는 4 이상의 데이

터 스토어들이 함께 결합될 때에 특히 제기된다.

나아가, 벤더-특정 및 어플리케이션-특정 데이터 품질 함수들은 에러 검출 및/또는 보정 시에 특유의 강점 및 약점들

을 가지기 때문에, 상기 에러들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앞뒤로 통과시킴에 따라 기업을 통해 무심코 전파될 수

도 있다. 이는 전체로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에러율의 배수적 증가를 발생시키는 바람 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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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솔루션들은 기업 운영에 유용한 한편, 그들은 특히 업체들이 기업 내의 다수의 비즈니스 엔티티(entity) 

또는 엔티티 그룹에 대한 집중화된 데이터 스토어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그 능력이 제한된다.

더욱이, 비즈니스가 그 집중화된 데이터 스토어를 '클린 업(clean up)'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현재 정책은 비즈니스가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회사(firm)를 보유할 것을 지시한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SDLC(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로 흔히 명명되는 것을 따른다.

예컨대,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들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의 개발자들이 고집하는 공지된 SDLC는 시간 및 자원

이 많이 드는 엄밀한 순차적 단계 접근법(a time and resource costly lock-step sequential phase approach)을 발

생시킨다. 예를 들어, 공지된 SDLC는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요건 정의, 일반적인 디

자인, 상세한 디자인, 개발, 시험, 품질 보증 점검, 시행, 구현 및 유지보수/수정. 또한, 프로젝트가 단계에서 단계로 이

동함에 따라 상이한 숙련 설정값을 갖는 상이한 개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요구될 수 있다. 예컨대, 요건 분석/정의

및 시험 단계 시에 시스템 엔지니어 또는 비즈니스 분석이 요구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디자인 단계

에서 요구될 수도 있다. 단계들간의 프로젝트 핸드오프(handoff)는 최종 프로덕트(final product)에 에러를 유발시켜 

증가된 프로젝트 시간, 증가된 오버헤드 및 보다 높은 프로젝트 헤드카운트(headcount)로 인하여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요건 정의 단계는 디자인 활동들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즉, 요건 '동결(froze

n)'), 공지된 SDLC는 융통성이 없고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에 대한 소비자의 진화하는 니즈(evolving needs)를 만족시

키지 못한다.

종래 기술에 대한 상술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 형태는 종래 기술의 여러 단점들을 해결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1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결합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 라우터 및 인터

페이스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의 1 이상의 실시예는 1 이

상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1 이상의 라우터 및 상기 1 이상의 라우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

스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상기 라우터를 통해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액세스

하여, 클라이언트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분에 대한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

세스의 함수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process designer interactive page)를 출력하기 위하여 기업 비즈

니스 프로세스 서버와 작동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한 명령어들을 받아들여, 프로세스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프로세스 정보 데이터를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프로세스 정보 데이터에 기초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명령어 세트를 

수립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면, 기업 내에 존재하는 거래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정성적 및 정량적 

측면(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을 판정, 분석, 강화 및 보고하는 기업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데이터 에러들이 만들어지는 곳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의 다양한 레벨에서 에

러 리포트들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 및 방법은 또한 비즈니스들이 장차 상기 에러들을 피하고 보정(또는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러들

이 만들어지는 곳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다양한 그래픽 뷰(graphical view)들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공지된 SDLC 단계들 중 몇 가지가 결합되어 프로젝트 개발 시간이 단축되고 프로세스

가 단순화되어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 단축된 SDLC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요건 정의, 일반 디자인, 상세 디자인 및 개발 단계들은 인터랙티브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활용하여 단일 단계에서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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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정의되고 구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에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공지된 SDLC 테스트, 품질 보증 및 시행 단계들이 단일 단계에서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SDLC 활동들은 단일 프로덕트에 의해 제공된 하나의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

터페이스와의 사용자 인터랙션(user interaction)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프로젝트 시에 코딩하는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다수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함수들의 재사용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비

즈니스 프로세스의 신규 또는 수정된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능력을 사용자에 제공할 수도 있다. 적어도 일 실시예에

서, 이러한 각각의 함수는 함수 레지스트리(registry) 또는 함수 라이브러리(library)에 유지되고, 추가 비즈니스 프로

세스 또는 수정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의 정의 시의 후속 사용을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과 조합하여 '베스트 오브 브리드(best 

of breed)'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업에 제공할 수도 있다. 다수의 상이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의 일부분은, 상기 일부분들이 특정 효과 또는 여타의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택되는 신규 또는 수정된 비즈니스 프로

세스를 형성하도록 결합되어,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들(이들

각각은 동일한 또는 다수의 상이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로부터 획득할 수 있음)은, 다수의 데이터 품질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각각을 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전반적인 데이터 정확성 비율을 달성하는 단일 데이터 품질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포함하도록 정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들은 이어지는 기술 및 이하 첨부된 도면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이점들은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1 이상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상세 기술로부터 쉽게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 처리 관리 시스템에 의해 채택되거나 또는 구현되

는 시스템의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1 이상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디자인된 서버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설비의 개략적인 블

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라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의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인 블록도를 예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데이터 소스/수신지, 프로덕트 및 프로세스들간의 관계를 예시한 기능적인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설비를 예시한 기능적인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 사용된 방법을 예시

한 플로우차트;

도 7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경영간부진 뷰(executive view)에 대한 에러 리포트의 예시도;

도 8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고객 지원부에 대한 에러 리포트의 예시도;

도 9는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 뷰에 대한 에러 리포트의 예시도;

도 10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관리자 뷰(manager view)에 대한 에러 리포트의 예시도;

도 11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방법의 플로우차트;

도 12는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작성하기 위한 그래픽적인 사용자 인터페

이스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랙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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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스용 데이터 소스를 첨가하기 위한 그래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랙션 페이지;

도 14는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스용 입력 패킷을 정의하기 위한 그래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랙션 페이지;

도 15는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스용 출력 패킷을 정의하 기 위한 그래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랙션 페이지;

도 16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덕트를 선택하기 위한 그래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

스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랙션 페이지;

도 17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프로덕트를 추가하기 위한 그래픽적인 사용

자 인터페이스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랙션 페이지;

도 18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스용 데이터 수신지를 선택하기 위한 그래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

스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랙션 페이지;

도 19는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랙션 페이지;

도 20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라 제공된 그래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예시적인 프로세스 디자이

너 인터페이스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도시한 도면;

도 21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코드 구현예를 작성하기(build) 위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의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활용되는 일련의 빌드 파일(build file)들을 도시한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신규 라우터 다이내믹 링크 라이브러리를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한 도면;

도 23a 내지 도 23d는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방법을 예시한 플로우차트;

도 2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의 정의에 포함된 함수, 프로세스 및 프로덕트(예컨대, 툴)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능적인 블록도;

도 2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제공된 함수 오버뷰 인터랙티브 페이지(functions overview interactive page)의 예

시를 도시한 도면;

도 2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제공된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프로세스 정의 영역부의 예시를 도시

한 도면;

도 2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함수 라이브러리로부터 프로세스 단계의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예시하는 예시적인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도시한 도면;

도 2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프로세스 정의 영역에서의 프로세스 단계

들의 링킹(linking)을 예시하는 예시적인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도시한 도면;

도 29는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스 단계의 요소에 대하여 조건문이 정의될 수 있는 예시적인 인터

랙티브 페이지부를 도시한 도면;

도 3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제공된 프로덕트 정의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예시를 도시한 도면;

도 3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제공된 데이터 수신지 정의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예시를 도시한 도면;

도 3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제공된 프로덕트 선택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예시를 도시한 도면;

도 3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제공된 함수 템플릿 파일 페이지의 컨텐트의 예시를 도시한 도면;

도 3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제공된 함수 세팅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예시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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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프로세스 테스터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도시한 도면;

도 3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스 테스터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데이터-파퓰레이티드(data-populated) 디

자인 영역의 예시도;

도 37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접속부(connection) 정의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예시를 도시한 도면;

도 3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예시한 도면; 및

도 3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 모듈,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 및 라우터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도

면이다.

실시예

본 출원은 2002년 3월 25일에 출원된 'Method and System for Enterprise Data Quality Management'라는 제목의

미국 가출원 제60/366,547호를 우선권 주장하고, 그 전체 내용을 본 명세서에서 그 전체가 설명된 것처럼 참고문헌

으로 채택한다.

본 발명은 예시적인 실시예들과 연계되어 설명될 것이지만,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술된 예시들의 대안예, 수정예 및 균등물 또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아래에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일부 정의되어 있다.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1 

이상의 실시예가 기업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지만, 데이터 품질 관리에 포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포함하여 또는 그 이외에 어떠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도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상기 시스템 및 방법은, 예컨대 기업을 통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데이

터 에러들을 검출, 보정 및 보고하기 위한 단계들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의 정의, 작성 및 실행 단계들에 

대한 상호교환가능한 라우터 및 서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 비즈니스 조직체를 포함하는 지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상이한 장소에 위치한 다수의 컴퓨팅 노드(computing node)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컴퓨팅 노드들은 인트라넷,

인터넷, 임대 전화 또는 데이터 라인, 무선 네트워크 또는 이들의 소정 조합(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과 같은 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기업을 통한 인터-노드 통신(inter-node communication)에 상호접속될 수 있다. 기타 것들간에 상기

방식들 중 어떠한 것으로 연결되더라도, 기업과 연관된 사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및 함수들이 존재하는 노

드 또는 노드들의 물리적인 장소에 관계없이 기업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및 함수들에 대하여 투명한 버추얼 액세스

(transparent, virtual access)를 얻을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 채택된 또는 구현되

는 시스템의 예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ETL(Extract, Transform a

nd Load) 클라이언트(102),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클라이언트(103),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클라이언트(104) 및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클라이언트(105)(이들에 국한되지는 않

음)와 같은 1 이상의 추가 클라이언트들에 결합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업 비

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또한 SCM(Supply Chain Manager) 클라이언트(도시안됨)와 같은 또 다른 추가 클라

이언트들에 결합될 수도 있다. 각각의 추가 클라이언트들은 1 이상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나아

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또한 정보 데이터 스토어(106)와 플랫 파일(flat file) 데이터 스토어(107), 1

이상의 메인프레임(108) 및 인터넷(109)에 결합될 수도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

1)는 또한 콜 센터 단말기(들)(110), 데이터 엔트리 단말기들(111), 로컬 사용자 단말기(들)(112) 및 원격 사용자 단

말기(들)(113)과 같은 1 이상의 단말기에 결합될 수도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

는 기업 데이터 품질 관리의 정의 및 실행을 허용하도록 구성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 또는 기업 데이터 품질 

서버일 수도 있다.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인터넷,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인트라넷 및/또는 PSTN, 무선 네트워크 또는 그것의 소정 조합과 같은 상호접속된 네트워크들의

네트 워크(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를 포함하는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들을 이용하여, 추가 클라이언트(102-105), 데

이터 스토어(106, 107), 메인프레임(108), 인터넷(109) 및 단말기(110-113)들을 포함하는 기업 노드들과 통신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거래 관련 데이터 뿐만 아니라 에러 리포트들을 최

소로 수신 및 전송하기 위하여 1 이상의 상기 기업 노드들과 통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클라이언트(102-105)들은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서버 어플리케이션의 클라이언트부(이것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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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음)와 같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 소스도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예컨대 기업

의 함수 또는 1 이상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호스팅(host)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들은 기업 방화벽에 

대해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할 수 있다.

