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최근 4차산업 명 시 로 어들면서 AI와 빅데이터,

IoT 등 최신 기술이 용되어 IT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RP 제품도 빅데이터, IoT 기술을 용하여

업무 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타 시스템, 거시 시스템

과의 연계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가 늘

어나고 있다. 혹은 이미 이러한 기술들이 용된 제품들

이 출시되어 업무 로세스에 신을 가져오고 있다. 과

거 시스템과는 다르게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 등장과 Windows, Linux, Mac 등 다양한 OS,

그리고 연계 상도내부 거시 시스템뿐만아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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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 , 벤더, 고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기 해서는 기존 특

정 OS( 부분 Windows)에 국한되는 어 리 이션

(Microsoft에서는 WinForm으로 명명)보다는 Web

Platform 기반의 ERP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벤

더사가 Web으로 환하고 있다. 한 기업의 특성상 다

양한규모, 업종, 특성등으로인해업무 로세스의 복잡

도가 증가하고, 이에 한 단일 패키지로의 응이 사실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의 ERP를 도입하는 기업은

패키지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같이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의 다양한 업무 로세스에 최 화된 ERP

도입을 해서는 커스터마이징의 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ERP 시스템은 모든 기업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운

되지 않으므로 기업마다 회사 규모, 생산 제품, 수주 방

식, 고객 유형 등이 각기 다르기에 해당 기업에 특화된

ERP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RP시스템의 커스터마이

징은 반드시 필요하다. 커스터마이징이란 ERP 패키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ERP 패키지의 기능을 기업의 경 ,

생산 환경 등특수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을 의미하

며, 오리지 코드를 수정하고 변경하는 수정

(Modification), 기존 기능을 보완하는 확장(Extension),

새로운 업무 기능을 추가하는 볼트온(Bolt-on)으로 구분

할 수 있다[1].

2.  고찰 

2.1 ERP 도 과 공  

ERP 시스템은 단계별로 발 되어 왔다. 제1단계로서

1970년 MRP(자재소요계획: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발 과, 제2단계로서 1980년 MRP II(제조

자원계획: Manufacture Resource Planning)의 발 과,

제3단계로서 1990년 이후 ERP( 사 자원 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발 과, 제4단계로서

2000년 이후 확장형 ERP(Extended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로 발 되어 왔으며, 앞으로의 발

방향은 기업 간의 업무 통합을 통한 최 화(Best

Practice)를 지향하는 통합업무솔루션(Total Business

Solution)으로서 E-비즈니스(e-Business)로 발 되어 갈

것이다[2].

국내 기업들은 효율 인 자원 리와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해 10여 년 부터 ERP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후 견기업과 소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

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의 변한 IT 기술과 경

환경에 기 구축된 ERP 시스템이 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최고 성능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

우 높은 실이라 할 수 있다[3].

일반 으로 ERP 시스템은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된 통합된 시스템으로 그

내부에는 비즈니스 로세스에 한 리엔지니어링 개념

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선진기업의 선진 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ERP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로세스에 한 리엔지

니어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와는

달리 ERP 시스템은 패키지화된 소 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의 업무에 용하기 해서는 커스터마

이징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용자를 한 교육도 필요하다[6].

기업마다매출의 인식이나 상품의출고시기, 그 외다

양한 부분에서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특

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수용하는가, 그리고 규격화되지

않는 업무를 얼마나 시스템에 용하여 규격화할 수 있

는지가 ERP 시스템 구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하지

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부분의 ERP 패키지는 선진국의

일반 인 기업들을 상으로 표 인 모듈 형태로 개발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실정에 동떨어진 경우가

많으며, ERP 시스템의 성공 인 도입을 해서는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스터마이징에 한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4].

이 듯 ERP 시스템 도입의 성공요인은 커스터마이징

이라 할 수 있으며, 도입한 ERP 시스템의 지속 인 로

세스 개발, 유지보수 개선작업은 기업 경쟁력에도 많

은 향을 미치게 된다[1,7].

