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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비즈니스 인텔리 스 분야에서 비주얼 애 리틱스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즈니스 인텔리 스 에서 비주얼 애

리틱스는 다양한 의 비즈니스 련 정보를 인터랙티 한 형태로 시각화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유용한 인사이트들을 획득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리맵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들간의 업무공유 계들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업무공유 계는 비즈니스 로세스의 특정 단  업무에 공통 으로 참여하는 두 수행자간에 형성되는 연결 계로서, 로세스 

기반 조직의 구조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에 요한 요소이다. 이를 해, 비즈니스 로세스의 기본 인 계층  정보와 수행자

간 업무공유 계를 트리맵의 형태로 나타내는 시각화 도구를 설계  구 하 다. 최종 으로 XPDL (XML Process Definition 

Language) 로세스 모델을 이용한 실행 제를 통해 시각화 도구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 주제어 : 비즈니스 로세스 리, 비주얼 애 리틱스,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 업무공유 계, 트리맵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visual analytics has been recognized in the field of business intelligence. From the view of business 

intelligence, visual analytics aims for acquiring valuable insights for decision making by interactively visualizing a variety of business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treemap-based method for visualizing work-sharing relationships among business process 

performers. A work-sharing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etween two performers who jointly participate in a specific activity of a business 

process and is an important factor for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behaviors in a process-centric organization. To this 

end, we design and implement a treemap-based visualization tool for representing work-sharing relationships as well as basic 

hierarchical information in business processes. Finally, we evaluate usefulness of the proposed visualization tool through an operational 

example using XPDL (XML Process Definition Language) process models. 

☞ keyword : Business Process Management, Visual Analytics, Business Process Performer, Work-Sharing Relationship, Treemap

1. 서  론

최근에 비즈니스 인텔리 스(Business Intelligence, 이

하 BI) 분야에서 비주얼 애 릭티스(Visual Analytics) 기

술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주얼 애 리틱스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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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 비즈니스 련 정보

들을 인터랙티 하게 시각화하고, 시각화 결과에 한 반

복 인 탐색(exploration)  피드백 과정(feedback-loop)을 

통해 의사결정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발견하도록 지원한

다[1,2]. 특히 조직의 업무 처리를 자동화하고, 지속 으

로 리하기 한 비즈니스 로세스 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 이하 BPM) 분야에서 비즈니스 로

세스 정보의 시각화  련 인사이트 발견을 한 비주

얼 애 리틱스 기술이 요해지고 있는 시 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로부터 발견된 

수행자들간의 업무공유(work-sharing) 계들을 시각화하

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비즈니스 로세스 분석은 크

게 제어흐름(control-flow), 데이터, 조직  자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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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수 있는데, 업무공유 계는 조직 의 분석 요

소로서, 비즈니스 로세스를 구성하는 특정 단  업무에 

공통 으로 참여하는 수행자들간의 연결 계를 말한다. 

이를 계층  정보 시각화에 합한 트리맵(treemap)[3]에 

용함에 따라,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에 한 계층  

정보와 조직 의 업무공유 계를 동시에 시각화할 

수 있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로세스 모

델로부터 업무공유 계를 분석하기 한 이론  과정과 

최종 으로 분석 결과를 트리맵으로 나타내는 시각화 도

구를 설계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비즈니스 

로세스 데이터 시각화에 련된 선행 연구들과, 조직 

의 비즈니스 로세스 분석 련 선행 연구들에 

하여 서술한다. 3장에서는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간 

업무공유 계의 개념과 이에 한 이론  분석 과정에 

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업무공유 계 시각화를 

한 트리맵의 설계  구 에 한 내용과 이에 한 실행 

제에 해 설명한다. 끝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비즈니스 로세스 데이터 시각화

일반 으로, 비즈니스 로세스 리 과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로세스 련 데이터들이 생성된다. 이에 따

라, 비즈니스 로세스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한된 화면 에 효과 으로 나타내기 한 시각화 기술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의 련 

연구를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 시각화[4-6]와 비주얼 애

리틱스[7,8]로 나 어 정리하 다. 

