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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식품산업 ERP시스템의 통합적인 업무 기능 설계 
표준화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Business Function Design 
Standardization of the Meat Processed Food Industry ER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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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육가공식품산업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육가공식품산업 업무시스템 중 영업관리, 구매자재물류관리,
생산관리 3개의 프로세스를 표준화 시키고 표준 모듈을 개발하며, ERP시스템 개발에서 나타나는 통합적인 업무 기능
설계 표준화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연구로 정보화 추진정도가 더딘 식품산업과 관련 전문 IT업체에서 생산설비정보
표준화 모듈 도입 비용을 줄이며, 효과는 극대화하고, 연구 표준화가 비교 분석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신뢰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식품 원/부재료가 입고하면서부터, 완제품이 되어 소비자에게 출고될 때까지 
영업, 구매자재물류, 생산의 효율적인 공정 확립, 품질 향상,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promote informatization of Meat Processed Food Industry, we standardize
three processes of sales management, purchaser logistics and production management, develop standard
modules, and develop integrated business functional design in ERP system development. This study 
reduces the cost of introducing the production equipment information standardization module in the 
food industry and the specialized IT companies that are slow in informatization, and maximizes the 
effectiveness and provides reliability by being a database where research standardization can be 
compared and analyzed. By apply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establish efficient 
processes of sales, buyer logistics, production, improvement of quality, and reduction of production cost
from the receipt of food raw materials / subsidiary materials to finish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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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 제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48.7달러

로 전년대비 7.0% 상승하였다. 제조업 업종별 화학물질, 
전자기기 업종 노동생산성은 G7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이나 식료품, 의료물질 등의 제조업은 G7 국가 대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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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62~68% 수준이다[1]. 2006-2010년 동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중소기업은 25.00%, 대기업은 39.83%이고, 
2010년 대기업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의 2.36배 높게 
나타낸다[2]. 1974-2014년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화는 표 
1과 같이 섬유, 목제/종이 화학, 비금속, 금속, 기계전자, 
운송, 기타제조업에서는 4.5% 이상 증가율을 보였지만, 
식품 산업에서는 저조한 3.7% 증가율을 나타낸다[3].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 생산성 증가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저생산성-저성장-고
용악화’를 만들었다. 한국은 중소기업 생산성을 증가시키
기 위해 다른 나라 정책이나 관행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고도의 생산성증대 전략이 필요하다[4]. 정부는 중소기업 
‘생산성증가-고성장-고용강화’를 위한 자금⦁세제지원, 
ICT 투자 확대, 생산성향상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1974-2014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식품 섬유 목재/
종이 화학 비금속 금속 기계

전자 운송 기타
제조업

3.7 6.1 4.5 4.9 6.4 5.0 10.4 7.2 5.4

표 1. 제조업노동생산성 관련 지표
Table 1. Labor Productivity related indices of 

Manufacturing Business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
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하
여 많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5]. 중소기업에서 
정보화 사업이 역량 확보와 무한경쟁 시대에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정보 처리가 가능한 
전사적자원관리(ERP :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시스템 도입/구축이 필요하다[6]. ERP시스템은 정보기술
을 활용하여 회사 내 업무 통합 및 실시간 업무 진행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형 업무패키지 소프트웨어이다. ERP
시스템 주요 기능들은 기준정보관리, 회계관리, 인사급여
관리, 원가관리, 영업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구매자재
물류관리, 경영정보관리 등 전사적 자원을 관리하는 정보
화 시스템이다.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
을 극대화하며, 고객 또는 협력회사의 공급체계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식품산업에서 ERP시스템 도입은 기존 불균일한 재료 
관리와 공정⦁품질, 유통에서 나타나는 방대한 정보 문
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성장, 고용강화 구조
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식품산업 정보화를 위해서는 식

품재료 물리 화학적 성질을 파악하고 식품제조 시스템과
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한다. 식품산업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화학 센서와 기본적인 계측변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식품재료가 갖는 불균일성
을 효과적으로 정보화 할 수 있다[7]. 대부분의 식품제조
분야는 기업 규모가 작고 연륜이 짧은 영세 업체들의 높
은 비중으로 정보화 투자 어려움, 수작업 중심의 노동집
약적 제조, 식품분야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 데이터 부족,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한 복잡한 공정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정보화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8].

