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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중소기업에 대한 ERP 구축방법론으로 'ERP 템플릿 표준화 방법론”이 개발, 적용되고 있고, 정부는 

업종별 표준화모델 등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ERP 템플릿 표준화 방법론 

은 아직 효과가 검증된 적 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ERP 탬플릿 표준화 방법론이 중소기업 ERP 구축에 효 

과가 있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ERP 전문기업의 ERP들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ERP모델 

을 만들어 표준 프로세스를 5개 업종 10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의 비교함으로써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ERP 템플릿 표준화 방법론은 중소기업에 비교적 적절하지만. 소규모 기업과 기업의 업무별 

특성을 반영하는 템플릿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ERP implementations are known to be unusually difficult, even when compared to other large-scale 

systems developing in a firm level, because it requires a substantial investment of time, money, and 

internal resources. Moreove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that are increasingly adopting ERP 

feel much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resources. To promote the spread of ERP in medium and small

sized enterprises, 'ERP template standardization methodology" led by government has been used for 

constructing ERP system in Korea. In this study, we present a study to measure fitness between ERP 

standard templates and business processes of 10 small enterprises in 5 industries. Also, we define a 

fitness measure suitable for this purpose. We can find that ERP template standardization methodology 

is partly adequate to establish ERP systems and it is required to add to templates which support the 

differences of business process.

키워드 : ERP 시스템, 중소기업, ERP 템플릿(template), 적합도

ERP system, Small-medium Scale Enterprise, ERP template, Fitness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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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RP 시스템은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내외부적으로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생산 

성을 증대시키는 정보시스템이며,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17, 18, 

21, 22], 우리나라에서도 ERP 시스템은 기업 

정보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대표적 인 정보 

시스템이 되고 있다[5]. 90년대 후반의 대기 

업을 대상으로 한 구축이 일단락된 이후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중견, 

중소기업으로 급격히 확산되게 된 가장 커다 

란 요인 중의 하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확산 

정책 때문이었다. "업종별 ERP템플릿 개발”, 

“3만개 중소기업 IT화” 등으로 대표되는 정 

부의 확산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ERP확산 

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RP시스템은 기업의 업무전반을 정보화 

하는 만큼,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이 

ERP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는 아주 어렵다 

[1 이. 거기에다 기존 ERP 시스템이 대기업의 

업무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중소기업의 업무 

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된다는 점도 성공적 인 구축을 가로막 

는 요인이 되고 있다 [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에 ERP 

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ERP 공 

급업 계는 ^RP 템플릿 표준화 방법론' 을 사 

용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2, 3, 7], ERP 템 

플릿 표준화 방법론'은 업무 프로세스에 따 

라 표준 모델을 구성하여 ERP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ERP 구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높은 컨설팅 비용, 긴 구축시 

간 등의 애로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3]. 하지만 ERP 템플릿 표준화 방 

법론이 중소기업 ERP시스템 구축에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ERP 구축 

의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ERP 템플릿 표준화 방법론' 의 적합성을 실 

증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 

ERP 패키지 중 구축 사례 (reference site)가 

많은 3개 회사의 ERP를 기반으로 ERP 표준 

템플릿을 만든 뒤, 이를 5개 업종 총 10개 중 

소기업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해 봄으 

로써 표준 템플릿 이 실제 프로세스와 어느 정 

도의 적합도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는 중소기 업의 ERP와 구축방법론에 관한 관 

련 연구를 조사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 

심주제인 ERP 템플릿 표준화 방법론에 대한 

효과측정방법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중소 

기업의 실제 프로세스와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2. 관련연구

2.1 중소기업에서의 ERP

가트너 그룹은 ERP시스템은 "비즈니스 기 

능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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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합체로써 차세대 비즈니스 시스템을 대 