Albrecht et al.[4]은 규모의 테스크들로 구성된 복잡

한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을 효과 으로 시각화하기 

한 그래  이아웃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와 비슷하

게 Reichert et al.[5]은 사용자가 시각화 옵션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을 유연한 형태로 

시각화하기 한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4]의 경우 단순히 복잡한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에 

한 사용자의 인지성(perceptibility)을 높이기 한 그래  

이아웃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면, [5]는 사용자의 임의

로 축소(reduction), 통합(aggregation)과 같은 시각화 매

개변수들을 설정함으로써, 모델의 일부를 추상화하여 시

각화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심 있는 특정 모델 부분

에 집 하도록 하 다. 한편, Kriglstein et al.[6]은 비즈니

스 로세스 모델이 지속 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모델의 변경 이력들을 시각화함으로써 모델의 형상 

리를 용이하게 하 다. 의 연구들은 다양한 에서

의 비즈니스 로세스 시각화가 아닌,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 자체에 한 시각화에 을 두었기 때문에, 활용

될 수 있는 역이 한정된다는 단 을 가진다.

한편, 비즈니스 로세스 자체가 아닌, 다양한 으

로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기 한 연구로서 Aalst et 

al.[7]은 로세스 실행 로그 기반의 시공간 비주얼 애

리틱스 기법을 제안하 는데, 시각화된 지도 에 시계열 

형태의 로세스 실행 련 데이터를 증강하고, 이를 시

간 축에 따라 애니메이션으로 재생하여 로세스 실행 

결과와 련된 시공간 정보를 시각화하 다. Hao et al.[8]

은 비즈니스 로세스 실행 기록에서 련 속성들을 추

출하고, 추출된 속성들과 경 지표(business metrics)간에 

상 계를 원형 그래 의 형태로 시각화하 다. 속성-지

표간 상 계의 시각화를 통해, 실행 련 속성들이 비

즈니스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비정상(anomaly)

인 행 를 탐지하도록 하 다. 

2.2 조직 의 비즈니스 로세스 분석

비즈니스 로세스 분석은 제어흐름, 데이터, 조직  

자원과 같은 에서 수행될 수 있는데, 본 의 조직 

 분석 련 연구는 크게 비즈니스 로세스 심의 조

직 업무 네트워크 분석[9-12]과 개별 인 비즈니스 로

세스 수행자 분석[13,14]으로 나뉘어진다.

Aalst et al.[9]은 로세스 실행 로그로부터 수행자들간

의 소셜 네트워크를 발견하고, 이와 련된 측정지표들의 

설계와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들을 용하여 비즈니스 

로세스를 심으로 한 조직 업무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자 하 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서, Song[10]과 Kim[11]은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로부터 조직 업무 네트워크를 발

견  분석하고자 하 다. Hong et al.[12]은 더 나아가, 조

직 업무 네트워크의 발견  분석의 결과를 토 로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기 한 방법론을 제안하 다.

의 연구들과 달리, Pika et al.[13]은 비즈니스 로세

스 수행과 련하여 개별 인 인  자원들의 업무 숙련

도(skills), 활용도(utilisation), 선호도(preferences), 생산성

(productivity), 업도(collaboration) 등을 측정하기 한 

지표들을 설계하고, 로세스 실행 로그로부터 이를 분석

하기 한 임워크를 제안하 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의 업무할당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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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한 연구가 있었다[14].

본 논문에서는 조직 의 비즈니스 로세스 분석에 

을 맞추는 동시에,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비주얼 

애 리틱스 측면에서 비즈니스 로세스 정보에 합한 

시각화 도구를 설계하고 구 했다는 측면에서 의 련 

논문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3.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간 업무공유 계

본 장에서는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간 업무공유 

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에서부터 

업무공유 계를 발견  수치화하는 이론  과정에 

해서 설명한다.

3.1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

일반 으로 비즈니스 로세스의 개념은 조직의 가치

를 창출하기 한 일련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비즈니스 로세스를 수리  는 정형 으로 분

석하거나, 시스템 으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명세하기 

한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한다. 다음 그림 1은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을 가시  표기법으로 나타낸 제이다.

(그림 1)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 제

(Figure 1) Example of business process model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은 기본 으로 시작, 종료 이

벤트(◎)를 포함하며, 순서를 가지는 단  업무들의 집합

(A~F)으로 표 된다. 제어흐름 요소로서, 선택  분기

(OR-split, )와 병렬  분기(AND-split, ) 등이 있다. 화

살표(→)는 단  업무간의 이 계(transition)를, 선

(┄)은 단  업무와 수행자 사이의 할당 계(task 

allocation)를 나타낸다. 그림 1의 경우, 총 6명의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들과 총 6개의 단  업무(A ~ F)들로 구

성된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 제이다.