상기 ETL 클라이언트(102)는, 조직체가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 세트들을 추출하고, 상기 데이터를 또 다

른 데이터 소스로 매핑하며, 필요하다면 상기 데이터를 변환(transform)하고, 데이터 소스들을 정리하며, 상기 데이

터를 수신지 소스 또는 소스들로 로딩시킬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ETL 클라이언트(102)는 주로 일괄 처리

지향형(batch processing oriented)일 수 있으며, 데이터가 그 소스로부터 그 수신지로 전달됨에 따라 변환 및 매핑

이 수행되는 허브 아키텍처(hub architecture)를 활용할 수 있다.

상기 EAI 클라이언트(103)는 기업 거래들이 조직체/기업 내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다른 어플리케이션으

로 통과(pass)하고, 하나의 조직체로부터 EAI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파트너 조직체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EAI 클라이언트(103)는 허브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 거래들과 연관된 데이터를 매핑 및 

변환하기 위한 능력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ERP 클라이언트(104)는 계획, 제조, 판매 및 마켓팅 활동들을 포함하는 다수 국면의 비즈니스 또는 기업을 통합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ERP 클라이언트(104)는 허브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활동들과 연관된 데

이터를 매핑 및 변화시키기 위한 능력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CRM 클라이언트(105)는 헬프-데스크(help-desk) 소프트웨어, 판매, 마켓팅, e-메일 오거나이저 및 웹 개발 어

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자식 툴들을 이용하여, 조직체/엔티티 및 그 소비자들 사이의 다수 형태의 인터랙

션을 관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CRM 클라이언트(104)는 허브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와 연관된 

데이터를 매핑 및 변환시키기 위한 능력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ETL 클라이언트(102), EAI 클라이언트(103), ERP 클라이언트(104) 및 CRM 클라이언트(105)를 포함하는 추가 기

업 클라이언트들은, 각개의 서버 어플리케이션 각각에 대해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벤더-특정 어플리케이션 품질 점검

프로세스들을 각각 포함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상기 ETL 클라이언

트(102), EAI 클라이언트(103), ERP 클라이언트(104) 및 CRM 클라이언트(105)를 포함하는 추가 기업 서버들과의 

정보 교환을 위하여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을 포함할 수도 있다. 기업 비즈니

스 프로세스 서버(101)와 추가 클라이언트들 간에 교환된 정보는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로부터의 

명령 또는 요청들을 포함하여, 예컨대 데이터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들과 같은 1 이상의 특정 프로세스들 또

는 프로세스(들)의 함수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교환된 정보는 또한 어플리케이션 품질 점검 프로세스들 또는 함수

들에 의해 출력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TCP/IP 통신 인터페이스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가

기업 네트워크 상의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라도 직접 접속되도록 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TCP/IP 통신 인터페이스

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가 예컨대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 어플리케이션들에 접속되도록 할 수도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정보 데이터 스토어(106) 및 플랫 파일 데이터 스토어(10

7)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상기 정보 데이터 스토어(106) 및 플랫 

파일 데이터 스토어(107) 내에 포함된 정보를 액세스, 저장 또는 선택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 스토어 스크립트(

script)들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데이터 스토어 스크립트들은, 예컨대 (ColdFusio

n� 데이터 스토어 관리 시스템에 따른) Transact� SQL 뿐만 아니라 SQL 버전 7.0 데이터 스토어 관리 시스템 문

의 언어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래밍 문장들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Oracle� 또는 IBM DB2�로부터 이용가능한 

것들(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포함하는 여타의 데이터 스토어 구현예들이 가능하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그 내부 에 저장된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와 정보 데이터 스토어(106) 및 플랫 파일 데이터 스토어(107)에 결합된 기업 데이터베

이스 서버(도시안됨)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정보 데이터 스토어(106)는 예컨대 SQL과 같은 계층적 데이터 스토어

관리 시스템 포맷에 따라 배치된 기업 어플리케이션 또는 거래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플랫 파일 데이터 스

토어(107)는 기업 어플리케이션 또는 거래 비계층적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또한 상기 기업 내의 1 이상의 메인프레임(108)에 결합될 수도 있다. 상기 메인

프레임(들)(108)은 예컨대 레거시 페이롤(legacy payroll) 또는 어카운팅 시스템(accounting system)들과 같은 조직

체 또는 기업 어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LAN(Lo

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전용 지상 통신선 또는 그 조합에 의해 서로 통신할 수 있다.

나아가,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또한 LAN, WAN, 전용 지상 통신선, 인트라넷, 

인터넷, 무선 네트워크 또는 그 조합을 통해 콜 센터 단말기(들)(110), 데이터 엔트리 단말기들(111), 로컬 사용자 단

말기(들)(112) 및 원격 사용자 단말기(들)(113)과 같은 1 이상의 단말기에 결합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상기 기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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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1 이상의 단말기(110-113)들로부터 거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예컨대 인터넷(109)을 이용하여 1 이상의 원격 단말기(113)들에서 사용

자들과 통신할 수도 있다. 1 이상의 실시예 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웹 브라

우저 또는 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웹 브라우저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고, 예컨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들과 통신할 수 있다. 웹 브라우저는 예컨대 (컴퓨터 마우

스와 같은) 포인팅 디바이스에 의해 선택되거나 사용자에 의해 타이핑되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네비게이션하는 방식

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웹 브라우저는 예컨대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또는 FTP(File T

ransfer Protocol)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한 H

TML 포맷된 문서, 평문서, 그래픽 이미지 및 XML 문서들과 같은 다양한 컨텐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을 예시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설비(200)는 프로세서(210), 메모리(220), 시스템 인터페이스(230), 사

용자 인터페이스(240) 및 요소(210-240)들을 함께 결합시켜 상기 요소들간의 협조 및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데

이터/제어 버스(250)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메모리(220)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과 연관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의 니즈에 따라 대안적인 구

성예들을 활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230)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를 포함하여 상기 

설비(200)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 활용된 데이터(예를 들면, 추가 기업 서버들로부터 공급된 

거래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성요소들과 통신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210)는 상기 메모리(220)로부터 페치(fetch)된 명령어를 토대로 다른 요소(220-250)들의 동작을 제

어한다. 상기 명령어들은 본 명세서에 설명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 및 방법의 동작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시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로서 구현되거나 또는 그것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메모리(220)는 상기 코드를 포함

할 수 있고,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에 의해 활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를 위한 저장 영역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프로세서(210)는 명령어들을 페칭하고, 그들을 디코딩하며, 예컨대 메모리(220)로부터 또는 메모리(

220)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시스템 인터페이스(230) 혹은 (예컨대, 입력 또는 출력 정보에 대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240) 등과 결합하여 작업하도록 다른 요소(120-150)들에 작용 또는 명령할 수도 있다.

상기 프로세서(210)는 실제로 2 이상의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도 있다. 상기 프로세서(210)는, 상기 메모리(220)로부

터 페칭된 명령어들을 토대로, 다른 요소(220-250)들의 동작을 제어하도록 작동될 수 있다. 제어는 프로세서(210) 

예컨대 중앙처리장치 또는 여타의 유사한 디바이스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기 프로세서(210) 및 메모리(220)는, 단말기 스크린 상에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포함하고, 사용자 인

터페이스(240)가 로컬 단말기(112)와 원격 단말기(113)와 같은 사용자 단말기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네트워크에 결

합되는 1 이상의 서버들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240)는, 예컨대 단말기 디스플레이, 키보드 및 마우 스, 프린터 등과 함께 동작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더욱이, 사용자 인터페이스(240)는 사용자가 정보를 입출력하기 위한 스피커 및 

마이크로폰(도시안됨)을 포함할 수도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240)는 프로세서(210)와 연계하여 작동하여, 사용자

로 하여금 후술되는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세서(210)에 의해 사용되고 메모리(220)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들과 상호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예컨대 적절하게 프로그래밍된 범용 컴퓨터의 일부분으로서 구현될 수 있

다. 상기 시스템은 예컨대 ASIC 내에서 물리적으로 별개인 하드웨어 회로들로 구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시스

템(100)의 특정 형태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예(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기

업 비즈니스 관리 시스템(100)이 범용 컴퓨터, 예컨대 개인용 컴퓨터 상에서 구현가능한 것으로 기술되었지만, 상기 

시스템은 시스템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가 1 이상의 서버 상에 저장되는 네트워크 환경에 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서버(101)를 다운시킬 필요없이 사용자(

예컨대, 관리자)로 하여금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세스들 또는 단계들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아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큰 용량의 데이터의 처리를 위하여 그리고 서버 어레이 또는 클러스터(se

rver array or cluster) 환경 내에서 용이하게 기능하기 위하여 스케일가능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

즈니 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예컨대 Microsoft Windows TM NT에서 동작가능한 개인 컴퓨팅 플랫폼을 포함할 수

도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가 본 명세서에 기술

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도록 하는 일련의 프로그래밍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1 이상의 어

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특히, 1 이상의 실시예에서, 도 3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의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300)의 기능적인 블록도를 예시한다. 도 3을 참조하면,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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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300)은 코어 아키텍처(301), 한 세트의 사전정의된 뷰 툴(302), 개발자의 킷(303) 및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인터페

이스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304)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코어 아키텍처(301)는 1 이상의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또는 거래 데이터를 획득하고, 에러들에 대한 획득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출된 에러들을 로깅

하며, 특별히 요청된 뷰에 따른 1 이상의 에러 리포트를 생성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래밍된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

다.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300)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존재하는 1 이상 타입의 에러들의 발생에 대하여

, 1 이상의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특정 타입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디자인된 1 이상의 

함수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300)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내부 품질 점검 프로

세스들 또는 1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의 내부 프로세스들의 특정 세트의 함수들의 실행을 요청하면서, ETL 서 버(102)

, EAI 서버(103), ERP 서버(104) 및 CRM 서버(105)를 포함하는 1 이상의 추가 기업 서버들에 대해 전송될 요청을 

발생시키는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명령/요청(예컨

대, 함수 호출 또는 프로시저 호출/RPC(Remote Procedure Call))을 전송하고, 연관된 서버로부터 TCP/IP 인터페이

스를 통해 응답들을 수신할 수 있다. 상기 코어 아키텍처(301)는, 다중-스레드(multi-thread)되지 않는 임의의 레거

시 어플리케이션을 다중-스레딩 능력을 갖도록 자동 변환(convert)시키는 다중-스레디드 관리 층을 포함할 수도 있

다.