표한다”고 정의하였다［10］. 이후 ERP 시스템 

은 국내외 연구자와 제품 공급업체, 정보시스 

템 컨설팅 회사, 학회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 

의되었다. 또한 사용범위도 단순한 소프트웨 

어 패키지에서 새로운 경영관리에 이르기까 

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IE. ERP 시스템에 

대한 기존 연구자의 정의는 1) MRP 확장형 

정의, 2) 정보시스템 강조형 정의, 3) 프로세 

스 지향형 정의 등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MRP 확장형 정의는 AMR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JMA(Japanese 

Management Association) 등의 입장으로 기 

존 MRP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면서 제조관 

점에서 자원을 통합적으로 최적화하여 전사 

적 인 자원을 관리하여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두번째 정보시스템 강조형 정의는 가트너 그 

룹, 미국의 생산재고관리 협회(APICS), 윤재 

봉 외 理［8］, 김훈태외 4인［3］ 등의 입장으로 

정보의 공유, 새로운 정보의 생성, 바른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하 

고 있다. 세번째로 프로세스지향형 정의는 이 

교상과 백종명［6］, 일본 ERP연구회 등의 입 

장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부문이나 조직 

을 연결하는 횡단적인 것으로 보고 이들에서 

경영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업무를 프로세스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전사적 인 

자원활용을 최적화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ERP구축환경은 대기업과 상 

이한 만큼 중소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표준화의 

수준이 뒤떨어진다. 대기업의 ERP는 비즈니 

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소기업의 ERP는 주로 체계화, 

조직화, 문서화 등의 선행단계를 정비해주는 

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2］. 이러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ERP정의로는 

Computer world의 'ERP는 회계와 인사업무 

를 자동화하고 생산부서가 주문 프로세싱과 

생산 스케쥴링 같은 작업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모음이며, 프로 

세스 지향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 와 이석 

준［10］의 "기업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회계 및 인사업 

무를 자동화하고 생산부서 업무 프로세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업 

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하기 위하여, 업무의 체계화, 조직화, 

문서화 등의 선행단계를 지원하는 정보시스 

템“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중소기업을 위 

한 ERP는 구축목적 이 선진 프로세스를 도입 

하는 효과보다는 표준화와 정보화를 추진하 

기 위하여 추진해 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정의 

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ERP 시스템의 각 

모듈이 회사 업무를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대기업에서처럼 개개 업 

무와의 치밀한 적합성보다는 업무의 지원여 

부만을 측정한다.

2.2 ERP 구축방법론

ERF시스템의 구축방법으로는 자체개발 

방법과 ERP 패키지 시스템을 구입하여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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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 등 두가지가 대표 

적이다. 자체 개발방법은 James Martin의 정 

보공학 방법 [19],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23] 등이 있다. 자체개발방법은 

인력, 시간 및 비용 등이 필요하고 숙련된 개 

발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부서의 

회사 내 신뢰성 문제와 사용자 부서의 저항 

등도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에, ERP 구축에 

있어서 자체개발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ERP 패키지 시스템이 사용 

되고 있는데, ERP 패키지는 약간의 프로그램 

수정만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ERP 패키지에 의한 구축방 

법은 ERP 공급회사와 컨설팅 회사가 개발한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방법론 

으로는 SAP의 ASAP (Accelerated-SAP)[16], 

Oracle의 AIM (Application Implementation 

Methodology) 및 Knowledge Ware의 ADW 

(Application Development Workbench) [6], 

PricewaterhouseCoopers의 SMM (System 

Management Methodology) [24] 등이 있다. 

이러한 패키지 시스템 구축방법론은 ERP확 

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만약 이러 

한 패키지 기술이 없었더라면 ERP 시스템이 

다양한 업종과 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4,5].

ERP 패키지에 의한 구축이 상대적으로 효 

과적 이긴 하지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상 

당한 시간과 내부자원, 그리고 비용을 투자하 

여야 한다[14, 25]. 대기업의 경우 ERP 구축 

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21], 통상적으로 매출액의 2-3%이상의 비용 

이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21개월의 시간을 필 

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도입 이 실패 

할 경우 기술적, 사업적인 리스크를 발생시키 

는 경우도 있다[13]. 대규모 자원이 소요되는 

이유는 기업의 프로세스와 ERP 패키지와의 

적합성 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사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패키지 

의 변경, 확장, 추가기능을 개발하는 커스터마 

이징 (customizing) 작업 이 불가피한데 [1],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비용과 시간 

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커스터마이징 이다. 