3.2 수행자간 업무공유 계

수행자간 업무공유 계는 비즈니스 로세스를 구성

하는 특정 단  업무에 공통 으로 참여하는 수행자들간

의 연결 계를 말한다. 계의 빈도가 높을수록 수행자

간에 한 업무 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

래 그림 2는 업무공유 계의 기본 인 개념을 나타낸다. 

수행자    그리고 은 단  업무 에 공통 으

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세 명의 수행자 그룹 내에서는 업

무공유 계가 존재한다.

(그림 2) 수행자간 업무공유 계의 개념

(Figure 2) Concept of work-sharing 

relationship among performers

수행자간 업무공유 계를 수치화하기 해서는 제어

흐름 심의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로부터 수행자-업무

간의 소속 네트워크[11]를 발견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BPMN(Business Process Model and Notation) 는 

XPDL(XML Process Definition Language)과 같은 비즈니스 

로세스 정의를 한 국제 표 규격에 따르면,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을 명세할 때, 단  업무와 이를 담당하는 

수행자간의 할당 계 정보를 필수 으로 포함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므로, 수행자-업무 할당 계를 바탕으로 그

림 3과 같은 수행자-업무간 소속 네트워크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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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 1 모델로부터 발견한 수행자-업무 소속 네트워크

(Figure 3) The performer-activity affiliation network 

discovered from the model in Figure 1

그림 3의 수행자-업무 소속 네트워크를 다음 표 1과 

같은 소속 행렬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크기의 수

행자 수와   크기의 업무로 구성된 소속 네트워크의 경

우, 이에 한 소속 행렬 는 ×  크기를 가진다. 그

러므로, 수행자 와 업무  간의 연결 계를 나타내

는 원소 값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다.

   와사이의연결관계존재 해당없음        (1)

(표 1) 그림 3의 수행자-업무 소속 네트워크에 한 소속 

행렬    ×
(Table 1) The affiliation matrix    × for the 

performer-activity network in Figure 3

A B C D E F

Jeff 1 0 0 0 1 0

Ed 1 0 0 0 1 0

Chris 0 1 0 1 0 0

Emily 0 1 1 0 0 1

Adam 0 1 0 0 0 0

Cynthia 0 0 1 0 0 1

표 1의 소속 행렬 과 역행렬 의 행렬 곱  

을 통해 수행자간 업무공유 계를 나타내는 를 계산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업무공유 계를 나타내는 행렬    ×

(Table 2) The matrix    × representing 

work-sharing relationships

Jeff Ed Chris Emily Adam Cynthia

Jeff 2 2 0 0 0 0

Ed 2 2 0 0 0 0

Chris 0 0 2 1 1 0

Emily 0 0 1 3 1 2

Adam 0 0 1 1 1 0

Cynthia 0 0 0 2 0 2

의 행렬 의 원소 값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다. 행렬의 각원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행렬 원소 

≠는 수행자 와 간의 업무공유 계의 빈도 

값을 나타낸다.

    가참여하는단위업무의수≠ 와사이의업무공유관계빈도    (2)

4. 트리맵을 이용한 업무공유 계 시각화

앞의 장에서는 비즈니스 로세스에 참여하는 수행자

간의 업무공유 계의 개념과 이를 수치화하는 과정에 

해서 설명하 다. 본 장에서는 업무공유 계를 트리

맵으로 시각화하기 한 설계 내용과 이의 구  도구  

실행 제에 해서 설명한다.

4.1 시각화 도구

트리맵을 이용한 업무공유 계 시각화 도구의 개념

인 실행 과정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먼 , 입력 포맷인 

XPDL 2.1 [15] 규격의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을 싱하

여, 수행자와 업무간 할당 정보를 추출한다. 해당 정보는 

XPDL 2.1 로세스 모델의 <Activ ity>  태그 내에 있는 

<Perform er>  태그 정보에 명세되어 있다. 다음 단계에서

는 추출된 수행자-업무간의 할당 정보를 바탕으로 소속 

행렬을 생성하고, 수행자간 업무공유 계를 계산한다.