본 연구에서는 M사에 표준화를 위한 S/W 개발 방법
론은 기 연구 개발 및 검증되어 중소기업 정보화를 지원
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표준으로 사용하
고 있는 디지털생산정보화 개발 방법론(PSDM : 
Production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y)
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ERP시스템에 대한 중요 
단위 업무에 대한 기능을 설계하고 단위업무별 통합적인 
기능 설계를 표준화하고자 한다.

Ⅱ. 연구 모형 및 연구 절차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 정보 표준화 및 모델 구축을 통
하여 제조업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식품
분야 기관, 단체 경영책임자들은 정보화 의지 및 투자 가
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국제화 대응 부족, 우리
나라의 식품전문 데이터베이스, 정보화, softwares의 개
발은 부족한 실정이다[8].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육가공 전
문 프로세스 표준화 모듈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지원 사업에서 생산
설비정보화의 표준 개발 방법론인 PSDM은 그림 1과 같
다[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시한 PSDM 사용
은 일반성과 범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
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10]. 또한, PSDM 사용은 시
스템 과정을 표준화하고 단계별 주요 활동에 대한 연구
와 함께 개발 산출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 항목 등을 통해 효과적인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시
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11].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조산업 정보화 달성을 위한 ERP
시스템 도입에 있어, 생산 효율 증가는 경영 성과를 나타
내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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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SDM 목적 및 필요성
Fig. 1. Purpose and Needs for PSDM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는 생산설비정보화 사업 우
수 사례집을 통하여 정보화 사업 효과 측정 사례를 발표
하고 있으며, 2008년도 생산설비정보화 사업 우수 사례
집의 사례 발표 10개 기업 도입 전후의 평균은 표 2와 
같다[12]. ERP시스템의 정량적 측정을 위해 디지털생산정
보화 지원사업 효과 측정 항목 표 2를 대상으로 표준 모
듈 적용 결과와 육가공 제조업 M사의 디지털생산정보화
를 중심으로 한 ERP시스템 구축 효과를 비교하여 ERP
시스템 도입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13].

구분 도입전 도입후 효과

1. 데이터 도입시간  100분/일 33분/일 59 % 감소
2. 서류작업시간 154분/일 43분/일 66 % 감소
3. 작업준비 시간 39분/건 27분/건 34 % 감소
4. 재고량 70,485만원 65,015만원 1.6 % 감소
5. 총 제조소요시간 304시간/회 245시간/회 24 % 감소
6. 배달성과 평균4.5 일 평균3.2일 34 % 감소
7. 불량율 3.5% 2.3% 33 % 감소
8. 공정재공 재고 24,441만원 15,298만원 36 % 감소
9. 실적/계획 89% 95% 12 % 향상
10.생산성(수율) 73% 75% 2.1 % 향상

표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디지털생산정보화 사업 수행 효
과 측정 결과 (10개 업체 평균)

Table 2. Performing digital production information service
business of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effect 
measurement result (10 comoanies average)

Ⅲ. ERP시스템의 통합적 기능 설계

일반적인 ERP시스템 업무의 기능은 재무회계관리, 영
업관리, 품질관리를 포함한 생산관리, 자재관리를 포함한 

구매물류관리, 인사급여관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업
무 프로세스는 그림 2와 같다[14].