프로젝트 전체 비용의 약 60%가 커스터마이 

징, 컨설팅 비용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22]. 대기업의 ERP 구축은 효과적인 

커스터마이징을 위하여 다양한 참조모델 

(reference model)을 구비하여 커스터마이징 

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15].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다양한 참조모델 

을 바탕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참조모델과 기업의 프로세 

스의 유사성을 판정하는 맵핑 (mapping) 과정 

은 전문가의 영역이어서, 제대로 된 커스터마 

이징을 위해서는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 업을 위 

한 ERP는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컨설팅과 교 

육비용을 줄이는 구축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개발된 것이 ERP 템플릿을 통한 표 

준화 방법론이다.

2.3 田P 템플릿 표준화 방법론

템플릿(template)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 

떤 도식 이나 서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 골 

격”으로 예를 들면 스프레드 쉬트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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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데 이터를 입력 

만 하면 결과가 나오도록 한 것을 지칭한다.

기업의 정보시스템은 기업의 내부와 외부 

가 상호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시스 

템 이므로 각 단위 기능의 분석 및 설계, 이를 

지원하는 정보의 구조, 데이터 베 이스화 하는 

방법, 그리고 기능과 정보 데 이터베 이스를 포 

괄하는 프로세스의 표현과 구축 등이 필요하 

다. 이러한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기능과 정보 프로세스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종합적 인 모델이 필요하다.

ERP 표준 템플릿은〈그림 1〉과 같이 

Platform layer, Basis layer, Core layer, D omain 

layer 등 4가지로 구분된다 [2]. 이중 가장 중 

요한 Layei는 Core layer로 기업의 업무 프로 

세스와 표준 템플릿간의 적합정도를 결정하 

므로 표준 템플릿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2].

또 다른 ERP 템플릿의 정의는 산업자원부 

외 [기가 내린 것으로 "각 공급업체의 ERP 패 

키지를 기본 엔진으로 하여 그 엔진 위에 보 

편 타당하게 정의되고 분류된 각 분야별 특성 

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된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ERP 템플릿의 구성요소는 5가지로 

구성되는데, 1) 회사별 ERP 엔진, 2) 표준 프 

로세스 3) 데 이터, 4) 방법론, 5) 문서 등이다.

회사별 ERP엔진이란 각 ERP공급업체가 

기 개발 및 보급하고 있는 패키지의 기본 엔 

진을 말하는 것으로 ERP가 갖추어야 할 기 

본 기능요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준 프로세 

스란 기업목적 달성을 위해 업종별 생산방식, 

영업형태 등에 따라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행 

절차를 업무프로세스라 하고, 이러한 업무 프 

로세스를 관련 기업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고, 데 이터는 업종과 무 

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 이터와 표 

준 프로세스의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데 이 

터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7],

ERP Package

Domain Layer 표준 템플릿과 업종별 템플릿

LrJ
Core Process

물류관리 (수주-출하)

일반관리(인사급여, 재무)

Core Data Master Data

Basis Layer
ERP 시스템관리

ERP Logic, DB Table

Platform Layer Middle Ware
H/W, Network, OS, DBMS

〈그림 1> ERP 템플릿[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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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정의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의 ERP 

구축을 위하여 ERP 공급업체의 ERP엔진에 

적재할 수 있는 표준 업무 프로세스와 이에 

따른 데 이터, 방법론을 ERP 표준 템플릿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에 

ERP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준 

프로세스로, 이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 프 

로세스이며, ERP 커스터마이징의 핵심적 인 

부분이다[5刀. 만약 이 부분의 적합성이 높다 

면 ERP 구축이 쉽고 신속하게 될 수 있다 그 

래서 커스터마이징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 

델링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5].