2.2 WEB 플랫폼 

웹 기술의 진화 발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단계는 1989년부터 1999년까

지의 기간으로 HTML, URL, HTTP라는세 가지 기술에

기 해 웹 기술이 제안되고, 인간 심의 정보 처리

지식공유 등을 목표로 하는 단계 다. 두 번째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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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으로 XML에 기반하며 인

간 심의 정보 처리뿐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

스, 멀티미디어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계 다.

세 번째 단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구 , 아마존,

키피디아 등의 성공과 함께 웹 산업을 제2의 성기로

이끌며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2010년 이후부터

재까지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

들을 상으로 HTML5와 web API를 통해 한단계 진화

된 웹 응용 환경을 제공하며, 치 정보 소셜 정보 등

을 결합하는 통합 응용 랫폼으로서 웹이 자리 잡아 가

는 단계라 할 수 있다[8].

웹 랫폼이 랫폼 략으로서 주목 받는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는, 편화(fragmentation)되는 기기 환경

에서 장치 독립 이며, 상호호환성을 갖는 웹 랫폼은

큰 장 을갖기때문이다. 둘째는, 특정기업에 종속된 기

술이 아니고 비교 특허와 지 재산권문제에서 자유롭

기 때문에 구든 자유롭게 사용하고확장시키며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재 랫폼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구 , 애 , 마이크로소 트의 향력에서 벗

어날수 있는 안이기때문이다. 넷째, 개방 기술로 손

쉽게 다른 개방형 기술들을 결합시켜 랫폼화시키고 발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9,14].

이러한 새로운 IT 패러다임 변화에서 주도권이 약화

된 상황을 타개하고 국내기업이 global first mover가 되

기 해서는 자생력 있는 국산 SW 랫폼을 확보하고

스마트 디바이스의 다양화에 노력해야 하며, 웹 기반

SW 랫폼 등 국내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SW 랫폼

의 확보 로벌화 등 국내 IT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한 SW인력양성정책 등의 략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야만 로벌 무한 경쟁에 비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

다[10,11].

2.3 WEB 플랫폼 기반  ERP 개발도  

기존 웹 개발 방식은 Back-end 개발과 Front-end 개

발로 나뉘어져 있다. Back-end는 주로 DataBase와 연계

하여 Business Logic을 처리하고, Front-end는

Back-end Service의 Input Parameter나 결과로 나올

Output Data를 사용자와 UI/UX로 Interface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 인 작업 순서는 작성된 설계문서를 바탕으로

Front-end 개발자와 Back-end 개발자가 서로 다른 개발

언어를 사용하여 Component화 되어 있는 Business

Components, UI Components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이후

이를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분 Front-end

개발언어는 HTML5, JavaScript, jQuery, ReactJS 등을

사용하며, Back-end는 Java, Python, C# 등의 언어를 사

용한다.

와 같은 통 인 Front-end Web개발 방법은

HTML5, Javascript, jQuery 등 기본 언어를 습득해야 하

며, 제품에특성화되어 있는 UI Components(Grid, Chart,

TextBox, Common CodeHelp 등)의 Property, Function

등의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 한 Back-end와의

Interface를 하여 서로 통신하는 로토콜이나 데이터

포맷에 한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Front-end 코

드 작성을 부분 VS Code나 UltraEdit 등과 같은 Editor

로 작성하게 되는데, 개발자가 개발표 을 수하더라도

기본 으로Editor 특성상 자율에맡기므로개발 후 코드

검증작업을 거쳐 표 수여부를 단하고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 으로 ERP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경우에

는 규모의 개발자들이 투입되어 Business Logic이 다

른 수많은 단 모듈 (5,000본 이상)을 생산하게 된다.

실 으로 기업 ERP 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양한 숙련도,

기술배경을 가진 개발자들이 단기 인 교육만 거쳐 투입

되기 때문에 각 개발자마다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타

입의 소스코드가 생산된다. 그 결과로 향후 유지보수

인수인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유지보수 비용이 증

가하고, 심지어 수정으로 인해 기존 개발한 내용이 동작

조차 하지 않는 상에 이르게도 된다. 즉, 단기간의교육

으로 ERP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경우, 개발자

간의 다양한코드생산, 각기다른 완성도, 표 수한계

등의 문제 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ERP 커스터마이징 작업 시 다양성 제거와 재

사용성을 증 할 수 있는 웹기반의 개발도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3. ERP 개발도  분 과 계 

3.1 ERP 개발도  사항

ERP 개발도구의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표 화 재사용성으로 함축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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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end 서비스와의 연계 설계도구를 포함한 UI 개

발도구까지 포함되고 있다.

