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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대 중소기업들은 기업 현장에서 각종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이나 인력의 감원, 시간의 낭비 등을 위해 각종 개선활동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선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나 영향력 등의 분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 및 시설 등에 관

한 개선 사항의 건의 및 실행 활동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중소기업(Small&Medium Biz-SMB), 개선활동(Improvement Activities)

I. 서 론

불투명한 미래 기업 활동 예측 및 급속한 시대적, 기술적 트렌드

의 변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기업 현장에서 각종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이나 인력의 감원, 시간의 낭비 등을 위해 각종 개선활동

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선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나 영향력 등의 분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부딪히는 실체적 문제로 각종 좋은 개선 아이

디어 및 실행 결과를 유사업무로 파생이 불가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발생하

는 각종 업무 및 시설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의 건의 및 실행 활동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회사 내 개선할 아이디어를 등록

해 개선완료까지 전과정을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 사원에게 개선내용을 공유하고, 또 다른 개선아이

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안하는 시스

템의 구현 및 구동 환경은 표 1과 같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구동환경은 향후 Windows XP의 서비스 중단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Windows7을 기본으로 구축하였다. DBMS는 웹 언어인 ASP.Net

과 가장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MSSQL을 사용하였다.

표 1. 시스템 환경

Table 1. System Environment 

구  분 환  경

OS Solaris / Windows7

DBMS MSSQL

Language ASP.Net

Net Env. Web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 플로우는 그림 1과 같다. 
우선 현장에서 개선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등록되면 윗선에서 검토를 

한 후 타당한 개선 제안의 경우 실시를 하게 된다.

그림 1. 시스템 플로우

Fig. 1. System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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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

적으로 개선활동의 제안 및 기존 활동이 검색이 가능하며, 각종 공지

사항, 신문고(일종의 자유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메인화면 예

Fig. 2. Main Page Examples

그림 3은 제안시스템의 서브 화면으로 각종 개선 활동 제안 사항

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안자, 제안일자, 
개선율, 담당 부서 등과 함께 상세한 개선 활동 보고서 및 요약서 

등을 입출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속적인 개선

활동의 파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개선 활동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 사항 제안 덧붙임 및 파생안을 입/출력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각종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수치적으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자 및 

제안자가 직관적으로 수행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서브 시스템 구현 예

Fig. 3. Sub System Examples

III. 결 론

지금까지 중소기업형 사내 업무개선활동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특장점은 첫 째,  메인 화면에 로그인사용자

의 개선활동 핵심정보 제공하는 것이며, 둘 째,  각종 설문조사 실시

정보 제공하고, 셋 째, 개선활동 관련자들에게 개선활동 진행상황 

메일로 제공하며, 각종  접속통계 제공 및  개선활동 진행상황 정보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간별, 부서별, 개인별 개선활동 통

계정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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