일 실시예에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모듈(304)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인터페이스 모듈(예컨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인터페이스 또는 BAI)을 구현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된 명령어들의 시퀀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명령어들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버(101)에 의한 실행 시에,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버(101)가 인터랙티브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과의 사용자 인터랙션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비

즈니스 애널리스트 모듈(304)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1 이상의 프로세스 단계들을 실행할 때,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

스 서버에 의해 달성될 특정 동작을 나타내고, 프로세스 단계들이 예컨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그래픽적으로 표현

되도록 작동가능한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모듈(304)은 개발자의 킷(303)에 

대한 오버레이 어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모듈(304)은 또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

가 예컨대 데이터 스토어(106)와 같은 데이 터 스토어로부터, 인터페이스 모듈과의 사용자 인터랙션에 의해 정의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명령어들의 시퀀스를 검색, 작성 및 컴파일하도록 작동가능한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스템(100)은 1 이상의 에러 리포트의 형태로 에러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에러 리포트들은 다양한 뷰에 따라 제시될 수 있다. 사전정의된 뷰 툴(302)들은 사전정의된 세트의 뷰에 따라 

제공된 1 이상의 에러 리포트들과 연관된 프로그래밍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정의된 뷰 툴들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가 매니저의 뷰에 대한 데이터 소스용 에러들의 수치 계수(numeric count)를 포함

하는 에러 리포트를 출력하도록 하는 명령어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시적인 뷰 및 리포트들이 후술된다.

상기 개발자의 킷(303)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스템(100)의 사용자 또는 그 지정된 제3자가 특정 데이터, 소스,

에러 신드롬들을 분석하거나 또는 사전정의된 뷰 툴(302)들의 세트 이상의 맞춤형 리포트(customized report)들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뷰 툴들을 생성하고 사용하는데 유용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포함할 

수도 있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에 의해 지원되는 뷰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에 따라 구현될 수 있다.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300)을 포함하는 프로그래밍된 명령어들은, 일반적인 Microsoft� C(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와 같 은 포터블(portable) 소스 코드로 구현될 수 있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클러스터 및 서버 

어레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캡슐화된(encapsulated) 서버 디자인에 따라 구현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 비즈니스 프

로세스 서버(101)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하여 신뢰성 및 스케일성(scalability)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태 

아키텍처 접근법(stateless architecture approach)에 따라 구현되어,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 및 높은 이용가

능성에 대한 제3자 기술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샌드박스(sand

box) 기술'을 활용하여(즉, 예컨대 별도의 스레드를 통해 각각의 세션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프로세스 동기화 및 격리

기술의 조합의 사용), 멀티-스레드되지 않은, 심지어는 스레드-없는(thread-safe) 레거시 기술이 실시간, 병렬 처리 

환경에 신속하고도 신뢰성 있게 부가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라 예상된 데이터 소스/수신지, 프로덕트 및 프로세스들 간의 관계를 예시하는

기능적인 블록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1 이상의 데이터 소스/수신지(

305)로부터 기업 어플리케이션 또는 거래 데이터를 수신하고 1 이상의 데이터 소스/수신지(305)로 전송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에러의 검출을 뒤따르는 보정된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수

신지(305)(예컨대, 데이터 소스/수신지 1 내지 K)에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1 

이상의 프로덕트(315)(예컨대, 프로덕트 1 내지 M)로부터 프로세스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프로덕트(315)는 한 함수

또는 함수들의 세트를 포함 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함수는 한 값 또는 값들의 세트로 복귀(return)하는 라

이브러리 내의 루틴(routine)일 수 있다. 또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1 이상의 프로세스(310)를 포함

하거나 액세스하여, 예컨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데이터 품질 보증 함수들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예컨대, 프로세스 

1 내지 N).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각각의 프로세스(310)를 개별적인 에러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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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에 제공할 수 있다. 생성된 임의의 에러 로그(325)를 포함하는 각각의 프로세스(310)로부터의 결과들은, 로그 데

이터 스토어(320)(이는 도 5에 대하여 기술된 데이터 스토어(160)일 수도 있음)를 사용하여 저장 및 유지될 수도 있

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소스) 또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특유의 프로세스에서의 제한되지 않은 개수의 상이한 벤더의 프로덕트들을 활용하도록 디자인된 아키텍

처를 포함할 수도 있다. 특히,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다양한 플랫폼 상의 상이한 벤더의 프로

덕트들을 활용하고 이들 프로덕트들이 전체 기업에 걸쳐 사용되도록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의 개별적인 

프로세스 단계들에서 생성, 실행, 관리 및 보고하는 특유의 프로세스를 프레임워크(framework)에 제공할 수 있다. 기

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멀티-벤더 환경에서의 각 단계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품질의 아카이빙(arc

hiving) 또는 로깅(logging)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어플리케이션 내에

서 임의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소스) 또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특유의 프로세스에서 의 다수의 벤더의 프로덕트들

의 사용에 대한 관리, 추적 및 보고를 허용할 수도 있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한 프로세스에

서의 상이한 세팅과 동일한 또는 다수의 벤더들로부터의 동일한 함수들의 활용을 제공할 수도 있다. 상기 기업 비즈

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예컨대 데이터 품질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특정 국면에 관하여 기업 및 조

직체 내에서 개인, 비즈니스 유닛 또는 특별한 고객층의 성과(performance)에 대한 상이한 뷰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예컨대 데이터 품질 이슈와 같은 특정 기업 이슈를 취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함수 및 설정치들의 선택을 위하여 상이한 벤더들로부터의 다양한 함수 및 설정치들의 효율성의 비교

들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데이터 품질 툴 및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들과 같은

멀티-벤더 어플리케이션들의 빠른 구현을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를 호스팅하는 동일한 플랫폼 상에서 

또는 현 컴퓨터 플랫폼 상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툴들이 사용되도록 하는 벤더 독립형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정의된 시스템(100)에서의

다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의 함수들의 재사용을 제공할 수 있다.

도 5는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설비를 예시한다. 특히,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스템(100)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 뿐만 아니라 데이터 스토어(160) 및 뷰 엔진(170)도 포함할 수 있

다. 상기 데이터 스토어(160)는 단일 데이터 스토어일 필요는 없으며, 수 개의 데이터 스토어들을 함께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데이터 스토어(160)는,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Database) 또는 Summary Da

tabase(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일 수도 있다. 상기 데이터 스토어(160)는 수 개의 뷰(400) 중 하나에 따라 에러 리포

트를 생성하도록 뷰 엔진(170)에 의해 사용된 포맷팅 명령어 및 룰(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뷰 엔진(170)은 포맷팅 명령어들의 시퀀스를 데이터 스토어(160)로부터 획득하고, 이렇게 얻어진 명

령어들을 연관된 뷰(400)에 따라 에러 리포트를 생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각각의 뷰(400)는

포맷팅 명령어들의 특정 세트와 연관될 수 있다. 상기 포맷팅 명령어들은, 뷰 엔진(170)이 원하는 뷰에 따라 요청된 

에러 리포트를 포함하는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렌더링(render)하도록 디자인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

e) 또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명령어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예컨대 웹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단말기(112 또는 113)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페이지 또는 월드 와이드 웹 페

이지일 수 있다.

도 5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최종 사용자 뷰, 개발자 뷰, 관리자 뷰 및 경영

간부진 뷰(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를 포함하는 몇 가지 상이한 뷰(400)들을 제공할 수 있다. 예시적인 뷰(400)들을 

이하 도 7 내지 도 10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조직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의 효율성의 측정 및 관리를 허용하도록 

조직체의 상이한 레벨에 대하여 한 프로세스에서의 각 단계의 결과들의 상이한 뷰(400)들을 생성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상이한 뷰(400)들에 대한 그래픽 정보를 생성하는 가시화

(visualization)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그래픽 정보는 분석 툴, 통계학적인 정보, 데이터 추적, 비용 

분석 및 1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품질에서의 에러들의 감소 시에 조직체의 상이한 레벨들의 결과들의 영향의 

표시를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뷰(400)들에 따른 에러 리포트들의 생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스토어(160)(이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처리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머리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음)는 데이터 스토어(160)에 포함된 정보가 데이터가 얻어진 

데이터 소스/수신지(305), 프로덕트(315) 또는 프로세스(310)에 관계없이 임의의 뷰(400)의 생성을 위한 뷰 엔진(17

0)에 의해 동등하게 액세스가능한 일관된 방식(consistent manner)으로 포맷팅 및 배치되는 '싱글 뷰(single view)'

에 따른 에러 리포트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모든 데이터 소스로부터 한 프로세스에서의 각 단계의 결과들을 로깅(lo

g)할 수 있다. 이러한 로그는 데이터를 보낸 사람, 프로세스의 각 단계 시에 발생된 것 및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에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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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전송된 곳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로그는 뷰 엔진(170)으로 직접 공급될 수 있는데, 이는 다수의 뷰

들의 렌더링을 위한 그래픽 리포팅 시스템일 수 있 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뷰 엔진(170)은 경영간부진, 관리자, 최종 사용자 및 프로세스 개발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

용자들에게, 그들, 그들의 부서, 조직체 또는 프로세스들이 수행되는 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픽 리포트들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1 이상의 실시예에서, 뷰 엔진(170)은 다음과 같은 뷰(400), 예컨대 경영간부진, 관리자, 사용

자 및 개발자들을 위한 뷰들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간부진 뷰는 전체 조직체에 대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그래픽 리

포트들을 제공한다. 경영간부진은 데이터 품질 이슈의 성과 및 근거를 비교하기 위해 조직체 내의 모든 계층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경영간부진은 또한 관리자 및 사용자 리포팅 모듈에 대한 액세스를 가진다. 관리자 뷰는 관리자의 조

직체(들) 및 부서(들) 내의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그래픽 리포트들을 제공한다. 관리자들은 비즈니스 유닛 및 부서들

의 성과를 살펴보고, 예컨대 데이터 품질과 같은 이슈들의 성과 및 근거들을 비교할 수 있다. 사용자 뷰는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그래픽 리포트들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특정 문제들을 살펴보고, 프로세스 

내의 각 단계의 결과 코드 및 입출력 데이터를 리뷰할 수 있다. 개발자 뷰는 모든 프로세스 및 단계들의 결과에 대한 

그래픽 리포트들을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상기 결과를 분석하고 상기 프로세스에 변화를 주어 결과를 향상시키게 된

다. 개발자들은 함수들의 시퀀스를 재조정하고, 함수들을 소거하며, 다른 벤더들로부터의 함수들을 활용하고, 상이한 

벤더들로부터의 신규 함수들을 추가하며, 신규 함수들 자체를 생성할 수 있다.

뷰 엔진(170)은, 인증(validate)/보정되고 또한 인증/보정되지 않은 데이터의 금전상의 영향을 부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통계학적인 모델링 패키지들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뷰 엔진(170)은 예컨대 버지니아주 Dulle

s의 Illumitek TM 사의 그래픽 모델링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도 6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는 분석의 구현에 관한 상세도이다. 기업 데

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100)은, 기업 네트워크내에 존재하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덕트내에서 이용가능하고 

또한 외부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함수 및 세팅 또는 그 서브세트를 이용하여, 각 어플리케이션 또는 그 어플리케이

션으로부터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특유의 프로세스의 생성을 제공할 수 있다. 각 어플리케이션 또는 소정 어플리케이

션내의 데이터 세트는 특유의 니즈를 충족시키키에 적절한 시퀀스내에서 모든 함수 및 세팅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단계의 수에 제한 받지 않고 구성될 수 있다. 각 단계는 하나의 함수 및 세팅 또는 특정 벤더로

부터의 일련의 함수들 및 세팅들에 대응할 수 있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멀티-벤더 프로세스

에서 모든 단계의 결과들을 저장(archiving)하고 로깅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로그 파일은 텍스트 파일 또는 데이

터 스토어로 자동적으로 로깅될 수 있다. 특히, 에러들이 프로세스 레벨에서 판정되고 로깅될 수 있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멀티-벤더, 즉 다-단계 프로세스에서 각 벤더의 함수 및 세팅의 강점 및

약점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비즈니스 프로세

스 프로젝트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다수의 벤더로부터의 함수 및 프로덕트 설치하는 방법론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

스 벤더 프로덕트, 고객 코드들 또는 서비스들을 포함해 추가 기업 서버들 또는 어플리케이션내에 포함된 모든 함수

들로 접근하는 사용자들을 허용하는 동안에 독립적인 벤더일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바와 같이 함수 지향 접근

법(function oriented approach)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예를 들어 각 데이터 세트 및 데이터 소스의 니즈에 합당하다

고 판정된 여하한의 오더(order)대로 상이한 벤더들로부터 데이터 품질 함수들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함수들을 

시퀀스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도 11에 대하여 서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 소스내에서 각 데이터 세트에 대한 특유

의 프로세스(310) 및 단계를 수립할 수 있다.