3.1.1 Back-end  Interface 공

일반 으로 Back-end에 있는 Business Logic을 사용

하기 해 URL을 POST나 GET 방식으로 호출하고, 그

결과를 HTML로 받거나 JSon형태의 데이터로 받아 웹

라우 에서 처리한다. 과거에는 UDDI와 같이 Web

Service를 검색하여 당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도구

가 있었지만, 재 통 인 웹개발 방법에는 직 호출

URL을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API 매뉴얼을 보고 Input

Parameter나 Output Schema를 설정하고 API를 호출해

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쉽게 Back-end와 Interface 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3.1.2 계문  Integration

일반 인 소 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SDLC,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는 Table. 1과 같이 요구사항분

석-설계-개발-테스트-배포 유지보수 단계로 진행된

다. 분석-설계 단계에서 기능 개요 업무 흐름이나 화

면설계 요구 기능을 나타내기 해 데이터 흐름도

(Data Flow Diagram, DFD)와시스템 차트 등여러 가지

Diagram들을 사용하여 산출물을 작성한다[12].

이와 같은 산출물을 작성할 때 설계자는 일반 으로

한 이나 워드, 엑셀 등의 문서 로그램이나 UML 툴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개발자는 이 문서를기 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서 작성 장을 개발도구

에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야 한다.

3.1.3 생산  향상  한 도  공

개발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요한 부분은

생산성 향상이다. 에디터로 UI Components를 코딩하는

일반 인 방법보다 UI로디자인하고속성을 정의하여 코

드를 자동 생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 생

산성 향상을 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1.4 재사용 과 화  UI 공

부분의 Business Components를 UI와 결합하여 재

사용하거나 이미 개발된 단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재사용은 결국 생산성 향상과 연

결된다.

에디터로 소스코드를 개발하는 것은 개발자에게 표

수에 한 제약 없이 개발자의 능력으로 자유로운 코

드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은 장 도 있지만 개

발 결과물이각기다른수 일 성없는UI가생산되

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개발방법이다. 개발도구는 개발

자의 능력과 계없이 일정 수 의 표 화된 UI를 제공

해야 하며, 결과물인 품질도 동일해야 한다.

3.2 ERP 개발도  

ERP 개발도구는 크게 로젝트를 리하는 ①

WorkSpace, ② UI를 디자인하는 Designer, ③Back-end

와의 연결 데이터소스를 리하는 DataSource, ④

Function이나 Event 등에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스크립

트 코드 작성기, ⑤결과물인 HTML을 생성하는 Builder

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연구결과물 화면으로 보면 Fig.

1과 같다.

- Characteristics Major outputs

Require-
ments
analysis

Analysis of requirements on the development program &
work flow

� Requirements
� DFD(Data Flow Diagram)

� Use case diagram
� Sequence diagram

Design
Determination of system architecture,

Data & Program structure, SW & Interface structure,
Algorithm, and so on.

� Structure
� Program specification
� UI specification

� ERD description
� DB specification

Develop-
ment

Programming on specifications � Program code � DB Table

Test
Running or not of required results according to input,

Finding of internal abnormality and error
� Test results
� User Instructions

� Operator guidance

Mainten-
ance

Correct changes of the developed SW � Maintenance log -

Table 1. Characteristics and Major outputs of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S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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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sition of ERP Development Tools 

3.3 ERP 개발도   기반기술

� IDE: WPF MVVM(Model View ViewModel)

� Wizard, 서비스 호출: WPF MVVM, LINQ to

JSON

� Designer: CefSharp(Chromium Embedded

Framework)에 구 된 HTML, Javascript

� 메타데이터(소스): LINQ to Xml

� Builder: LINQ to Xml, XmlSerialize

� SourceBank: WCF 웹서비스

4. ERP 개발도  현 

4.1 Back-end  Interface 공

본 연구결과물에서는 Business Logic과의 연결을 보

다 쉽게 하기 해 서비스를 찾고 Input Parameter와

Output Schema의 설정을 UI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Back-end와 Front-end를 철 하게 구분함

으로써 서로의 Interface 규약만 수하면 개발된 모든

Back-end Service를 Front-end 개발도구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Fig. 2와 같이 서비스조회창에서서비스 내용을조회

하고(①), 조회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②). 호출하기

한 Input Parameter와 결과물인 Output Schema를 확

인(③)하고 용버튼을 르면,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서

비스를호출하고그 결과를DataSource로 변환하여 받을

수 있게 코드가 작성 된다.