그림 2. 일반적인 ERP 업무 프로세스
Fig. 2. General Work Process of ERP

본 연구에서는 영업관리, 구매자재물류관리, 생산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 시키고 표준 모듈을 개발한다. 
M사 프로세스 개발에서 발생하는 ERP의 통합 업무흐름
도는 그림 3과 같다. 업무 분석 및 설계는 영업부분에서
의 판매오더를 접수, 제품개발/관리를 거쳐 제품생산의
뢰서 작성 후 BOM을 관리한다. BOM에 따른 생산계획, 
구매/발주가 진행되어 재고가 입고된다. 입고된 제고는 
생산계획에 따른 소스, 양념육, 포장육, 소시지 제품 생산
이 진행되어 완제품이 고객에 출하된다.

그림 3. ERP의 통합 업무흐름도
Fig. 3. Integrated Flow Chart of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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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 판매계획, 주문관리, 출하관리, 매출관리, 수
출관리를 진행하는 영업관리 업무흐름도는 그림 4와 같
다. 직영매장 수주등록은 ERP프로그램으로 수주정보를 
입력하며 영업에서 승인하여 확정하며, 거래처 수주등록
은 EDI 정보를 통해 발주서를 확인 후 수주 정보를 입력
한다. 수주등록은 거래처 및 제품 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
한 마감시간이 존재하며, 등록된 수주정보는 영업에서 
[입고 및 배송처 LIST]문서를 작성하며 종류별로 구분한
다. 생산은 등록된 수주정보를 조회하여 생산계획에 반영
하며, 물류는 수주조회를 이용하여 출고 계획을 확인한
다. 물류는 거래명세표, 발주서 계획에 따라 납품을 진행
하며, 영업에 인계 후 미납, 차후 주문을 관리한다. 각 매
장은 ERP 매장관리 메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주등록, 
재고 및 단가 관리, 영업실적 관리를 진행하며 반품요청
시 품질 승인 후 반입을 진행한다.

그림 4. 영업관리 업무흐름도
Fig. 4. Flow Chart for Sales Management

거래처관리, MRP관리, 구매계약관리, 발주관리, 지금
결의관리, 수입관리, BOM관리, 자재수불관리, 사급자재
관리, 이동관리, 재고/평가관리를 진행하는 구매자재물
류관리 업무흐름도는 그림 5와 같다. 구매/발주 기준에 
따라 월간 영업 계획 발주를 진행한다. 원/부자재 발주시 
식별번호 바코드가 인쇄된 자재발주서를 발행하고, 원/
부자재 입고시 발행한 발주서를 이용하여 원/부자재를 
입고한다. 입고된 원/부자재는 자재입고검사 후 자재식
별표와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입력하며, 관리, 해동 및 생
산 고시 관련 정보를 함께 관리한다.

그림 5. 구매자재물류관리 업무흐름도
Fig. 5. Flow Chart for Logistics and Purchasing

생산기술데이터관리, 공정관리, 공정품질관리를 진행
하는 생산관리 업무흐름도는 그림 6과 같다. 12~13종의 
다른 서식의 작업일지를 작업 종류에 따라 공정별로 관
리하며 일부 포장작업일지는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현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한다. 원료육 이력 추
적을 위해 모든 공정에서 작업일보를 작성하며, 가공공정
은 작업 도중에 작성, 완제품은 생산 종료 시점에 작성한
다. 완제품 생산량을 ERP에 등록하며, 물류 이동시 [제품
인계서]를 작성, 파손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품질 승인에 
따라 재작업 진행 가능하고, 재작업 중 발생한 잔량은 별
도 포장 작업지시에 따라 실적 처리한다. 작업지시는 일
단위 생성/마감을 진행한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
용하여 작업지시를 조회/선택하고 생산실적을 입력/관리
한다. 작업진행 중 발생된 로스/부적합 정보는 현장 단말
기를 이용하여 품질경영팀과 함께 그 사유와 중량 정보
를 입력 후 별도 관리한다. 