벤더는, 예를 들어 소비자 이름 및 비즈니스의 요소(element)들을 식별하고 별개의 필드로 구별하며; 어드레스의 각 

요소를 식별하고, 구별하며, 인증하고(validate), 보정하며; 온-라인 거래 및 일괄 처리를 위해 논-네임(non-name) 

및 어드레스 정보를 식별하고, 구별하며, 인증하고, 보정하며, 변형하고; 상이한 기록 및 상이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

이터를 병합하며; 원래 데이터에 추가 데이터를 덧붙이고; 및 그 개인 또는 클라이언트의 뷰 또는 단일 기록을 생성하

는 기능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일 수 있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 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는 데이터에 포맷을 지정

할 수 있고, 또한 각 단계에서 이용가능한 툴로부터 특정 함수(들) 및 세팅(들)을 호출함으로써 프로세스내에 개별 단

계를 생성할 수 있다. GUI는, 예를 들어 Java� 명령어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사용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완

전히 정의되고 완료될 때까지 단계를 생성하는 연습을 반복할 수 있다. 프로세스는 단일 단계가 다-단계 서브 프로세

스를 나타낼 수 있는 계층적인 방식(hierarchical fashion)으로 표현되고 시각화되며 네비게이션될 수 있다. 프로세스

도시 및 기술은 프린터와 같은 여타의 출력 장치상에 표시될 수 있다. 프로세스 도시 및 기술은 워드 프로세서, 플로우

차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브라우저와 같은 외부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시각화되고 조작되도록 익스포트(export)

될 수 있다. 그 후, 사용자는 프로세스의 결과들에 대해 수신지(들)를 식별하고 또한 어떤 정보가 각 수신지로 전달되

어야 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 프로세스내의 각 단계의 결과들은 텍스트 파일 또는 데이터 스토어로 로깅될 수 있다.

텍스트 파일 또는 데이터 스토어내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그래픽 기록을 생성하기 위해 시각적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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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뷰 엔진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분석 정보, 통계 정보, 데이터 트랙킹, 비용 분석 및 조직체내에서의

상이한 레벨에 대한 데이터의 영향(impact)을 포함한다. 이 정보는, 예를 들어 데이터 품질 프로그램과 같은 기업 비

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39는 일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 모듈(304)과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 버(101)와 라우터(3905)간의 관계를 도

시한다. 도 39를 참조로, 예를 들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입력 데이터(605)는 기업 비

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하여 수신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입력 데이터(605)는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정하는 프로세스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입력 데이터(605)가 적용된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

101)는 입력 데이터(605) 프로세스 식별자를 검출하고 라우터(3905)의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입력 데이터(605)

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라우터(3905)는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통합된 명령

어 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예를 들어, 프로세스(1, 2, 3)는 도 39에 도시되어 있다).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명

령어는 프로세스 단계를 실행하는 라우터(3905) 외부에 상주하는 툴(3910)(즉, 함수) 및 라우터(3905) 외부에 존재

하나 라우터(3905)상에 상주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획득된 툴(3910)에 대한 호출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라우터(3905)는 라우터(3905)에 대한 신규 버전 또는 로드가 현 라우터(3905) 버전을 대신할 

수 있으며 서버를 다운(즉, 서비스 중단)시킬 필요 없이 서비스하게 될 수 있고 데이터 트래픽을 핸들링할 수 있는 교

환가능한 라우터일 수 있다. 라우터(3905)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에 의하여 제공되는 현 액티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명령어 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 신규 라우터(3905) 버전은 신규 또는 수정된 비즈니스 프

로세스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 핸들링을 시작하도록 작성될 수 있고 서비스하게 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인터페이

스 모듈(304)은 함수 정보에 입력된 사용자에 응답하여 신규 또는 수 정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명령어 세

트를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는,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 모듈(304)에 의하여 제공되는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이용하여 함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현 라우터 버전을 신규 라우터 버전으로 대체한 후에, 입력 데이터(6

05)가 신규 라우터 버전에 따라 핸들링될 수 있다. 또한, 현 라우터 버전을 신규 라우터 버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들은 본 명세서의 도 23a 내지 도 23d에 기재되어 있다.

도 6을 참조로, 방법(600)은 605에서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서 시작할 수 있

다. 입력 데이터(605)는 데이터 소스/수신지(305)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610로 진행될 수 있으며, 여기서 입력 데이터가 프로세스 라우터로 전달될 수 있다. 프로세스 식별자에

기초하여, 프로세스 라우터는 입력 데이터를 특정 프로세스(310)(예를 들어 프로세스 X)로 지향시킬 수 있다. 1 이상

의 실시예에서, 프로세스 라우터는 서버(101)를 다운시키지 않고 프로세스 및 단계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수정될 수 

있게 한다(즉, 교환가능한 또는 핫 스왑퍼블(hot swappable) 라우터).

그 후, 제어는 615로 진행될 수 있으며, 여기서 프로세스(310)(예를 들어 프로세스 X)는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고 다

단계 프로세스에서 상기 데이터를 각 단계로 전달할 수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례는, (특정 기업 어플리케이션

과 연관된 데이터 소스/수신지(305)로부터 획득된) 거래 데이터가, 예를 들어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데이터

베이스와 같이 트러스티드 소스(trusted source)와 비교되는 어드레스 인증 연산(address validation operation)과 

같은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이다. 그 후, 제어는 620에서 제2단계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후 635에서 후속 단계(예를 

들어 단계 N)로 진행될 수 있다. 프로세스(310)내의 각 단계 후에, 단계의 결과들은, 예를 들어 에러 로그(315)와 같

은 로그(630)로 입력될 수 있다. 에러 로그(315)와 프로세스(310)의 각 단계의 결과들은 데이터 스토어 160과 같은 

데이터 스토어 625에 키핑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데이터 스토어 625(및 데이터 스토어 160)는 OLAP(O

n-Line Analytical Processing Database) 또는 Summary Database일 수 있으나 이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로깅

은 서버로깅(예를 들어 서버에 의하여 수신된 모든 거래의 로깅, 서버 통계(server statistics)의 로깅) 및 프로세스 로

깅(예를 들어 거래 데이터 및 프로덕트 능력에 관한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내에서의 각 단계의 상세화된 로

깅)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스(310)내의 최종 단계가 완료된 후에, 제어는 640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여기서 프로세스 결과들이 출력 데

이터 구조체에 적용될 수 있다. 그 후, 출력 데이터는 데이터 소스/수신지(305)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후 처리는 방

법(600)에 대해 종료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프로세스(310)는 ROME-ID, ROME_TIME, SECT_CODE, SOUCE_DEST, SUB_SOURCE_D

EST, RETURN_CODE 및 INPUT COMPONENT 1-N과 같은 필드를 포함하나 이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프로

세스(310)에서의 각 단계는 ROME_UID, ROME_TIME, PRODUCT_ID, PRODUCT_RC, STEP_ID 및 OUTPUT CO

MPONENT 1-M과 같은 필드를 포함하나 이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각 데이터 패킷은 동일한 데이터 패킷 의 다

중 서브미션(submission)의 결과들을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유의 식별자(예를 들어, 'ROME_ID')를 가질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여 본 명세서에서 이미 서술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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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101)는 1 이상의 뷰(400)에 따라 에러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실행 

뷰에 대한 에러 리포트의 일례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행 뷰(700)는 기업의 다양한 부서(705)에 대한 데이

터 에러 정보를 제공하는 1 이상의 에러 리포트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7에 도시된 예시적인 경영간부진 뷰(

700)는, 예를 들어 데이터 품질과 같이 기업의 애스펙트(aspect)에 요청 사용자(requesting user)(예를 들어 기업 간

부) 시각성을 주어, 예를 들어 마케팅, 금융, 판매, 개발, 웹 및 고객 기원 부서를 포함하는 부서(705)에 대한 에러 리

포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올바른 조취가 취해질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올바르지 않거나 에러가 있는 기록

들은 그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과 또한 그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도록 표시될 수 있다.

특히, 에러 리포트는 차트(715, 720)와 같은 툴, 주어진 세트의 기업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또는 거래 데이터내에서 

검출된 에러들의 랭킹 또는 통계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수 및 그래프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 이상의 실

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제한되지는는 않으나 상이한 부서(705)

내에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검출된 데이터 에러(720)의 랭킹, 부서(705) 안팎으로의 데이터 거래용 트래픽 세기 

표시자(710), 시 간 대 각 부서에 대한 생산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생산성 차트, 및 부서(705)에 대한 데이터 품질과 

연관된 강점, 약점, 비용 및 이득의 프로세스 에러 분류(725)과 같이 요청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프로

세스를 실행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도 8 내지 도 10은 각각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고객 지원 뷰(800), 개인 뷰(900), 관리자 뷰(1000)

에 대한 에러 리포트의 예시이다. 도 7에 나타낸 것과 동일한 참조부호를 포함하는 항목들은 그것에 관하여 이미 서술

된 바와 같다.

특히, 개인 뷰(900)의 경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예를 들어 요청 사용자에게 특정 개인으로 

인한 데이터 오차에 대해 시각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9는 특정 개인과 연관된 강점, 약점, 비용 및 이득에

관한 프로세스 에러 분류(725), 개인(905)이 범한 에러 타입(910) 및 개인(905)으로 인한 시간 대비 에러의 수(915)

를 도시한다. 도 9에서의 에러 리포트의 예시 에러 분류(725)는, 개인(905)이 어드레스 정보를 입력하는데 있어서 강

하고(즉, 에러를 거의 범하지 않음) 이름을 입력하는데 있어서는 취약(즉, 에러가 많음)하며 상이한 시간 주기에 있어

서 80, 74 및 22 에러를 범했고 데이터 에러들의 결과로서 기업은 $800의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관리자 뷰(1000)의 경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요청 사용자(예를 들어 기업 관리자)

에게 특정 개인(905) 및 그룹으로서의 개인으로 인한 데이터 오차에 대한 시각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0

은 다수의 개인(905)과 연관된 강점, 약점, 비용 및 이득에 관한 프로세스 에러 분류 (725), 각 개인(905)이 범한 에러

타입(910) 및 그룹으로 인한 시간(예를 들어, 시각) 대비 오차의 수(915)를 도시한다. 또한, 시간 주기당 비용에 관한 

차트(1005)는 각 개인(905)으로 인한 데이터 오차들에 대해 기업에게 발생된 일일 비용을 나타내는데 제공될 수 있

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를 통해 사용

자(예를 들어, 관리 사용자)에게 실행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310)를 생성하고 수립하도록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도 11은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라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에 대해 예시적인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

를 수립하는 방법(1100)의 플로우 차트이다. 방법(1100)은 프로세스(310)를 생성하도록 요청된 사용자를 수신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해 1105에서 시작할 수 있다. 사용자는, 예를 들어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

케이션(300)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 의하여 제공되는 인터랙티브 페이지상에 포함된 관련 하이퍼링크를

선택하기 위해 포인팅 디바이스(pointing device)를 이용함으로써 프로세스(310)를 생성하도록 요청을 입력할 수 있

다.