DataSource는 Fig. 3과 같이 UI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직 수정하는 기능도 제공하

고 있다. 과거에 개발자는 DataSource의 Schema정보를

일일이 작성 하 지만 본 연구결과물에서는 선택된 서비

스의 Output Data를 가지고 자동으로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Fig. 2. Screen of viewing registered services

Fig. 3. Data Source Schema

4.2 계문  Interface 공

ERP UI 개발도구의경우 분석 설계문서를 작성하

고 문서 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툴(Business

Document)이 통합되어 있어 개발자가 따로 산출물을 받

거나 찾아야 하는 번거로운작업을 없앨 수 있으며, 설계

자가 이 툴을 이용하여 설계물과 디자인 화면을 작성하

면 개발자는 이를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화면에 있는 Canvas의 속성(Properties)에서

‘preDesignSummary’와 ‘postDesignSummary’항목의 스

크립트 버튼을 르면 Fig. 4와 같이 문서 작성 툴

(Business Document) 화면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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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ecution Screen of Business Document

Business Document는 DevExpress를 사용하여 개발

되었으며, 상단은 기능 개요 부분을, 하단은 다양한

Shapes을 이용하여 로세스 흐름도를 작성할 수 있다

(Fig. 5 참조).

Fig. 5. Screen of Business Document

작성한 설계문서는 Fig. 6과 같이 ERP UI개발도구에

서 자동으로 로그램 표 설계서가 문서 일(MS

Word)로 생성이 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제공된다.

Fig. 6. Auto-Generated Standard Design Document

4.3 생산  향상  한 도  공

4.3.1 ERP 단 듈 개발 업 흐름  환

부분의 ERP 단 모듈은 Fig. 7과 같이 조회조건과

이에 한 결과 화면으로 구성된다. 아래 화면에서 ①은

조회조건이며, ②는 조회조건에 한 결과 화면이다. 결

과화면은 DataGrid, Chart, Tree등 다양한 Control들로

구성할 수 있다.

Fig. 7. Common ERP Unit Module

조회조건은 Fig. 8과 같이 부분 Business Service의

Input Parameter로 호출된다. Business Service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Business Logic에 질의를 한 후 데

이터를결과로만들어이를 return하고화면 UI에서는이

를 DataGrid, Tree등 다양한 화면으로 구성하여 사용자

에게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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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ecution Sequence of ERP Unit Module 

결국 Business Service에는 Input Parameter, Output

Schema가 모두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정보를 이용하여

조회조건 UI와 Data Binding하는 UI를 자동생성 할 수

있다. Business Service를개발하면 이에 따른 화면UI는

어느 정도 자동화하여 개발자가 일일이수작업으로 화면

을 그리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를 들면 아래

Business Service인 mlemia00200_list의 Input Parameter

와 Output Schema를 ERP UI 개발도구에서 UI로확인할

수 있다. Fig.9 ~ Fig.11

Fig. 9. View Moving Average Price

        mlemia00200_list Business Service (API)

Fig. 10. View Moving Average Price

         mlemia00200_list Input Parameter

Fig. 11. View Moving Average Price

        mlemia00200_list Output Data Schema

Fig. 10의 Input Parameter는 PLANT_CD (공장코드),

LAST_YN(최종값 여부), ITEM_CD(품목코드)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정보를 바탕으로 조회조건 화면 UI를자

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한 Output 결과인 Data

Schema로 Data Source를 구성하여 화면 UI에 자동

Binding 할 수 있다.

Fig. 12는 ① 조회조건 부분과 그 결과인 ② DataGrid

가 자동 생성된 ERP UI 개발도구 화면이다.

