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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진솔루션즈는 Open Source BPMS를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커뮤니티이자 컨설팅 기업입니다.  

 Social Network과 Mobile을 활용하여 기업의 다양한 업무들을 프로세스화하여 지식으로 저장, 재사

용 및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과 실시간 검색엔진의 통합 

실시간 코칭을 통한 

Agile 업무처리 
소셜 네트워크에 특화된 

스마트 검색 

지식 자산화와 

스마트워크의 

생산성 극대화 

• 독자적인 오픈소스 검색엔진 기술 보유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경험 

• 업무 프로세스 관리시스템에서의 
  독보적인 노하우와 경험 
• 강력한 커뮤니티 바탕의 참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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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진은 2003년 Sourceforge.net에 등록된 이래 세계적인 오픈소스 BPMS로서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의 접속 현황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의 

컨설팅 및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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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스퀘어드는 설립 6개월만에 벤처인증 및 약 10개 가량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한 기술력있

는 유망한 신생 오픈소스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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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스마트워크’는 종래의 사무실 개념을 탈피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
는 미래지향적인 업무환경 개념임 
 
o 스마트워크 인프라는 누구나 스마트워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과 단말,솔루
션, 법, 제도 등의 총체적 기반 여건임 

o 그린 IT 정책 
 출퇴근 시간, 사무공간, 전기소모량 절감 
 사무직 860만 참여시 연간 111만톤의 CO2 배출량 감소 

 

o 정부 활성화 정책 
 스마트워크센터 500곳을 2015년까지 구축 
 스마트TV를 활용한 원격 협업 환경 조성 

스마트워크의 개념 정부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한국형 스마트워크의 특징 
 

<출처>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09 





Co- 
연구개발 

Co- 
마케팅 

Co- 
영업 
판매 

Co- 
고객 
관리 

• 소셜 아이덴티티 
• 크라우드 소싱 
• 매시업 

• 소셜 품평회 
• 소셜 펀딩 
• 매시업 

•  협동 키맨 연결 
•  소셜 커머스 

•  소셜 클레임처리 
•  소셜 고객의 소리 

가치2.0 
 

• 창의적 상품 
• 선한 이미지 
• 공감하는 고객 

• 지속적 관계 

동기부여 2.0 
• Self-Brand 

• Gamification 



• 스마트 워커는 이러한 자원들을 넘나들며 업무를 수행  예: 소셜 크라우드 소싱 통한 기술 문제 해결 







Copyright 

Copyleft 

• Social BPM 
• Enterprise Mobility 
• Robotics 



 업무 부가가치 극대화와 지식 자산화를 위해 지식 기반 도구 필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효과를 극대화 
 협업과 창의성의 오픈 마인드가 바탕 
 과정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세스가 필요 

스마트워크플레이스 

소셜 
네트워크 

매시업 

통합 커뮤니케이션 리얼타임 코칭 

BPM 엔진 
(uEngine] 

비정형적인 업무지식의 자산화 

기업 외부 전문가의 참여 

단절없는 업무 프로세스 

전략과 지식의 공유 

협업기반 업무 체계 구축 

비치형 업무현황시스템 모바일 클라이언트 

시공간의 제약없는 스마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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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공개 SW 융합 

 사무실, 오프라인, 소셜 네트워크 영역의 업무를 프로세스 기반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Touch  
Screen 

PC 

“N-Screen 화” 
MOBI 

• 실시간 업무코칭 
• 아이디어/지식 캡처 
• 모바일 업무 모니터링 

ROBO 

• 터치스크린 클라이언트 
• 음성기반 업무독려 
• 일일성과분석 

CODI 
• 소셜 검색 
• 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업 
• 외부 컨텐츠의 매시업 

프로세스 모델 

모니터링 

지식관리 

프로세스 개선 

프로세스 기반 
스마트워크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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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능 범위 

 