그 후, 제어는 1110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가 프로세스 이름을 생성하고 

프로세스(310)에 대해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도록 사용자를 프롬프트할 수 있다. 도 12는 사용자가 프로세스 이름, 수

신지, 기술 및 연관된 데이터 소스(305)를 입력할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

랙티브 페이지(1200)의 일례이다.

그 후, 제어는 1115로 진행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필요에 따라 신규 데이터 소스

(305)에 입력하도록 사용자를 프롬프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신규 데이터 소스(305)를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응

답하는 경우, 제어는 1120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사용자가 데이터 소스

(305)를 추가하도록 인터랙티브 페이지(1300)를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다. 도 13은 데이터 소스 이름, 수신지, IP 어

드레스, 포트 넘버 및 플랫폼 식별자(이러한 것들로 제한되지는 않음)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여 데이터 소스(305)를 

추가할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하여 제공된 인터랙티브 페이지(1300)의 일례이다.

그 후, 제어는 1125로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프로세스(310)에 입력 패킷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자를 프롬프트할 수 있다. 도 14는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제한되지는 않는 입력 요소 이름,

형식, 길이 및 기술과 같은 속성 정보(attribute information)를 입력하여 입력 패킷을 생성할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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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하여 제공된 인터랙티브 페이지(1400)의 일례이다. 입력 요소 형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제한되지는 않는 불란, 캐릭터, 더블 캐릭터, 와이드 캐릭터(UNICODE), 부동 소수점 십진수, 정수, 긴 정수, 짧은 정

수와 같은 입력 패킷에 대해 데이터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1130으로 진행될 수 있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프로세스(310)에 출력 패킷을 

생성하도록 사용자를 프롬프트할 수 있다. 도 15는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제한되지는 않는 출력 요소 이름, 형

식, 길 이 및 기술과 같은 속성 정보를 입력하여 출력 패킷을 생성할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

하여 제공되는 인터랙티브 페이지(1500)의 일례이다. 출력 요소 형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제한되지는 않는 불란, 

캐릭터, 더블 캐릭터, 와이드 캐릭터(UNICODE), 부동 소수점 십진수, 정수, 긴 정수, 짧은 정수와 같은 출력 패킷에 

대해 데이터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1135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프로세스(310)와 연관될 프로덕

트(315)(또는 함수 또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면 함수의 세트)를 선택하도록 사용자를 프롬프트할 수 있다. 프로덕

트(315)는 함수 또는 함수의 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6은, 예를 들어 프로덕트 기술 및 풀-다운 리스트로부터의 

프로덕트(315)의 선택을 최소로서 입력하여 사용자가 프로덕트(315)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하여 제공되는 인터랙티브 페이지(1600)의 일례이다.

그 후, 제어는 1140으로 진행될 수 있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필요에 따라 프로덕트(315)를 

추가하도록 사용자를 프롬프트할 수 있다. 사용자가 프로덕트(315)를 추가하도록 요청하여 응답하는경우, 제어는 11

45로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사용자가 프로덕트(315)를 추가하도록 인터랙

티브 페이지(1700)를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다. 도 17은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제한되지는 않는 프로덕트 이

름, 프로덕트 형식, 버전 및 프로덕트 템플릿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여 프로덕트(315)를 추가할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하여 제공되는 인터랙티브 페이지(1700)의 일례이 다. 본 명세서의 APPENDIX A는 프로덕

트 템플릿을 생성하는 의사코드 명령어의 예시적인 시퀀스를 제공한다.

그 후, 제어는 1150으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프로세스(310)에 대해 데이터 

수신지(305)를 선택하도록 사용자를 프롬프트할 수 있다. 도 18은 사용자가 데이터 수진지 이름 및 기술을 입력할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하여 제공되는 인터랙티브 페이지(1800)의 일례이다.

그 후, 제어는 1155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필요에 따라 신규 데이터 수신지

(305)를 입력하도록 사용자를 프롬프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신규 데이터 수신지(305)를 추가하도록 요구하여 응답

하는 경우, 제어는 1160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제한되지는 않는 데이터 수신지 이름, IP 어드레스, 포트 넘버 및 기술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여 데이터 수신지

(305)를 추가하도록 인터랙티브 페이지(도시안됨)을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한 데이터 출력의 전체 또는 부분은 1 이상의 데이터 수신지(305)로 진행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1165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프로세스(310)를 수립하기 위해 

사용자를 프롬프트할 수 있다. 도 19는 상기 서술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프로세스(310)와 연관된 정보를 검토하고 확

인할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하여 제공되는 인터랙티브 페이지 (1900)의 일례이다. 상기 페

이지(1900)에 의하여 제공되는 요약 프로세스 정보는 프로세스 이름, 그 데이터 소스(305), 입력 및 출력 데이터 명

세, 연관된 프로덕트(315) 리스트 및 프로세스 출력에 대한 데이터 수신지(들)(305)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은

것들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프로세스(310)가 생성된 후, 편집될 수 있다(즉 소스 코드 편집). 편집된 프로세스 명령어

는 프로세스 라우터로 컴파일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명령어는 소스 코드 명령어일 수 있다.

방법(1100)에 대한 처리는 1170에서 종료될 수 있다.

서술된 방법 및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 출력은 1 이상의 수신지 전체 또는 부분에 제공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

다. 다시 말해, 모든 출력 데이터는 단일 수신지(305)로 지향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출력 데이터의 부분은 다수의 수

신지(305)로 전송될 수 있다.

도 24는 일 실시예에서 데이터 품질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의와 관련된 함수와 프로세스와 프로덕트(예를 들어, 툴)

사이의 관계를 도시하는 함수 블록도를 제공한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예는 하

기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인터페이스 모듈은 본 명세서에서 이미 서술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애스펙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 모듈(304)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30

0)의 구성요소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 모듈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을 이용하는 비즈니

스 프로세스에 대 한 함수 단계의 시퀀스를 정의하고, 생성하며, 수정하고, 테스트하며 실행하도록 사용자에게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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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인터페이스 모듈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 특정 프로세스 단계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로케이션

에 대해 프로세스 함수에 대한 부호를 선택하고 이동(예를 들어 드래그 앤드 드롭)시킴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수정하게 하는 인터랙티브 그래픽-지향 프로세스 명세를 포함할 수 있다. 각 프로세스 단계는, 예를 들어 도

20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그룹된 1 이상의 함수 아이콘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도 20은 1 이상의 일시

예에 따라 제공된 예시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페이스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200)를 도시한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세스 디자이너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에 의하여 수행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

고 지정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개발자의 툴킷(303)에 대한 오버레이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인터페이스 모듈(304)은 

본 명세서에서 이미 서술된 도 12 내지 도 19와 유사하거나 추가된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다.

함수는 특정 작업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지명된 섹션일 수 있다. 이 점에서, 함수는 프로시저 또는 루틴의 형식일 수

있다. 몇몇 프로그램 언어는 값을 복귀시키는 함수와 몇몇 연산을 수행하나 값을 복귀시키지 않는 프로시저가 구별이

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 기록된 세트의 함수에 따른다. 또한, 특별화된 작업을 수행

하는 주문형 함수(Custom function)가 개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 언어 및 여타의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 있어서, 

함수는 별개의 서비스를 실행하는 지명된 프로시저이다. 함수를 요청하는 언어 문장을 함수 호출 (function call)이라 

한다.

도 20을 참조로,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2000)는 함수 라이브러리(2005), 프로세스 입력 영역(2

010), 프로세스 단계 정의 영역(2015) 및 프로세스 출력 영역(2020)을 포함할 수 있다. 각 프로세스 단계(2025)는 프

로세스 단계 정의 영역(2015)에서, 예를 들어 함수 입력(2030), 함수 출력(2040) 및 함수 식별자(2035) 중 하나 또는

그룹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각 함수 입력(2030)은, 예를 들어 링크(2045)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입력 영역(2010)에

서 입력 요소(2075)에 링크될 수(또는 링크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링크(2045)를 접속부(connection) 또는 '로드(r

oad)'라고도 한다. 이와 유사하게, 각 함수 출력(2040)은, 예를 들어 링크(2045)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출력 영역에서 

출력 요소(2080)에 링크될 수(또는 링크되지 않을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링크(2045)는, 예를 들어 입력 요소(207

5)에서 함수 입력(2030)과 같이 소스에서 수신지로 정보의 방향 흐름을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정보의 흐름은 

패킷 헤더 정보를 이용하는 1 이상의 라우터와 수신지 또는 타겟을 판정하는 라우팅 테이블에 의하여 제어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스 단계(2025)는, 예를 들어 비지니스 프로세스에서 순서대로 달성될 연속 프로세스 단계(2025)의 체인

을 형성하도록 링크될 수 있다.

도 25는 일 실시예에 제공되는 함수 오버뷰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 25를 참조로, 함수 오버뷰 페

이지(2500)는 함수 라이브러리(2005)내에 현재 포함된 모든 함수들의 리스팅(listing)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함수

는, 예를 들어 생성 연대순과 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렬될 수 있다.

도 26은 일 실시예에 제공된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2000)의 프로세스 정의 영역 부분의 일례를 도시

한다.

각 프로세스 단계(2025)는 그 프로세스 단계(2025)를 실행하는 때에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의하여 달성될 

특정 연산을 표현할 수 있다. 특히, 프로세스 단계(2025)는 1 이상의 함수 입력(2030)과 함수 출력(2040)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함수 식별자(2035)는 함수 출력(들)(2040)을 생성하기 위해 함수 입력(들)(2030)을 이용하여 실행될 

특정 연산을 표현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단일 비즈니스 프로세스내

에서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제공자로부터 획득된 다수의 상이한 프로세스 단계(2025)를 실행시킬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함수 식별자(2035)는 기업이 특정 어플리케이션 제공자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는 그 제공자의 함

수 요소 및 함수를 지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다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에 의하여 지원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의 사용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프로세

스 단계(2025)를 생성하고 수정하기 위해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2000)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예를 들어 단말기(110 내지 113)의 위치 지정 도구를 이용하여 함수 입력(2030), 함수 출력(2040), 

함수 식별자(2035), 입력 요소(2075), 출력 요소(2080) 및 링크(2045)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아이콘 또는 부호를 

조작하고 이동시키며 링크시킬 수 있다. 대안적으로, 키보드 장치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수 라이브러리(2005)로부터 프로세스 단계 정의 영역(2015)의 원하는 프로세스 단계(2025)로 신규 함수 입력(203

0)을 드래그 앤드 드롭(예를 들어, 선택)함으로써 신규 함수 입력(2030)이 프로세스 단계(2025)에 추가될 수 있다. 도

27은 일 실시예에서 함수 라이브러리(2005)로부터 프로세스 단계(2025)의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예시하는 프로세스

디자이너(2000)의 예시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도시한다. 신규 함수 입력(2030)이 입력 요소(2075)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예를 들어 함수 라이브러리(2005)로부터 입력 영역(2010)으로 원하는 입력 요소(2075)를 드래그하고 드

롭하며 신규 입력 요소(2075)로부터 신규 함수 입력(2030)으로 링크(2045)를 추가할 수 있다. 도 28은 일 실시예에

서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프로세스 정의 영역내의 프로세스 단계(2025)의 링킹을 예시하는 프로세

스 디자이너(2000)의 예시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도시한다.