(LAST_YN(최종값 여부)는 상수이므로 조회조건에서

제외됨.)

Business Service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UI 화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은 과거 개발자들이 화면을 일일

이 디자인했던 기존 UI 개발 툴과 비교했을 때 신 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것이다.

Fig. 12. Search Criteria and data grid Auto-generated

in ERP UI development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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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Business UI Components 공

Business UI Components는 UI 와 Business Logic이

결합된 Component이다. ERP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종류

의 Business UI Components가 존재한다. Business가 결

합된 UI 종류도 Dialog, DropdownList, MultiSelect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 UI와 Business를 연결해야 하

기 때문에 개발자는 Business Service의 Input

Parameter와 Output Schema를 모두 습득하거나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편함

을 최소화하기 해 다양한 종류의 Business UI를

Component화하 다. Fig. 13 참조

Fig. 13. Business UI component – Help Window for 

Item Code 

Fig. 14. Help Window for Item Code

‘품목코드도움’이라는 Business UI Component는 이

미 내부 Business Logic까지 UI와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Component를선택하기만해도 런타임시 Fig. 14와 같이

동작하게 된다.

4.4 재사용  공

IT 기술과 시장은 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

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심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작권자의 라이선스 규정내에서 구나 자유롭게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오 소스 소 트웨어(Open

Source Software)가있다. 그 동안 오 소스소 트웨어

에 매우 이었던 Microsoft사도 폐쇄 이었던

R&D 정책에서 최근 들어 오 소스 소 트웨어를 극

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13,15].

ERP UI 개발도구에서 제공하는 소스뱅크도 오 소

스 소 트웨어의 한 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이 만든

로젝트를 소스뱅크에 업로드하여 내 로젝트를 리할

수 있고, 로젝트를 공개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로젝트를 다운로드하

여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사용함으로써 개발의 효율

성을 높여 메뉴 개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 기존 로젝트를 수정, 보완한 메뉴를 다시 등록

하고, 다시 수정하여 등록하는 등의 반복작업으로 메뉴

데이터가 기하 수 으로 증가(Big Data)할 수 있다.

Fig. 15 참조 이는 향후 AI를 탑재하여 사용자가 개발하

려는 메뉴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시스템에 Hit율을 높

일 수 있다.

Fig. 15. Increase of data due to reusing existing 

menu

ERP UI 개발도구 소스뱅크에서 Public Projects 탭은

모든 사용자가볼 수 있고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공개한

로젝트이다. Fig. 16 My Projects 탭은 로그인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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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올린 로젝트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다. 로젝트는모듈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클릭했

을 때 오른쪽 미리보기로 화면을 볼 수 있다. 이 화면을

확인한 후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재수정한다.

Fig. 16. Execution Screen of Source Bank

4.5  특 에 맞는 화  UI 공

설계자나 개발자마다 각기 다른 UI Design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통일감이 없고 혼란스러워진다.

이러한 사용자의 혼선을 없애고, 통일된 UI Design을 유

지하기 해서는 표 화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ERP UI 개발도구에서는 컨트롤을 추가할 경우 표

화된 UI Design 이아웃에 맞게 배치되며 한 모든 컨

트롤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패 특성에

맞게 컨트롤이 추가된다. Fig. 17 참조 조회 조건의 컨트

롤들을 올리는 컨디션 패 에서 컨트롤들을추가할 경우

한 라인에 3개 컨트롤이 배치되며, 3개이상일 경우 자동

으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간다. 컨트롤을 추가하는 버튼

을 을 때어떤패 인지에 따라추가할수 있는 컨트

롤이 각각 다르다.

Fig. 17. Add form control to condition panel

Fig. 18. Controls can be added on canvas, 

container panels, and condition panels.

선택된 패 의 특성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컨트롤이

정해짐으로써 일 되고 통일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Fig. 18 참조

5. 연  결과 

ERP UI 개발도구는 자체 정의된 메타데이터로 리

하지만 Build 후 최종 결과물은 HTML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HTML은 UI Design에서 자동 생성된 부분

과 개발자가 직 Event Coding한 부분으로 구성되며,

UI Design에서 생성된 많은 코드들이 체계 으로 포함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9. Process of HTML Code Generation in ERP 

UI development tools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ERP UI개발도구의 생산성 향

상정도를 분석해 보기 해 30개 ERP 단 모듈을 상

으로 기존 방법인 Front-end로 개발한 경우와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ERP UI 개발도구로 개발한 경우의 소스코

드 라인수를 비교해 보았다(Table. 2. 참조).