3. 탬플릿 표준화 방법론의 

적합도 측정

3.1 ERP 표준 템플릿

템플릿 표준화 방법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EBP 템플릿 표준모델을 만들고 나 

서, 이를 중소기업에 측정해야 한다. ERP 템 

플릿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한 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구축된 표준 모델을 다른 중소기 

업에 적용하여 적용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한 

뒤에야 표준 모델로 확정할 수 있다. 그렇지 

만 이러한 표준화 방법론은 사용하기 매우 어 

렵다. 사용하기 어려운 첫번째 이유는 우리나 

라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모기 

업별로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대표성 있 

는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어렵고, 두번째는 대 

표 중소기업 이 선정된다고 하여도 중소기업 

별 업무 프로세스의 차이는 업종, 규모 지역, 

모기업 등의 요인이 복합적&로 작용하기 때 

문에 각각의 요인에 따른 프로세스의 차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3개 ERP 공 

급업체의 패키지를 분석하여 이들 패키지 중 

공통적인 프로세스를 'ERP 템플릿 표준 모 

델' 로 사용하였다. 3개 ERP 공급업체의 ERP 

패키지는 구축된 기업의 업종과 규모 양면에 

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구축 사례 (reference 

site) 를 갖고 있지만 공급업체의 요청으로 무 

기명으로 처리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ERP 템플릿 표준 모네 은 배경도(Context 

Diagram), 기능모델(Function Model), 프로 

세스 모델(Process Model), 데 이터 모델(Data 

Model)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중소기업 업 

무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부분은 프로세스 

모델로 3개 회사의 공통적인 프로세스를 추 

출한 결과 총 97개의 소분류 프로세스로 구성 

되었다 (〈표 1) 참조).

만약 *ERP  템플릿 표준 모델 이 중소기 업 

의 업무와 상당히 다르다면 표준화된 템플릿 

을 이용한 ERP 구축방법론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커스터마이 

징 수준을 넘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시 

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표준화된 템플릿보다는 개별기업에 적 

절한 ERP를 도입하는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 

다. 그렇지만 반대로 업계 공통의 표준모델이 

중소기업의 업무를 대부분 지원하여 커스터 

마이징 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표준화된 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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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RP 표준 템플릿의 프로세스 모델

대분 류 중분 류 소분 류

프로 

세 스명

자재 관리
BOM관리, 자재수불관리,사급자재관리,이동 

관리재고/평가관리등 5개 프로세스

품목마스터관리 등 

15개

구매 관리
거래처관리,MRP관리,구매계약관리, 발주관리, 

지급결의관리, 수입관리 등 6개 프로세스

거래처 등록 등

영업관리
고객관리, 판매계획, 주문관리, 출하관리, 

매출관리, 수출관리 등 7개 프로세스

고객정보관리 

등 21개

생산관리
생산기술데 이터관리 , 공정 관리, 공정 품질관 
리 등 3개 프로세스

작업장 관리 등

11 개

재무회계관리
일반회계관리, 세무관리, 고정자산관리, 자 

금관리, 예산관리 등 5개 프로세스

기준정보관리 

등 16개

인사급여관리
인사관리, 근태관리, 급여관리, 연말정산, 
퇴직관리, 복리후생 등 6개 프로세스

기준정보관리 

등 19개

합계 6 개 32개 97 개

릿을 이용한 구축방법론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적합 

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정의하였다.

3.2 적합도 측정방법

적합도 측정은〈표 1〉의 97개 소분류 프로 

세스를 기준으로 하였다. 적합도는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표준 템플릿이 기업의 업무 프 

로세스를 지 원 하는 정 도에 따라 지 원 

(support), 부•분■지원(partial support), 미지원 

(no support) 프로세스 등 3가지로 분류하였 

다. 개념적인 면에서 지원이란 표준 템플릿의 

소분류 프로세스가 기업의 해당 업무 프로세 

스를 포함하는지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여 조 

사대상 기업의 특정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하 

는 모든 액티비티의 집합이 표준 템플릿의 해 

당 소분류 프로세스에 속하는지를 평가한다. 