공개특허 10-2005-0002901

- 17 -

일 실시예에서, 함수 입력(2030)은 특정화된 사건의 발생에 따라 발생될(또는 발생되지 않을) 대안적인 행위를 지정

하는 조건문을 포함할 수 있다. 도 29는 조건문이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라 프로세스 단계의 요소에 대해 정의될 수 있

는 예시 인터랙티브 페이지부(2900)를 도시한다.

도 30은 도 17과 유사한 실시예에 제공되는 프로덕트 정의 인터랙티브 페이지(3000)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 31은 도

18과 유사한 실시예에 제공되는 데이터 수신지 정의 인터랙티브 페이지(3100)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 32는 도 16과 

유시한 실시예에 제공되는 프로덕트 선택 인터랙티브 페이지(3200)의 일례를 도시한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예를 들 어, 데이터 스토어(106), 즉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세스 디자이너에 의하여 정의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명령어의 시퀀스와 같은 데이터 스토어로

부터 검색하고 작성하며 컴파일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의 인터페이스 모듈(30

4)은, 예를 들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한 실행을 위해 데이터 스토어(106)로부터 인터페이스 모듈

을 이용하여 정의된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명령어의 시퀀스를 획득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 모듈(304)은 다수의 빌드 파일(build file)을 활용하여 일련의 작성 단계에서 인터

페이스 모듈 프로세스 디자이너 정의 프로세스 단계(2025)를 구현하는 명령어의 시퀀스를 어셈블링(즉 작성)할 수 있

다. 도 21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로 비지니스 프로세스의 코드 구현을 작성하도록 일 실시예에서 활용된 일

련의 빌드 파일을 도시한다. 도 21을 참조로, 일 실시예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빌드 파일의 세트는 임시 단

계 빌드 파일(들)(2050), 프로세스 단계 파일(2055), 1 이상의 함수 속성 파일(들), 1 이상의 관련 함수 임시 파일(들)

(2065) 및 프로세스 파일(2070) 중 1 이상을 포함한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은, 예를 들어 다음

과 같은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분석에 의해 정의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구현하기 위해 일 실시예에서 이들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 추가된 모든 함수는 함수 라이브러리(2005)에 나타낼 수 있다

(도 20). 각 함수는, 예를 들어 함수 이름 및 아이콘으로 함수 라이브러리(2005)내에서 식별될 수 있다. 함수 속성 파

일 (2060)은, 예를 들어 XML 포맷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이 함수가 프로세스에서 단계로서 추가되는

경우, 이 함수는 함수 입력(2030), 함수 출력(2040)의 올바른 수로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세스 디자이너(2000)상에 

표시되며 함수에 의해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파일의 콘텐츠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된 관련 세팅을 가질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100)내의 모든 함수는 그 자신의 함수 속성 파일(2060)을 가진다. 

함수 단계(2025)는 나타낸 바와 같이 소정 단계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추가되는 경우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세스 

디자이너(2000)를 이용하여 함수의 일례를 도시한다. 함수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추가되는 경우, 인터페이스 모듈(

304)은 먼저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속성 파일(2060)을 판독한다. 함수 속성 파일(2060)을 판독한 후에, 인터페이스 모

듈(304)은 함수 속성 파일(2060)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함수에 대하여 필요한 입력 및 출력 요소를 작성한다.

일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 모듈(304)은 조작가능한 사용자에게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시퀀스를 제공하는 함수 마법

사를 포함하여 라이브러리내에 프리-빌트 함수(pre-built function)를 내포시키거나 기존의 함수를 수정하는데 있어

서 사용자를 돕게 할 수 있다. 함수 마법사는 사용자가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함수 아이콘을 선정하며, 관련 프로덕트

이름을 입력하고, 함수 형식을 입력하며, 함수 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 1 이상의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인터랙티브 필드

를 포함할 수 있다. 함수 마법사는 사용자 입력 정보에 응답하여 함수 템플릿을 제공할 수 있다. 함수 템플릿은, 예를 

들어 함수 템플릿 파일(2065)을 이용하여 유지될 수 있다. 함수 템 플릿은 함수의 다양한 함수의 애스펙트(예를 들어,

변수)를 정의하는 명령어의 시퀀스를 포함할 수 있다. 각 함수 변수의 실제 값은 각 함수 변수에 대응하는 함수 세팅

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다. 도 33은 일 실시예에서 제공되는 함수 템플릿 파일 페이지(3300)의 콘텐츠의 일례를 도시

한다.

함수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추가된 후, 임시 단계 파일(2050)이 생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시 단계 파일(205

0)은 XML 포맷에 제공될 수 있다. 임시 단계 파일(2050)은 상기 파일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이 단계에 속하는 경

우 함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임시 단계 파일은 동일한 함수로부터 나온 것이라도 모든 단계에 대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2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 모듈(304)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작성되는 경우 프로세스 단계 파일(20

55)을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스 단계 파일(2055)은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연관된 임시 단계 파일(

들)(2050)의 결합된 그룹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모듈(304)은 다음에 따라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 파일(2070)을 생성할 수 있다. 먼저, 인터페

이스 모듈(304)은 프로세스 단계 파일(2055)을 판독할 수 있다. 각 단계가 함수 라이브러리내의 함수에 대응할 수 있

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모듈은 프로세스 단계 파일(2055)에서 각 단계에 대해 함수 속성 파일(2060)을 검색한 다음, 

함수 속성 파일(2060)내의 대응 필드에 프로세스 단계 파일(2055)내의 데이터를 맵핑시킬 수 있다. 다음, 프로세스 

단계 파일(2055)로부터의 정보가 함수 속성 파일(2055)내의 대응 필드에 링크된 후, 인터페이스 모듈 (304)은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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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파일(2065)에 각 함수 속성 파일(2060)을 맵핑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함수 템플릿 파일(2065)은 프로

세스를 구현하는 명령어의 시퀀스에 추가될 소스 코드 명령어(예를 들어 'C' 소스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1 

이상의 실시예에서, 함수 템플릿 파일(2065)은 연관된 함수 속성 파일(2060)내의 필드에 대응하는 XML 테그를 포함

할 수 있다. 함수 템플릿 파일 소스 코드가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 파일(2070)내의 소스 코드에 추가되고 있다면, 인터

페이스 모듈(304)은 프로세스 단계 파일(2055)로부터 제공된 데이터인 함수 속성 파일(2060)에 제공된 데이터로 함

수 템플릿 파일(2065)내의 XML 테그를 대체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신규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 파일(2070)의 작성에 후속하여,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300)은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규 프로세스 소스 코드 파일(2070)을 포함하는 신규 라우터 DLL을 작성할 수 있다. 1 이

상의 실시예에서, 명령어 세트 파일(2070)은 소스 코드 명령어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2를 참조로,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300)은 여타의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 파일(예를 들어 Process Files 2-K)을 따라 신규 프로세스 명령

어 세트 파일(2070)(예를 들어 Process File 1)을 포함하는 신규 라우터 DLL을 작성할 수 있다. 그 후, 신규 라우터 

DLL(2071)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해 로딩되고 서비스를 하게 되며, 그 지점에서 신규 프로세스가

수행될 수 있다.

도 23a 내지 도 23d는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방법을 더욱 특별히 예시하는 플로우 

차트를 제공한다. 도 23을 참조로, 방법은 2300에서 시작하여 2302로 진행할 수 있다. 2302에서, 사용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요청을 전송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 요청은, 예를 들어 패킷-기반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로 단

말기(110, 111, 112 또는 113)에 의해 출력될 수 있다. 패킷-기반 네트워크의 일례는 인터넷이다. 사용자는, 예를 들

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일 수 있다. 일 실시에에서, 요청은 XML-포맷 요청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응답에 있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2000)와 같

은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요청 단말기(110, 111, 112 또는 113)로 출력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2000)는 단말기의 웹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단말기에서 디

스플레이에 적합한 XML-포맷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04로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는 프로세스 단계를 추가하거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프로세

스 단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도 20 참조). 그 후, 제어는 2306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는 

프로세스 단계에 추가될 함수 또는 이를 위해 신규 프로세스 단계가 추가되어야 하는 함수가 함수 라이브러리에 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어는 2308로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제

어는 2312로 진행할 수 있다.

2308에서, 사용자는 신규 함수를 정의하는 정보를 함수 라이브러리에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함수 이름 및 

함수 아이콘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 들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함수 이름은 함수에 의해 제공되는 연산의 명료

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함수 아이콘은 함수가 취해지는 어플리케이션의 벤더 또는 제공자를 나타내는 부호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스 단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함수는 함수 라이브러리내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그 후, 제어는 2310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는 함수 속성 파일을 이용하여 특정 함수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 함수 속성 파일은 XML 포맷으로 함수 정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므로, 이 함수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내의 단계로서 추가되는 경우, 함수는 함수 입력과 함수 출력 및 그 연관된 함수 세팅의 올바른 번호로 인터

페이스 모듈 프로세스 디자이너상에 표시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함수 속성 파일은 XML 포맷에 따라 제공될 수 있

다. 또한, 일 실시예에서, 함수 라이브러리내의 모든 함수는 대응하는 함수 속성 파일을 가질 수 있다. 도 34는 일 실

시예에 제공되는 함수 세팅 인터랙티브 페이지(3400)의 일례를 도시한다.

그 후, 제어는 2312로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임시 단계 파일은 다음과 같이 생성될 수 있다. 함수가 비즈니스 프

로세스에 추가되는 경우, 인터페이스 모듈은 먼저 그 함수에 대해 함수 속성을 판독할 수 있다. 함수 속성 파일을 판독

한 후에, 인터페이스 모듈은 함수 속성 파일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함수에 대해 필요한 입력 및 출력 요소를 작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임시 단계 파일은 XML 포맷에 제공될 수 있다. 임시 단계 파일은 상기 파일이 비즈니스 프로

세스에서 이 단계에 속하는 경우 함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임시 단계 파일은 동 일한 함수로부터 나온

것이라도 모든 단계에 대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제어는 2314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인터페이스 모듈은 프로세스 단계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서, 프로세스 단계 파일은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연관된 임시 단계 파일(들)의 결합된 또는 어셈블링된 그룹일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16으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인터페이스 모듈은 프로세스 단계 파일에서의 각각의 단계에 대해 

함수 속성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18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인터페이스 모듈은 함수 속성 파일

내의 대응하는 필드로 프로세스 단계 파일내의 데이터를 맵핑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20으로 진행할 수 있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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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인터페이스 모듈은 함수 템플릿 파일로 각 함수 속성 파일을 맵핑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함수 템플릿 파일은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명령어의 시퀀스에 추가될 소스 코드 명령어(예를 들어 'C' 소스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더욱

이, 1 이상의 실시예에서, 함수 템플릿 파일(2065)은 연관된 함수 속성 파일내의 필드에 대응하는 XML 테그를 포함

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22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인터페이스 모듈은 프로세스 단계 파일로부터 제공된 데이터인 함수 

속성 파일에 제공된 데이터로 함수 템플릿 파일내의 XML 테그를 대체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24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인터페이스 모듈은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명령어의 시퀀스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 파일로 데이터-파플레이티드 함수(data-populated function)를 어셈블링할 수 있다.