기존방식의 경우 30개 단 모듈을 개발하는데 총

21,585개의 소스코드 라인이 생성되어 단 모듈별 719.5

개의 라인이 생성되었지만, ERP UI개발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총 7,782개의 소스코드 라인이 생성되어 단

모듈별 259.4개의라인이생성된것을 알수 있었으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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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라인감소율이 63.9%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20 참조

특히 수입징수부 ERP 단 모듈의 경우에는 라인감소율

이 최 84.4%(449→70)까지 나타나 가장 큰 감소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ERP UI개발도구

의 효능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ERP UI 개발도구를 사용하는 개

발방법이 일반 인 방법에 비하여 생산성이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코딩최 화, 유지보수 편의

성 확보, 그리고 오류 최소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lines of Source Code

Fig. 20. Comparison of Source Code Lines

6. 결  

서두에 기업의 업무 로세스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이

ERP 구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한 요소이며,

ERP UI 개발도구는 커스터마이징을 개발, 유지보수 하

는데 합한 도구임을 설명하 다. ERP UI 개발도구는

기업 ERP 커스터마이징 시 유지보수 생산성 측면에

서 Back-end와의 연계, 설계물과의 통합, 생산성 향상을

한 다양한 도구제공, 재사용성 제공, 표 화된 UI 제공

으로 표 화 수 생산성 증 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와 같은 장 에도 불구하고 태생 으로 가

지고 있는 한계 이 있다. 요구사항 분석 등 일반 인 순

서를 제외한 순수 개발 입장에서의 순서를 보면 로젝

트 시작 시 Framework 개발을 먼 진행하게 된다.

Framework 안에는 Base Library, 각종 Business

Components와 UI/UX Components, Authentication,

Transaction, Connection, Repository, Log 등 개발에 필

요한 기본 인 공통 기능을 가지고 있다. Framework 개

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바로 시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보통 시제품을 개발하면서 UI 개발도구도 같이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 은 시간 단축을 해 시제품 개발

은 주요테스트만 마친채 짧은시간안에 종료하고바로

본제품 개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결국 UI 개발도구는

제품 개발 간에 완료되고, 이미 개발자들은 기존 방식

인 직 코드 개발에 익숙하기 때문에 UI 개발도구로 작

업을 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 UI 개발도구로

표 화된 코드만 생산하기 때문에 개발의 자유도가 떨어

져 오히려 작업 능률이 떨어질 수 있어 개발자들이 기피

하는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은 UI 개발도구 자동화를 강화하여 ERP

자체 메뉴는 표 화된 방식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기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Framework

나 UI 개발도구에 Components화 할 수 있는 부분에 개

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한다.

ERP UI 개발도구는 그 자체로 랫폼화 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생산자들은 ERP UI 개발도구를 이용하여

ERP 단 모듈을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내용을 Source

Bank라는 장소에 올려 공유할 수 있다. ERP UI 개발

도구로 개발하는 모든 개발자는 Source Bank에서 이미

구 된 한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필요에 맞

게 수정한 후 다시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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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단 모듈이Big Data를 이루면 ERP UI 개발도구

랫폼에 Big Data를이용한 AI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자

가 개발하고자 하는 최 의 단 모듈을 찾아서 수정 작

업 없이 사용하는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를 토 로

UI를자동으로 생성할 수있다. ERP UI 개발도구 랫폼

에 생성된 단 모듈이 많으면 많을수록자동화율은 차

로 높아진다.

재 ERP 모듈개발( 부분이 SI)에는 Java, C#,

Python, Javascript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

투입이 필수다. 투입공수 한 거 하며, 개발방식 한

제각각이다. 이러한 부분이 ERP UI 개발도구 랫폼이

정착되고 활성화된다면 생산성 증 와 표 화를 이루어

ERP 모듈 개발방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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