표준 템플릿의 소분류 프로세스가 기업의 해 

당 프로세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기업 업무 프 

로세스가 표준 템플릿 해당 소분류 프로세스 

에 포함됨을 나타낸다.

지원(support) 프로세스는 통상적인 커스 

터마이징 범위를 넘지않는 정도의 수정 이 필 

요한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여기서 통상적 인 

커스터마이징이란 ERP의 파라미터의 조정, 

참조모델에서 적합한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정도의 수정을 말한다[5]. 미지원 

(no support) 프로세스는 표준 프루세스가 회 

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부분 지원(partial support) 프로세 

스는 지원과 미지원의 중간 단계로 일부 소스 

코드 레벨에서 개발이 필요하지만, 소분류 프 

로세스 레벨에서의 신규 개발은 필요 없는 경 

우를 나타낸다.

표준 템플릿과 기업의 프로세스와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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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가지 측 

정지표를 정의하였다.

첫번째는 기업 프로세스 적합도로 식 （1） 

과 같다.

기업 프로세스 적합도 =

（I지원 뉘부분지원 I* 가중치）/시지원+부분 

지원+추가개발프로세스） （1）

（国는 a의 개수（cardinality）를 나타낸다）.

기업 프로세스 적합도는 표준 템플릿이 중 

소기업의 업무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가 

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업 입장에서 ERP 

템플릿의 효과성을 측정한다（〈그림 2> 참조）. 

다시 말해서 표준 템플릿을 도입하면 기업의 

업무 중 얼마나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는 지 

를 나타낸다. 또 하나의 지표는 표준 모델 

적합도로 표준 템플릿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식 ⑵와 같다.

표준 템플릿 적합도 =

（/지원/아부분지원/*가중치 ）/。지원 + 부분지 

원 + 미지원I） （2）

이 지표는 표준 템플릿 입장에서 기업의 프 

로세스와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이 

지표의 수치가 높으면 표준 템플릿의 효과가 

높고, 커스터마이징은 적게 필요하게 된다（〈 

그림 2> 참조）.

4. 표준템플릿 방법론의 효과측정결과

4.1 조사대상기업

본 연구에서는 5개 업종 10개 기업에 대하 

여 ERP 표준 템플릿 방법론의 적합도를 측 

정하였다. 업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였는 

데 특수기계, 일반기계, 조립금속, 1차 금속, 

고무플라스틱제조업 등 5개 업종이었다. 업종 

별로 2개 기업씩 선정하였고, 기업의 규모는 

연간 매출액이 890억원의 중견기업을 필두로 

100억 이상의 기업이 5개이고, 100억 미만의 

기업이 5개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기업의 일 

반현황은〈표 2〉와 같다

〈그림 2> 프로세스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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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기업의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명）

기업명 업 종 주생 산품 매출액 순이익 직원수 ISO

A 특수기 계 공작기 겨】 （보링 머 신 ,수직 선반오면가공기） 161 4.0 119 Y

B 특수기 계 공작기계 OEM 생산, chip conveyer 23 0.4 46 N

C 일반기 계 압축기, 펌프, 충전시스템 174 3.8 91 Y

D 일반기 계 발전기, 공기압축기 486 7.6 70 Y

E 조립 금속 변압기 72 7.2 50 Y

F 조립 금속 유압척, 공압척, 진공척, 유공압실린더 42 1.2 90 Y

G 1 차금속 이형 강관 5 0.2 33 Y

H 1 차금속 알루미늄 산업용 소재 266 24 80 Y

I 고무플라 금형, 플라스틱 페인팅. 하이텍 글라스 890 9.6 344 Y

J 고무플라 플라스틱 사출, VTR 케이스 등 18 0.1 16 N

조사대상기 업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적합도 

측정은 모두 방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정보화 경영원의 

'업종별 업무 프로세스 표준모델 개발연구 

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업의 실제 업무프로세스와 표준 템플릿 

을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담당자 

와의 면담과 함께 ISO 9000 문서를 주로 사용 

하였다. ISO 9000은 조사대상기업 중 8개 기 

업이 인증을 획득했고, 이들 기업은 비교적 

문서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ISO 9000시리즈의 문서와 실제 업무와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업 담당자와의 면담 