그 후 , 제어는 2326으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인터페이스 모듈은 데이터 스토어내에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 파일

을 저장할 수 있다. 명령어 세트 파일은 소스 코드 파일일 수 있으나 이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 후, 제어는 2328로 진행될 수 있고, 여기서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 코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테스트

프로세스 또는 생성 프로세스이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특정화하였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비즈니

스 애널리스트 모듈(304)은 라우터의 생성 빌드 또는 테스트 빌드가 실행되는지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터랙

티브 페이지(도시안됨)을 제공할 수 있다. 테스트 프로세스의 경우, 제어는 도 23c에서 2330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생

성 프로세스의 경우, 제어는 도 23d에서 2350으로 진행할 수 있다.

도 23c의 2330에서, 신규 테스트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 파일의 작성 후에,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 코어 어플

리케이션은 신규 테스트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 파일을 포함하는 신규 라우터 DLL을 작성할 수 있다(도 22 참조). 테

스트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는 생산에 최적화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32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인터페이스 모듈은 신규 라우터가 로딩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

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통지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34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여하한의 거래가 현 라우터에 입력되는 것을 중지 및 정지시킬 수 있어, 현재 라우터내의 모든 거래가 처리를 

끝마치고 또한 현 라우터를 언로딩하게 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36으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현 라우터가 언로딩된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지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38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현 라우터가 언로딩되었다는 통지를 수신하면, 인터페이스 모듈은 현

재(즉 '구(old)') 라우터를 저장하고, 그것을 새롭게 작성된 라우터로 대체하며, 신규 라우터를 로딩하기 위해 기업 비

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통지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40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신규 라우터를 로딩 및 초기화하고, 거래

들이 신규 라우터에 입력되도록 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42로 진행되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신규 라우터가 로딩된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

지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44로 진행되고, 여기서 신규 라우터가 로딩된 통지를 수신할 때에, 인터페이스 모듈은 사용자의 단

말기에 프로세스 테스터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다. 도 35는 일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프로세스 테스터 

인터랙티브 페이지(3500)를 보여준다. 프로세스 테스터 인터랙티브 페이지(3500)는 프로세스 테스트 단계 리스팅(3

505)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 후, 제어는 2346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단말기는 예컨대 웹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

에게 프로세스 테스터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다. 도 36은 인터페이스 모듈이 함수 템플릿 파일 내의 XML

태그들을 함수 속성 파일에 제공된 데이터로 교체한 일 실시예에서의 프로세스 테스터 인터 랙티브 페이지(3500)의 

데이터-파퓰레이티드 프로세스 정의의 예시도를 보여준다.

그 후, 제어는 2348로 진행되어, 본 방법이 종료될 수 있다.

도 23d의 2350에서는, 신규 생성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 파일의 작성에 이어, 기업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 코어 어

플리케이션이 신규 생성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 파일을 포함하는 신규 라우터 DLL을 작성할 수 있다(도 22 참조). 상

기 생성 프로세스 명령어 세트는 생성 시에 최적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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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제어는 2352로 진행되고, 여기서 인터페이스 모듈은 신규 라우터가 로딩될 예정인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

버를 통지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54로 진행되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어떠한 거래도 현 라우

터로 입력되는 것을 중지 및 중단시켜, 현재 라우터에서의 모든 거래들이 처리를 종료하도록 하며, 현 라우터를 언로

딩시킬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56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현 라우터가 언로딩된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지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58로 진행되어, 현 라우터가 언로딩된 통지를 수신할 때에, 인터페이스 모듈은 현(즉, '구(old)') 라우

터를 저장(archive)하고, 그것을 새롭게 세워진 라우터와 교체하여, 신규 라우터를 로딩하도록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

스 서버를 통지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60으로 진행되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신규 라우터를 로딩 및 초기화하고, 거래들을 신규

라우터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62로 진행되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현 라우터 가 언로딩된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지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64로 진행되어, 신규 라우터가 로딩된 통지를 수신할 때에, 인터페이스 모듈은 사용자의 단말기에 

메인 프로세스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66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단말기는 예컨대 웹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

에게 메인 프로세스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다.

그 후, 제어는 2368로 진행되어, 본 발명이 종료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접속부를 통해 데이터 소스로부터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연관된 입력 요소들의 패킷을 수신할 때에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검색 및 실행할 수 있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상기 접속부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함수 입력 데이터 및 출력 데이터를 연관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함수들의 대

응하는 정보 필드들로 매핑시키는 컴파일된 다이내믹 링크 라이브러리(DLL)일 수 있다. 도 37은 접속부 정의 인터랙

티브 페이지(3700)의 예시를 보여주는데, 이것에 의해 사용자는 1 이상의 실시예에 따른 접속부를 정의할 수 있다. 

각각의 기업 어플리케이션은, 예컨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에 의해 실행된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에 그 함수들을 매핑시키는 데이터 스토어(106)를 이용하여 유지되는 대응하는 접속부를 가질 수 있다. 입력 요소들

의 관련 패킷을 수신할 때에,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관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검색 및 실행하고, 그

결과적인 출력 요소들을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또 다른 처리를 위한 

접속부를 통해 출력 요소들을 포함하는 패킷을 데이터 수신지로 전송할 수 있다. 접속부는 기업 노드들간의 경로를 

특정하는 데이터 라우팅 정보를 캡슐화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접속부는 예컨대 TCP/IP와 같은 패킷-기반 

네트워크용 소켓 접속부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모듈은, 길이 요건(lengthy requirements) 정의, 일반 디자인, 상세 디자인, 코딩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또는 프로그래밍 퍼스넬(personnel)을 포함하는 테스팅 사이클을 착수해야할 필요없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 생성, 수정, 구현, 시험 및 실행하기 위한 능력을, 예컨

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와 같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도시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모듈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의 신속 반복형 개발 및 구현을 가능하게 하여, 개발 비용 및 시간을 줄일 뿐

만 아니라 주기적인 동결 기능 요건(freeze functional requirements)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이 기술되었지만, 이것의 실시예들은 기업을 통한 거래 데이터 또는 어

플리케이션의 정성적 및 정량적 측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보고할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기술된 기업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은 단지 본 발명의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의 일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당업계의 당업자라면, 본 명세서를 토대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101)는 여러 상이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들

과 연계되어 제공 또는 작동될 수 있는 서버처럼 보다 일반적으로 기술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업 비즈니

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전반적인 기업 네트워크의 컴퓨팅 노드들의 일부 혹은 전부에 걸친 기업을 통한 거래 데

이터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정성적 및 정량적 측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보고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이종

(heterogeneous) 컴퓨팅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출력을 처리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기업을 통해 존재하는 데이터의 다양한 통합 뷰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뷰들

은 전체 기업과 연관된 데이터로부터, 개별 부서 또는 비즈니스 함수/비즈니스 유닛들을 거쳐, 개인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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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지문 분석, 망막(retinal) 이미징/스캐닝, 음성 식별 

및 이미지 매칭 및 비교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로부터의 함수들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정

의, 작성 및 실행하는 것(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과 같은 바이오메트릭 및 홈랜드 보안(biometric and homeland se

curity) 어플리케이션들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특별한 예시에서는, 업체의 직원이 업체

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지문 식별 스캔을 통과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직원이 지문 패드 또는 스캐너 상에 그의 지

문을 대면, 특유의 지문 스캔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프로세스에

전송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예컨대 업체 직원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직원 인증을 시도하는 상이한 지문 소프

트웨어 매칭 툴들로부터 1 이상의 함수를 사용하여, 스캐닝된 지문 데이터를 한 세트의 유효 지문과 비교하는 것을 포

함할 수 있다. 만일 직원이 피고용인으로 인증된다면, 신호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도어의 

액세스 제어 디바이스로 전송되어, 상기 도어가 열리게 되고, 직원 입장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또 다른 예시에서, 사진 이미징 데이터는 매칭 특징들을 찾기 위하여 다수의 이미지 데

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진 이미징 데이터의 매칭을 시도하는 다수 단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입력될 수 있다. 만일 매

칭이 발견되면, 신호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또 다른 프로세스로 전송되어, 타겟팅 

또는 리포팅 시스템에 이미지 좌표(image coordinates)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예시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예컨대 정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순응(compliance)과 같은 순응 보증(compliance assurance)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무수히

많다. 특히 일 예시는 보건(healthcare) 기업이 예컨대 1996년의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

tability Act)'와 같은 정부 명령 규칙 및 규제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일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특정 예시에서, HIPAA 요건을 적용하는 비즈니스 룰들은 함수 라이브러리에 유지

될 수 있으며, 정의되고 실행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정부 HIPAA 요건을 토대로 특정 환자 정보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일련의 비즈니스 룰 들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이 프로세스는 상이한 HIPAA 요건을 나타내는 각각의 단계

를 갖는 다수 단계 프로세스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예는 변화하는 정부 요건에 기초하여 상기 룰들의 수정을 쉽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HIPAA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의 방향(road)들이 수립된 후, 프로세스 단계로서 

요건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대응하는 함수들은, 예컨대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이용하여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비즈

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로 하면서 수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부 데이터 품질 규제들

이 충족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에 제공되는 아동 복지에 관한 데이터는 예

컨대 90% 이상의 특정화된 데이터 정확성을 따르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지리적인 코딩 소프트웨어 및 조세 부과 소프

트웨어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로부터의 함수들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정의, 작성 및 실행

하는 것(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과 같은 조세 부과 어플리케이션들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의 특정 예시에서, 조직체는 빌링(billing) 프로세스 시에 적절한 세금을 고객의 청구서에 정확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

을 수 있다. 빌링 프로세스 시의 부정확한 세금 부과는 소비자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 실

시예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청구서의 최종 처리 및 메일링에 앞서, 상이한 세금 부과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예컨대, 

소프트웨어 패키지)들로부터의 다수 함수들에 의해, 어드레스 정보와 같은 소비자 정보의 정확성이 점검되는 비즈니

스 프로세스가 생성 및 실행될 수 있다(또는, 대안적으로는 빌링 프로세스에서의 프로세스 단계들의 시퀀스). 그 후, 

상기 함수들의 결과가, 예컨대 서로 비교될 수 있고, 그 결과들을 토대로 정확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아가, 정확

한 세금이 결정된 후, 정확한 조세 부과 및 소비자 식별자가, 예컨대 입력으로서 조세 부과 및 소비자 식별자를 수신한

다음, 각각의 단계가 상이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SQL 질문(query)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 단계들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입력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각 단계는 소비자 식별자를 통해 소비자의 데

이터 스토어 룩업(lookup)을 수행한 다음, 소비자의 세금 부과를 갱신하여, 소비자에게 다수 데이터 스토어에 걸쳐 동

일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어드레스 인증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어플리

케이션들로부터의 함수들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정의, 작성 및 실행하는 것(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과 

같은 비교 어플리케이션들을 생성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특정 예시에서는, 입력

으로서 개인의 어드레스를 수신한 다음 다수 단계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생성 및 실행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의 각 단계는, 예를 들면 상이한 소프트웨어 벤더의 어드레스 코더를 포함할 

수도 있다. 각각의 단계는 입력으로 어드레스를 받은 다음, 그 자체 우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기 어드레스의 인증

을 시도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는, 그 다음에 각 벤더들의 능력 비교가 수행되고, 소정 데이터 조건 하에서 어떤 프

로덕트가 최고로 수행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 통계가 작성될 수 있다. 도 38은 일 실시예에 따른 비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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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일반적으로, 조직체가 어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또는 벤더가 최고 기능성을 제공하는지를 결정하기를 시

도한다면, 상기 프로덕트들은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하에서 통합되어 어느 정도 테스트될 수 있다. 나

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벤더 API 콜들을 비교하는 어떠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도 이러한 프로세스에 포함될 수 있

다.