프로세스 중심 

• 찾아오는 업무 방식 – 워크리

스트 및 프로세스 자동화 

• 이메일/ SNS/ 채팅 통합 

•  창의적 의사소통 원활화 

 
 

집단지성 및 매시업 기능 

• 집단지성 마인드맵 

• 마인드맵 이슈 트래킹 

• 마인드맵 콘텐츠 매시업 기

능 

• 내부 데이터 매시업 기능 

파일(문서) 관리 

 
•공유 캘린더 

•워크리스트 (투두리스트) 

•업무 예약 

•간트 챠트 

프로세스 관리 기능 

• 프로세스 관리 (수정/추가) 기

능 

•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분석 기

능 

• 시스템 통합 (EAI) 기능 

I - 1 

개인 직무 및 프로젝트 관리 

 
•공유 캘린더 

•워크리스트 (투두리스트) 

•업무 예약 

•간트 챠트 기반 프로젝트 관리 

보안관련 

• 문서 분류 및 버전 관리 

• 문서 바로 편집 

• 폴더 관리 (마인드맵으로) 

• 문서 내용 검색 (ppt, doc, 

xls, pdf, hwp 등) 

• 개인/그룹별/롤별 권한 부여 

• 그룹에 부여된 권한에서 일

원만 제외 처리 가능 

• 하위 폴더 권한 계승 

• 문서/프로세스/채팅/마인드

맵 보안기능 



Smartwork Portal 

Smart Workplace Platform 

Worklist Work Item Handler Process Map 

Visual Mashup Ux Chatting Email 

Mind Map 

EAI engine 

Process engine 

Process 
Mgmt. 
Portal 

Process Model 
Manager 

Process Inst. 
Manager 

Process 
Designer 

Visual Mashup 
Designer 

Process 
Def. Rep. 

Process 
Inst. Rep. 

Form Inst.  
Extra Obj. 

Rep. 

Unstructured Data Management 

Workflow enactment service 

User 
Activity Log 

Cached 
Contents 

Search engine 

Knowledge mode 

OLAP 

ProcessCODI 
(PC) 

ProcessMOBI 
(Mobile) 

Mobile client 
application 

Realtime 
Coaching 

application 

SNS 
function 
manager 

Email 
synchronizer 

Navigator 

SNS Search 
Index 

 본 과제 중점 융합 영역은 N-Screen화 및 실시간 검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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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R&D 수행 영역 

ProcessROBO 
(Touch screen) 

TTS 
server 

Cube 
Interface 



과제내용 
추 진 일 정 활동 

책임자 

개발비 참여인력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천원) (M/M) 

개발환경구축 및 조사               김승현 1,500 0.4 

- 개발서버 및 협업개발 환경 구축                     

- Fastcat 분석                     

서비스 설계               김승현 3,500 1.1 

- 스마트워크 플랫폼 설계                     

- 사용시나리오 설계                     

솔루션 개발               김보상 18,440 4.5 

- uEngine BPM과 Fastcat 통합               송상욱     

- 실시간 자동검색을 통한 업무 코칭 시스템 구현                     

- uEngine과 SNS의 사용자와 기능 연계                     

- 터치스크린/음성지원 기능을 갖춘 PC형 실감형 업무 
시스템 개발 

                    

-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 업무 발행용 업무처리기 (Work-item Handler) 개발                     

- 실시간 업무 코칭 기능을 갖춘 모바일 업무 클라이언트 
개발 

                    

테스트 및 서비스 이행               김보상 3,500 1 

- 테스트 유니트 개발                     

- 성능 및 기능 테스트(단위/통합)                     

플랫폼 구축 및 마케팅               
장진영 1,050 0.2 

- 베타 서비스 제공 / 제품출시               

1. 개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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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친구와 
사내 직원의 구분
없는 채팅 영역, 그
리고 사용자 찾기 
영역 
 

업무  전문가중에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업무 프로
세스에서  참여시
킬 수 있음 
 