과 확인과정을 거쳤다. 별도의 양식을 배포하 

고, 이에 따라 소분류 프로세스별로 업무지원 

여부를 조사하였다. ISO 인증을 받지 않은 기 

업은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 

하여 표준 프로세스의 지원여부를 확인하였 

다. 적합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지원 프로세스의 가중치는 부분지원 정도를 

전체적으로 평균하여 0.5로 설정하여 측정하 

였다.

표준 모델과 조사대상기업 프로세스와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기업 프로세스 적합도가 

0.86, 표준모델 적합도가 0.79로 비교적 높았 

다. 적합하지 않은 프로세스는 수입관리, 수출 

관리, 재무관리, 사전영업, 생산현장관리 등이 

었다.

4.2 업종별 적합도

5개 업종별로 프로세스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3> 참조）. 업종별로는 일반기계업종 

과 1차금속 제품의 업종이 비교적 높았지만, 

가장 적합도가 낮은 조립금속의 기 업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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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프로세스적합도 표준템플릿적 합도

〈그림 3> 업종별 적합도

스 적합도도 0.82로 전체적인 적합도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준 템플릿 적합도도 

전반적으로 기업 프로세스 적합도와 비슷하 

게 업종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업종별 적합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조사대상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업종간의 차이가 극명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고 두번째로는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업 

종별 업무보다는 공통 업무가 더 많다는 사실 

을 시사한다. 두가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볼 때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종 

별 표준 템플릿 구축사업은 약간의 방향선회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업종별 표준 

템플릿 구축사업은 업종별로 고유한 차이를 

보이는 업무에 대해서만 표준 템플릿을 만드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3 기업규모별 적합도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커지면 업무가 정 

형화되기 때문에 기업별 업무프로세스가 유 

사해진다. 그래서 조사대상기업의 규모에 따 

라 적합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조사 

결과는 규모에 따른 적합도의 변화를 찾아내 

지 못했다.〈그림 4〉의 가로축은 기업규모로 

왼쪽의 이업의 매출액 이 가장 작고 오른쪽 

의 I 기업의 매출이 가장 큰데, 기업프로세스 

적합도의 추세선은 직선에 가깝고 표준 템플 

릿 적합도의 추세선은 미세한 상승세를 보였다.

개별기업별로 살펴보면, 매출이 가장 작은 

G기업, J기업의 경우 표준 템플릿 적합도는 

아주 낮았고, 기업프로세스 적합도는 상당히 

높은데, 매출이 가장 큰 D와 I기업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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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업규모별 적합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 업의 규모보다는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적 

합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가장 큰 I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성장하면서 자체적인 수입기능과 영업기능도 

미약해서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규모가 가 

장 작은 G 기업의 경우는 기업규모가 작아서 

표준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업무로 회사내의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기업프로 

세스 적합도는 높았지만, 수입관리와 수출관 

리 기능이 없어 표준 템플릿 적합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규모에 따른 

적합도보다는 기업의 업무형태에 따라 적합 

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표준 템플릿은 기업규모보다는 업무특성 

에 따라 구성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4.4 기능별 적합도

자재, 구매, 영업, 생산. 재무, 인사 등의 6대 

기능별 적합도는〈그림 5〉와 같다. 기능별 기 

업 프로세스 적합도는 자재, 구매, 인사부문은 

평균 적합도를 상회하나, 생산, 영업, 재무는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템플릿 적합도 