싱  업무공유 계를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TreeML[16] 포맷으로 장한다. TreeML은 계층  데이

터 구조를 장하는 마크업 언어로서, 비즈니스 로세

스 모델의 싱  분석 결과를 장한다. 



트리맵을 이용한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간 업무공유 계 시각화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7권4호) 73

(그림 4) 시각화 도구의 체 실행 과정

(Figure 4) Overall process of the visualization tool

(그림 5) 업무 할당 정보에 한 XPDL 스키마 부분

(Figure 5) The part of the XPDL schema 

representing task allocation information

 

시각화 과정에서 미리 생성된 TreeML 일을 재사용

함으로써, 불필요한 처리 과정의 복을 피할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는 장된 TreeML 일을 읽어서 트리맵

의 형태로 시각화한다. 기본 으로 트리맵은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시각화할 때 합하며, 비즈니스 로세

스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효과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리맵 시각화의 기본 인 기능에 추가하

여, 트리맵을 구성하는 노드들에 해당하는 수행자들간의 

업무공유 계를 시각화하는 도구를 구 하 다.

프로그래밍 언어
Java Development Kit 

1.8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표준 XPDL 2.1

정보 시각화 프레임워크 Prefuse

(표 3) 시각화 도구 개발환경

(Table 3) Development environments of the 

visualization tool

4.2 트리맵 시각화 설계

수행자간의 업무공유 계를 시각화하는 트리맵을 구

하기 해 컬러 코딩(color-coding), 노드 사이징(sizing), 

이블링(labeling), 하이라이 (highlighting)과 같은 시각

화 옵션에 한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4.2.1 컬러 코딩

트리맵 시각화에서 컬러 코딩 기법은 시각화되는 개

별 인 객체들을 특징 요소에 따라 분류할 때 용이하다. 

구 한 시각화 도구에서는 트리맵의 단말 노드(leaf node)

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가 소속된 계층 

정보에 따라 노드 색상이 결정되도록 설계하 다. 트리

맵을 구성하는 데이터 구조는 의 깊이를 가지는 트리 

∪ ∪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수행자

들을 나타내는 단말 노드들로 구성되며, 노드의 색상은 

해당 단말 노드의 조상 노드(ancestor node)  ≤  

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즉, 다양한 개체 유형(entity 

type)을 포함하고 있는 XPDL 표 에서 수행자 개체 유형

은 <Perfo rm er>  태그로 정의되는데, <Lane>  (수행자가 

소속된 역할) 는 <Poo l>  (수행자가 소속된 조직단 )

와 같은 개체 유형들이 자원 에서 조상 노드가 될 수 

있다. 한 제어흐름 에서 수행자가 참여하고 있는 

<Package>  는 <W orkflowProcess>와 같은 개체 유형

을 조상 노드로 용할 수 있다. 다른 용 로서, 트리

맵 시각화에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에 정의되지 않은 

별도의 조직도 정보를 용할 경우, 수행자가 소속된 부

서 는  정보를 조상 노드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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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노드 사이징

시각화 객체의 사이즈는 일반 으로 해당 객체가 지

닌 상 인 비  는 요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의 트

리맵에서는 Bruls et al.[3]의 squarify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다양한 수치  비율형 데이터(ratio data)를 용하여 

단말 노드의 크기와 역을 계산하도록 구 하 다. 

를 들어, 심성(centrality)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

법이나, 체 비 수행자가 처리한 워크아이템

(work-item) 수와 같은 비율형 데이터를 단말 노드의 크

기에 반 할 수 있다. 

 

4.2.3 이블링

이블링은 시각화된 객체들을 식별화하기 해 객체

를 표하는 텍스트 정보를 객체 주변에 시각화 하는 기

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 단말 노드 에 수행자의 이

름을 시각화하도록 구 하 다. 부가 으로 단말 노드의 

크기  역과 수행자 이름의 길이를 고려하여 폰트 크

기를 자동으로 조 하도록 구 하 다. 