내부 문건 중 외부 
잠재고객에게  공
유할 수 있음 
 

외부로  전달되는 
내용들은  프로세
스를 거쳐 승인된 
절차를 밟게 됨 

  통합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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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아이템, 이메일, 
채팅, SNS대화 모든 
내용이 하나의 리스
트로 들어옴 
 

받은 이메일, 채팅 내
용을 첨부하여 바로 
프로세스에 걸기 기
능 
 

동적인 업무 참여자 
추가 (소셜 친구도 추
가) 

 
 모든  내용은  통합 

실시간 검색으로 지
식  관리되어  이후 
모든  단어  입력시 
실 시 간  추 천 됨 
(리얼타임 코칭) 

 통합 커뮤니케이션 /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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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을 통하여 
지식의 구조를 이해
하면서 지식활동 
 

마인드맵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내부, 외부 실시간 검
색으로 매시업  
 

생성된 마인드맵 지
식은 전사 공유되어 
누구나 접근 하여 개
선 
 

PPT, DOC 등으로 자
동변환 
 

 지식 매시업 기능: 국산 오픈소스 마인드맵 OKMindMap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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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 이하에 프로
세스를 연결하여 이
슈트래킹 프로세스 
등을 연동 
 

중요 마인드맵 노드
는 전략으로 관리하
여 Navigation이하에
서 관리 
 

프로세스 경영과 지
식 경영을 한번에 수
행할 수 있음 
 

대용량 지식 실시간 
검색 참조가 가능하
여 지식활동 가속화 

 지식 매시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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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모비 

 모바일 기반의 업무 클라이언트 

     PhoneGap + jQuery Mobile 기반 Web App으로 멀티 OS 지원 

회의시간 
(타임아웃)설

정 

회의 녹취 및 
사진 첨부, 노

트 기능 

이슈 발행 
(프로세스 시작) 

워크리스트 확
인 및 업무 알림 

프로세스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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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모비를 구현하기 위한 아키텍처 구성 

M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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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로보 

① 오전 업무시작 알림 

② 터치에 의한 
간편한 업무 요청 

③ 음성 기반 업무 독려 

④ 모바일 업무 전달 알림 

⑤ 하루의 업무성과표시 

 음성합성기술과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비치형 업무현황 대시보드  

크롬 Web OS 기반 Smart TV / Multi Touch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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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개인별 납기
준수율 Top 5와 
Worst 5를 산출하
여 생산성을 모니
터링 하거나 독려
할 수 있다. 

대시보드 – 납기내 준수율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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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개발자에게  

요구되던 것  

 

1. 한번에 한가지만 생각

할 줄 아는가? 

2.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

을 창조할 줄 아는가? 

3. 협력 보다는 자신과의 

집약된 대화 

 

 

요즘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것  

 

1. 한번에 여러가지를 특

히, 문과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가? 

2. 필요에 따라 잘 타인의 

공개된 것을 매시업 하

거나 리버스 엔지니어

링 할 수 있는가? 

3. 커뮤니케이션 능력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

있나..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더 있을텐데.. 

예전에 이런 
개발을 누가 
이미 했을텐

데.. 

비슷한 다른 
사례는 없나.. 

어느 시스템에서 
어떻게 찾아야지? 

누구는 웹에서 
찾아보라는데 
툴이 너무 많네 



1) 오픈소스 프로젝트 문서 공개 
 

2) 참여 개발자들의 문서 작성 / 보
완 
 

3) 관련 오픈 컨텐츠의 Mash-up 
 

4) 문서의 수준이 성숙되면 PM에 
의해 버전관리 
 

5) 프로젝트의 공식 문서로서 자산
화 

① 

PM 

④ 

⑤ 

③ 

Project 
participant 

② 



1) “나의 상태” 표시 기능을 통해 
SNS에 공유하고자 하는 이슈를 
알림 
 

2)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3) 취합된 의견에 대하여 내부 관
련부서에서 검토 
 

4) 이슈처리방안 결정 & 종료 

① ② 

④ 

③ 

Worker 

Related 
departments 

Expert group 



1) 일반사용자가 SNS에 제품에 대
한 불만 표시 
 

2) CS담당자가 내용 접수 
 

3) 불만 유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이슈 통보 
 

4) 대응사례를 지식으로 자산화 
 

5) 대응결과를 고객에게 이메일로 
전달 
 

6) 같은 내용을 SNS에 공지하여 
유사 클레임에 선제적 대응 

① 

② 

④ 

⑤ 

② 

③ ⑥ 

CS 
dept. 