는 자재, 재무, 인사는 평균이상, 생산, 구매,영 

업은 평균이하로 나타났다. 두개의 적합도 지 

표 모두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난 기능은 생산 

과 영업 이었고, 인사, 자재부문은 높게 나타났 

다. 이를 제 2장〈표 1> 표준 템플릿과 비교하 

여 보면, 수주에서 출하까지의 물류 관리프로 

세스 중 생산과 영 업은 기 업별로 독특한 점 이 

있으나, 자재는 공통적 인 부분이 많았고, 인사 

급여 부문은 적합도가 아주 높았지만, 재무회 

계 부문의 적합도는 비교적 낮았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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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템플릿적합도

—关一 표준템풀릿평균

> 기업프로세스적합도

------기업프로세스꽹균

〈그림 5> 기업 내 기능별 적합도

있다. 이 중 특이한 사항은 재무회계부문으로 

조사대 상기 업의 대 부분 이 고정 자산 관리나 

자금수지 등 관리 회계 프로세스는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재무회계 부문에 대해서 

는 규모별 참조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문은 적합도가 0.70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기능별 업무 중 생산부문의 

기업별 격차가 큰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기업별 업무 특성에 따른 생산부문의 프로세 

스 참조모형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5 효과 측정결과 종합 및 토의

본 연구의 결과는 ERP 표준 템플릿 방법 

론 추진에 있어 몇가지 제언을 가능하게 한 

다. 먼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종 

별 표준 템플릿 구축사업의 세부 방안을 수정 

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소규모 기업에 있 

어 업종구분은 커다란 의미가 없으므로 소규 

모 기업을 위한 ERP 템플릿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기업의 공통 업 

무프로세스로 생각했던 재무회계부문에 대해 

서는 기업의 규모와 업무특성에 따라 차등화 

된 참조모델올 만들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생산부문은 기 업별로 상이한 기능을 갖고 있 

고 ERP의 표준 템플릿으로 해결하기는 어려 

운 만큼, 생산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기 

능을 갖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이러한 

생산정보화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 

이므로 표준화된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 

는 방법보다는 개개의 기업에 적합한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ERP 표준 템플릿은 업종이나 규모보다는 

업무프로세스의 형태에 따라 적합도가 다른 

만큼 업무의 특성에 따른 표준모델을 개발하 



중소기업 ERP 템플릿 표준화 방법론의 프로세스 적합성에 관한 연구 13

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적합도의 차 

이는 모기업과의 하청생산여부, 주거래 기업 

과의 정보시스템 연결 여부, 자체적인 영업활 

동 여부 수입 및 수출활동 보유 여부 등이 표 

준 템플릿과의 차이를 가져왔으므로 이 부분 

에 대한 표준 모델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5.결 론

본 연구는 중소기 업의 ERP 구축을 위하여 

제안되고, 개발되고 있는 "중소기업 ERP 템 

플릿 표준화 방법론”의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별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표 

준 프로세스와 비교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수 

행하였고, 적합도 측정을 위한 2가지 지표를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인 의 

의는 검증없이 사용되는 구축방법론의 검증 

을 시도했고 또한 효과측정을 위한 연구절차 

를 제안한데 있다.

실무적인 의의는 "중소기업 ERP 템플릿 

표준화 방법론”이 총론적으로는 중소기업의 

ERP 구축에 효과적 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추 

진방안의 수정 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샘플 수를 확보하지 못한 점 이 

다. 기업의 프로세스를 표준 템플릿과 비교하 

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고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였 

기 때문이었다. 두번째로는 샘플기업이 비교 

적 소기업에 치우쳤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중 

소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지 못했다는 점 

이다. 이 부분은 연구방법을 간소화하여 가능 

한 한 많은 샘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연 

구를 예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에 대한 학문적 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실제적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검증없이 시행되고 있 

는 많은 정책 이 있다. 본 연구는 정책수립, 실 

행, 평가의 정책수명주기 중 평가단계를 강화 

하는 방법론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바 

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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