또 다른 예시로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데이터 스토어 변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로부터의 함수들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정의, 작성 및 실행하는 것(이것에 국

한되지는 않음)과 같은 데이터 매핑 또는 변환 어플리케이션들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특

정 예시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 스토어(예컨대, 제1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제1포맷으로 수신되고, 출

력 데이터가 또 다른 데이터 스토어(예컨대, 제2데이터베이스) 포맷으로 제공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생성 및 실행

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프로세스 단계는 예컨대 하나의 필드 타입으로부터 또 다른 필드 타입으로의 매핑

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또 다른 예시로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정보 매칭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어플 리케이션들로부터의 함수들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정의, 작성 및

실행하는 것(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음)과 같은 소프트웨어-기반 매핑 어플리케이션들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비

즈니스 프로세스의 특정 예시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콜 센터 운영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정보 매칭 및 데이터 스토

어 룩업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특히, 콜 센터 운영자는 소비자가 콜 센터 운영자 이름 및 어드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로부터 호출을 받을 수 있다. 상기 콜 센터 운영자는 예컨대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한 다음

검색 요청을 개시할 수 있다. 상기 검색 요청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이름과 어드레스 정보가 전송되도록 할 수 있다:

a. 이름 및 어드레스 데이터 표준화

b. 매치 키(Match Key) 생성

c. 단계 b에서 생성된 매치 키를 이용하여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룩업 수행

d.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룩업이 임시 기록을 작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되돌릴 수 있음

e. 모든 데이터베이스 룩업이 수행된 후, 출력이 콜 센터 렙 스크린에 다시 전송될 수 있음

관리 및 경영간부 사용자들을 포함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의 사용자에게는, 데이터 품질 이슈들(이

것에 국한되지는 않음)과 같은 기업-레벨 이슈로의 상이한 레벨의 가시성이 제공되어, 적절한 보정 활동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1 이상의 실시예에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의 믿음직한 소스를 토대로 부정확

하거나 에러가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정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 의

해 제공된 통합된 뷰로 인하여, 예컨대 어플리케이션-특정 데이터 점검 프로세스들과 같은 벤더-특정 접근법들의 단

점들이 최소화된다. 또한, 예를 들어 데이터 품질 툴에 대한 전체 취득 비용이 여기에 기술된 통합 접근법의 사용을 통

해 기업에 최소화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수많은 개별적인 독립형 데이터 품질 어플리케이션들을 획득하고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1 이상의 실시예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또한 한 세트의 바람직한 함수들을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구

성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바람직한 함수는 다수의 상이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 중 하나로부터 얻어진다.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예컨대 선택 휴리스틱(selection heuristic)을 토대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에 의

해 제공된 다수의 유사한 함수들간에 하나의 함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휴리스틱의 예시는 주어진 한 세트

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출력 데이터에 적용된 다수의 유사한 함수들과 비교하여 한 함수에 의해 검출된 에러들의 

백분율일 수 있다. 각각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은 상이한 벤더들로부터의 프로덕트이거나 아닐 수도 있다. 대안

적으로, 함수 선택 기준은 인터페이스 모듈의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특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방

식으로,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상이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에 의해 제공된 것들 가운데 한 세

트의 바람직한 또는 '베스트 오브 브리드' 함 수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은 소정의 예시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명세서에 사용된 어구들은 제한적인 어구

가 아니라 설명적인 어구이다. 본 발명의 범위 및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 내에서 

변형예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은 특정 구조, 작용 및 자료들을 참조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개

시된 특정예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의 범위 내에서 모든 등가 구조, 작용 및 재료 등으로 확장된다.

부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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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트 템플릿 레이아웃

Compile Link Type

Section heading:/*Link Type*/

Run-time:If you are linking to .DLL without using headers or .lib files

Compile-time:If the Product that you are calling has headers and .lib files

File Locations

Section heading:/*File Locations*/

Header=:Provide the Location of the Header File

Lib=:Provide the Location of the Lib File

Global Definitions

Section heading:/*Global Definitions*/

This is where you would define any Global Variables to be used by all Processes.

See examples

Global Initialization Variables

Section heading:/*Global Initialization Variables*/

This section is used if you would have to define any Initialization Variables that are to be used by the all Pr

ocesses.

See examples

Global Initialization Funtions(s)

Section heading:/*Global Initialization Funtions(s)*/

Function calls to product that are used by all Processes

See examples

Global Termination Variables

Section heading:/*Global Termination Variables*/

This section is used to define any Variable that are necessary for Global Termination Functions

Global Termination Functions(s)

Section heading:/*Global Termination Functions(s)*/

Function calls to products that are used by all Processes

H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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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heading:/*Headers*/

This is where the header names are defined

Example:#include'Header.h'

See examples

Variables

Section heading:/*Variables*/

This is where you define the Variables that are to be used by this product

Memory Allocation

Section heading:/*Memory Allocation*/

If there is a need to allocate memory for a variable or data structure then add the code here

Setup for Function Call

Section heading:/*Input*/

This is where you would setup the parameters that are to be passed to the Product

Product Call

Section heading:/*Function(s)*/

This is where the function call to the product would go

See examples

Output Of Function Call

Section heading:/*Output*/

This is where you would copy the results of the function call to the Output Packet if necessary

See examples

Memory De-allocation

Section heading:/*Memory Deallocation*/

If you allocated memory for any data structures above then you would de-allocate them here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1 이상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1 이상의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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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 이상의 라우터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상기 라우터를 통해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액세스하고, 상기 클라

이언트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분에 대해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함수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인터페이스는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출력하기 위하여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와 

함께 작동하며,

상기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한 명령어들을 받아들이고, 프

로세스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프로세스 정보 데이터를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제공하도록 구성

되고,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상기 프로세스 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명령어 세

트를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세트는 소스 코드 파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클라이언트는 1 이상의 추가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

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명령어는, 선택 명령어, 정의 명령어 및 링킹 명령어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클라이언트 및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상주하는 1 이상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더 포함하고,

상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

리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상기 기업 비즈니스 서버 사이의 1 이상의 접속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접속부는 입력 데이터를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매핑시키고,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동작에 대응하여 상

기 비즈니스 프로세스로부터의 출력 데이터를 매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1 이상의 데이터 처리 함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

세스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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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함수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1 이상의 데이터 처리 함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또한 상기 1 이상의 데이터 처리 함수에 관한 명령어들을 허용하고, 함

수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함수 정 보 데이터를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제공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상기 프로세스 정보 데이터 및 상기 함수 정보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토대로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명령어 세트를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함수 명령어는, 선택 명령어, 정의 명령어 및 링킹 명령어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데이터 처리 함수와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이의 1 이상의 접속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접속부는 입력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처리 함수에 매핑시키고, 상기 데이터 처리 함수의 동작에 대응하여 상기 

데이터 처리 함수로부터의 출력 데이터를 매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데이터 품질 분석 프로세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데이터 품질 분석 프로세스, 바이오메트릭 분석 프로세스, 사진 이미징 분석 프

로세스, 규제 협력 분석 프로세스, 조세 부과 분석 프로세스, 프로덕트 비교 분석 프로세스 및 데이터 변환 분석 프로

세스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5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복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상기 복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 및 실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5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복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복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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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는 상기 복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세스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 및 실

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프로세스 정의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스 정의 영역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입력 식별자에 의

해 식별된 1 이상의 입력 필드 및 출력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 1 이상의 출력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입력 식별자,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식별자 및 상기 출력 식별자는 드래그 앤드 드롭(drag and drop) 기능성

을 통해 서로 접속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 정의 영역은,

프로세스 입력 영역;

프로세스 단계 정의 영역; 및

프로세스 출력 영역을 더 포함하고,

상기 입력 식별자는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성을 통해 상기 프로세스 입력 영역 내로 삽입될 수 있으며,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식별자는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성을 통해 상기 프 로세스 단계 정의 영역 내로 삽입될 수 있

고,

상기 출력 식별자는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성을 통해 상기 프로세스 출력 영역 내로 삽입될 수 있으며,

상기 입력 식별자,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식별자 및 상기 출력 식별자는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성을 통하여 링크들

에 의해 서로 접속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8.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프로세스 정의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스 정의 영역은 함수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 1 이상의 데이터 처리 함수, 입력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 1 이

상의 입력 필드 및 출력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 1 이상의 출력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입력 식별자, 상기 함수 식별자 및 상기 출력 식별자는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성을 통해 서로 접속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 정의 영역은,

함수 입력 영역;

함수 정의 영역; 및

함수 출력 영역을 더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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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 식별자는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성을 통해 상기 함수 입력 영역 내로 삽입될 수 있으며,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식별자는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성을 통해 상기 함수 정의 영역 내로 삽입될 수 있고,

상기 출력 식별자는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성을 통해 상기 함수 출력 영역 내로 삽입될 수 있으며,

상기 입력 식별자, 상기 함수 식별자 및 상기 출력 식별자는 드래그 앤드 드롭 기능성을 통하여 링크들에 의해 서로 

접속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세트는 상기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버에 의해 테스트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업 비즈니스 서버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1 이상의 추가 라우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1 이상의 추가 라우터 및 상기 1 이상의 라우터는 상호교환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라우터는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액세스하고,

상기 1 이상의 추가 라우터는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상이한 추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액세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청구항 23.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방법에 있어서,

1 이상의 함수를 액세스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생성 또는 수정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와 관련하여, 상기 함수를 포함하는 라이브러리를 유지시키는 단계;

상기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기 함수에 관한 명령어들을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지고,

상기 함수 명령어들은 1 이상의 함수 입력, 함수 출력, 상기 함수로의 입력 접속부, 상기 함수로부터의 출력 접속부 및

함수 세팅을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스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기 함수 명령어들 의 그래픽 표시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함수 및 상기 함수 명령어들을 토대로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명령어 세트를 어셈블링하는 단계를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세트는 소스 코드 파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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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세트의 동작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데이터 품질 분석 프로세스, 바이오메트릭 분석 프로세스, 규제 협력 분석 프로

세스, 조세 부과 분석 프로세스, 프로덕 트 비교 분석 프로세스 및 데이터 변환 분석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

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방법.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함수는 복수의 함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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