Related 
dept. 

User 



Social 
network 

Enterprise 2.0 
tools 

Informal 
content 

Formal 
data 

Enterprise 
system 

Organization 

Process-Oriented 
Real-time coaching 

개발자 
아키텍트 

프로세스 기반의 ALM 시스템은 기존에 개발자가 정보와 시스템 찾아다니면서 수행하던 지식들이 업무수행자와 관
리자의 주변으로 찾아오는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I. 컨소시엄소개 

II. 제안배경 

III. 개발목표 및 실적 
a. 전체 아키텍처 
b. 프로세스 코디 
c. 프로세스 모비 
d. 프로세스 로보 

IV.사업화실적 



•오픈소스 플랫폼 
•기존 전세계 오픈소스 
사용자 (잠재고객) 

•기 보유 고객 
 

 

• 국내 최초 오픈소스 
검색엔진 웹스퀘어드 
 
• 국내 오픈소스 마인드
맵 도구 – 지노테크 
 
•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
티 (JCO, KSUG, 
OkJSP등) 

•공개 요건정의  
•공개 설계 
•공개 개발 

• SNS 기반 호혜집단 고객 관리 

• KT u-Cloud 
• 더존 d-Cloud 
• 기존 SNS 플랫폼 
• On-Premise 설치 

• 학교/교육 
o  비정형 학습 
o  소셜 러닝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 방법론으로 효율적 R&D및 라
이센스 비용 구조 

•참여하는 프로세스 서비스 파트너유도 
프로세스 스토어에서 자체 컨설팅 및 프로세스 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개발 비용 및 현장 적용 
비용 절감 

•종량제 기반 사용 과금  
• On-Premise 나 Private Cloud 구축 고객 
•앱스토어 등록료 / 앱 서비스 수익 배분(7:3)  

(플랫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적용) 
•컨설팅 / 교육 서비스 비용 

• 기업고객 
o 오픈이노베이션 기업 
o 기업의 홍보실/마케
팅실 

o 자체 HW비용 부담
되는 기업 

o 전자거래 및 BPO환
경 필요 고객 
 

 
 

 
• KT - IaaS 파트너 
 
 

• SaaS 서비스 
o 50명 미만기업
무상사용 

o 가상기업 
o 가상병원 
o 가상학교 
  

• 프리미엄 패키지 
  (도메인특화) 
o  전자물류 
o  금융 
 

• 컨설팅/교육 서비스 
 



    

• 개요: 
KT의 앱스토어 프로모션 정책에 
참여 uCloud를 IaaS로 사용하여 
서비스화 논의 
 

• uEngine은 first Class로서 KT 
uCloud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기로 함  
 

• 진행경과: 
2011년 07월부터 시작하여 서버 
구성 및 프로비저닝 그리고 서비
스 테스트까지 진행 매주 1회 미
팅 진행함.  
 

• 서비스 개시 일정:  
2012년 01월 부터 

 
 



    

▣홍보 웹사이트 

▣홍보 페이스북 페이지 

▣브로셔 



    

▣eSmartworld Eurasia 

▣성과 요약 및 주요 협의 진행 내용 

•현지 SaaS 서비스를 위해 IDC 센터 확정 (2012년 상반기) 
•Process CODI를 미국 특허청에 Trademark로 등록(2012년 상반기) 
•현지 파트너와 판매 및 유통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실시 (진행 중) 
•현지 BPM 회사 (美)AVIO Consulting, TX와 Relationship을 위한 교류 진행 (진행 중) 
•(美)Silicon Valley Venture Capital 투자자 David, Liu와 미팅 
•(美)Yammer사 PR director, Yatman Lai와 Yammer Integration 논의 
 

▣Enterprise 2.0 Conf. 