4.2.4 하이라이

하이라이 은 특정 객체들을 부각하기 한 시각화 

기법으로 보통 키보드 는 마우스 입력과 같은 유 와

의 상호작용에 련된 이벤트들에 반응하도록 구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라이  효과를 통해 업무공유 계를 

시각화하도록 구 하 다. 특정 단말 노드를 클릭할 경

우, 해당 수행자와 업무공유 계를 가지는 다른 수행자

들에 한 단말 노드들을 시각화하며, 나머지 노드 그룹

들은 숨김(hiding)으로 표 한다. 업무공유 계를 가지는 

수행자들을 차별 으로 시각화하기 해 계의 강도를 

기반으로 그 이 스 일(grayscale)과 채도(saturation)를 

이용하여 노드를 시각화하 다. 이를 한 업무공유 

계 빈도의 최  측정값 수식은 다음과 같다.

max max ≠            (3)

 는 표 2와 같은 두 수행자 와  사이의 업무공유 

계 빈도를 나타내는 행렬의 원소이며, max  는 행렬에

서의 최  원소 값( 각원소 제외)으로서 측정된 업무공

유 계 빈도의 최  값을 나타낸다. 수식 3 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두 수행자 와  사이의 업무공유 계 강도 

에 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max

 ≠              (4)

4.3 실행 제

시각화 도구의 실행 제로서 세 개의 가상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을 포함하는 XPDL 2.1 로세스 패키지로

부터 수행자간 업무공유 계를 분석  시각화하 으

며, 조직 측면에서 수행자의 계층 정보를 시각화하기 

해 추가 으로 국 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의 조직도 정보[17]를 일부 용하 다. 

실행 제의 시각화 속성에 한 설정은 다음 표 4와 같

다. 트리맵의 깊이 0에 해당되는 루트 노드는 비즈니스 

로세스 패키지 (XPDL 스키마에서 <Package>  태그)이

며, 깊이 1의 노드는 HMRC 조직도에서 추출한 부서 정

보이다. 그리고 깊이 2의 단말 노드는 각각의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를 나타낸다. 각각의 단말 노드의 색상

은 해당 수행자의 부서 정보에 따라 결정되며, 노드 사이

징 속성에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인 연결 심성

(degree centrality)[18] 을 용하 다.

시각화 속성 상세 내용

깊이-0 루트 노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패키지

깊이-1 노드 부서

깊이-2 단말 노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행자

컬러 코딩 부서별 색상

노드 사이징 연결 중심성

레이블링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행자의 이름

하이라이팅 업무공유 관계 시각화

총 수행자 수 52 명

(표 4) 제의 시각화 속성 설정

(Table 4) Visualization setup of the example

표 4의 설정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 6은 트리맵 

시각화 결과와 특정 수행자에 한 업무공유 계의 시

각화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6(a)은 기 상태의 트

리맵 시각화 결과로서, 비즈니스 로세스 패키지에 참

여하는 총 52명의 수행자가 단말 노드로 표 되며, 단말 

노드의 색상을 결정하는 8개의 부서가 깊이-1 노드로 시

각화되었다. 그림 6(b) 는 특정 수행자 “Jon Sherman” 노

드를 클릭했을 때, 이에 한 하이라이  효과로서 “Jon 

Sherman” 과 업무공유 계를 가지는 수행자 노드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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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트리맵 시각화 결과 (b)하이라이  효과로서 수행자 "Jon Sherman"과 다른 수행자들간의 

업무공유 계를 시각화한 결과

(Figure 6) (a)Visualization result of the treemap (b)Visualization of work-sharing 

relationships among the performer "Jon Sherman" and the others in highlighting effect

이에 한 강도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강도  은 [0,1) 

의 값 범 를 가지는데, 11개의 구간 별로 나 어서 다른 

채도를 용하 다. 특히, 업무공유 계의 유무에 한 

사용자의 인지성을 고려해 업무공유 계가 없는 수행자

(    )와 업무공유 계를 가지는 수

행자(≻  ≥ )들의 채도 차이를 크게 

용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PM 기반 비주얼 애 리틱스를 한 

시각화 타입에 한 연구로서,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

자들간의 업무공유 계를 시각화하는 트리맵을 설계  

구 하 다. 기본 인 업무공유 계의 개념  이론  

분석 과정을 바탕으로, 계층  정보 시각화에 유용한 트

리맵에 업무공유 계를 추가 으로 시각화하도록 설계

하 다. 결론 으로 구 된 트리맵은 비주얼 애 리틱스 

수행 환경에서 계층  과 조직 의 분석  탐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조  더 폭넓은 비주얼 애 리틱

스를 지원하기 한 향후 연구로서,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자간의 추가 인 계 유형과 이에 한 분석 결과

를 트리맵 시각화에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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