그림 6. 생산관리 업무흐름도
Fig. 6. Flow Chart for Production Management  

Ⅳ. 구현 및 실험

본 연구를 M사에 적용 및 구현하였으며, 현장에서 사
용되는 작업화면인 그림 7은 작업 리스트 화면과 생산실
적 자동 집계처리 구현 소스를 제공하여 작업상태를 모
니터링하는 가장 대표적인 화면 결과를 나타낸다. 자재 
입고, 생산계획 관리, 생산 공정관리, 자재 출고 작업이 
수행된다. 육가공 제조에 대한 기준정보, 원자재정보, 제
품 생산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표 3은 M사에 육가공 ERP시스템을 적용하고, 그 효
과를 나타낸 것이다. 적용 효과 측정을 위해 1번~3번 사
항은 각 부서별 정보화 담당자 5명씩을 선발하여,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4번~10번 사항은 회사 결산서를 근
거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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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RP시스템 작업 모니터링 화면
Fig. 7. ERP System Screen for Monitoring of Production

Results

구분 도입전 도입후 효과

1. 데이터 도입시간  210분/일 65분/일 69.05% 감소
2. 서류작업시간 180분/일 50분/일 72.22% 감소
3. 작업준비 시간 65분/건 25분/건 61.54% 감소
4. 재고량 27.50억원 22.00억원 20.00% 증가
5. 총 제조소요시간 180분/일 55분/일 69.44% 감소
6. 배달성과 평균 5일 평균 4.3일 14.00% 감소
7. 불량율 16.81% 11.00% 34.56% 감소
8. 공정재공 재고 110백만원 65백만원 40.91% 감소
9. 실적/계획 78.76% 85% 7.92% 향상
10.생산성(수율) 78.76% 85% 7.92% 향상

표 3. M사 표준모듈 적용 효과 평균
Table 3. Average of the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Standard Module for Molding business 

표 4는 표준모듈을 M사 육가공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이다. 표 4 표준모듈 적용 효과 평균과 비교한 결과 M사 
육가공 제조업 적용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일반
제조업 표준모델적용 차이

1. 데이터 도입시간  59 % 감소 69 % 감소 10%우수
2. 서류작업시간 66 % 감소 72 % 감소 6%우수
3. 작업준비 시간 34 % 감소 62 % 감소 28%우수
4. 재고량 1.6 % 감소 20 % 감소 18.4%우수
5. 총 제조소요시간 24 % 감소 69 % 감소 45%우수
6. 배달성과 34 % 감소 14 % 감소 20%열등
7. 불량율 33 % 감소 35 % 감소 2%우수
8. 공정재공 재고 36 % 감소 41 % 감소 5%우수
9. 실적/계획 12 % 향상 7.9 % 향상 4.1%열등
10.생산성(수율) 2.1 % 향상 8 % 향상 5.9%우수

표 4. 일반 제조업과의 정보화 효과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the Effect of Informatization 

with general manufacturing business

Ⅴ. 결  론

본 연구는 육가공식품산업의 ERP시스템의 통합적인 
업무 기능을 설계하고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ERP시스
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 ERP시스템 도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관심과 구성원의 의지와 지속성이 가
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구성 
인력이 이루어져 기업에 맞는 ERP시스템을 선정하고 지
속적인 교육 및 훈련, 환경적 변화에 응용과 보수 진행처
리가 필요하다. M사 육가공 식품제조업에서 업무 기능 
표준화 설계 적용 결과는 일반 제조업 업종 표준화 설계 
적용 결과와 비교하여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스템 적용이 용이하고 고품의 정보화가 가능하다.

향후 연구과제로, 첫째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
를 수집 및 분석하여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축적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한다. 둘째 경영자 및 작업자 
중심의 생산현장 정보화로 잘 계획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전사적 자원관리뿐만 아니라 경영정보시스템을 연
동하여 정보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되어
야 한다. 넷째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 
전산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한 시스템 적용 가치를 유지
해야한다. 통합적인 업무 기능 설계 표준화에 대한 연구
를 통하여 많은 육가공산업 중소기업들이 ERP시스템 도
입 시 비용을 저렴하게 구축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며, 본 연구 표준화가 비교 분석될 수 있도
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식품정보 전문화 및 세계화로 나
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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