10명 이하 10명 이상 100명~499명 500명~1000명 

무료 30,000원(인당) 3,000,000원(월별) 15,000,000원(월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유치기업수 2 3 5 6 7 8 

월매출 60만원 90만원 150만원 180만원 210만원 240만원 

프로세스비용 0 0 0 0 0 0 

유지보수대응 
(20기업 1mm)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Sever비용 
(서버1대 20기업)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손익 155만원 125만원 65만원 35만원 5만원 25만원 

  KT uCloud 가격정책 

•  서비스 초기 6개월까지는 위 정책안 가격 정책으로 반영함 

Ex> 10개 기업(평균10명) 유치 예정 
      평균 1개월에 1~2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가정 

•  서비스 초기 6개월까지는 위 정책안 가격정책으로 반영함. 
 따라서, 쉐어 비율을 9:1로 하지 않으면 지속적 손해가 발생할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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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V: 플랫폼을 기반으로 앱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엔드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 
2) VAR: 가치를 부가하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IaaS제공자, 기업
내 Private플랫폼 구축 서비스 제공자 등 ISV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형 제공자 

개발자 커뮤니티 

Copyleft 사용자 

라이센스, 
온라인 문서 및 

교육 

오픈소스 
 라이센스 

기
능
개
선

 
오
류
발
견

/수
정

 

ISV 기업1) 

플
랫
폼

 호
스
팅

 서
비
스

 

앱
(A

p
p

) 
판
매
수
수
료

 

 듀
얼
라
이
센
스
비
용

 

플랫폼  
서비스 

VAR 기업2) 

유료전환 

유료사용자 

프로세스 코디/모비/로보 
오픈소스 프로젝트 

•듀얼 라이선스 
•CS / DS / TS 
 

Copyleft 사용자 
• 오픈소스 라이센스 하의 플랫폼 사용하는 유저 
• 일반적인 사용, 내부적 사용을 위한 수정 허용 
• 일반 기업, 학교, 공공 기관 등 
• Social 플랫폼 컨설팅 업체 

• Warranty (품질보증 포함 제품) 
• 컨설팅, 문서판매, 트래이닝 서비스 

상품/서비스 내용 

•듀얼 라이선스 
•CS / DS / TS 
 

유료 사용자 

•  2차 저작물에 대한 외부적 사용(재판매 및 재-제품
화)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소스 라이센스 판매 
• 자체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 확보의 의지가 있는 대
형 IT 및 IaaS 제공자 
• 유사 플랫폼 제공 업체로서 보유 플랫폼에 Social  
SW 및 Big Data 분석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기업 

• 듀얼 라이선스 
• 컨설팅, 문서판매, 트래이닝 서비스 

상품/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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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세계시장규모 
Enterprise 

2.0(BPM포함) 

132,984 188,838 268,146 380,772 540,702 억원 

점유율 0 1 2 7 14 % 

VAR 모집수 2 4 20 10 10 개 

듀얼  
라이센싱 

20 40 200 100 100 1) 
 

ISV모집수 20 100 500 2,000 6,000 2) 

구축 및 컨설팅/ 
교육 

60 300 1,500 6,000 18,000 3) 

앱판매 200 1,000 5,000 20,000 60,000 억원 

총 생산액 260 1,300 6,500 26,000 78,000 억원 

1) VAR당 듀얼 라이센싱 1CP = 10억원 
2) VAR당 모집 ISV 등을 통한 컨설팅 가격 평균 = 3억, 평균 ISV 가입자 확보수 연평균성장률 5~300%(보수적) 
3) ISV가 판매하는 앱(프로세스 앱 및 빅데이터 분석앱)의 평균 수익 평균 1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