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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introduction each stages of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im-

plementation for an agricultural company's knowledge management & innovation. We have analyzed the

company's background and found some conflicts and problems caused by the stockholders while implement-

ing ERP systems. This case study has noted well how an agricultural company including between a provider

and a stakeholder could be able to settle the ERP system with an necessary customizing work into the

organization. Finally, ROSEPIA's implemented ERP systems have increased not only productivity but also ar-

chived the factuality and data reliability. This study give us an implication of how an export oriented and

agricultural company, ROSEPIA made its company innovated and run its organizations through knowledge

management using its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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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은 기업

의 경영혁신 도구로 많은 기업에서 이용되고 있다.

ERP 시스템은 통합적 정보관리 기능을 통한 효율적

인 정보자원 관리를 지원해주고, 더불어 다양한 의사

결정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에 다양한 유용성을 제안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

속적으로 ERP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와 재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Soh, 2000).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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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조사결과(중소기업청,2009)

정보시스템별 도입 및 운영 부분을 보면, 홈페이지

(53.0%)외에‘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30.6%)

과 ‘그룹웨어(26.6%)’등에서 높지만, 점차‘전자조달/

공급망관리시스템’,생산/개발정보관리시스템’,‘고객관

리 시스템(25.6%)’등의 도입 및 계획 기업 비율도 증

가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이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

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 하고자 하는 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

한다(농업농촌기업법 제 16조). 농어업법인사업체통

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 2007) 2007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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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는 6,473개이며 농업법

인 사업체는 5,854개로 전년에 비해 3.6% 증가하였

으며, 어업법인 사업체는 619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

준이며, 농업법인당 종사자수는 8.6명으로 상근종사

자 규모별 사업체수를 보면 5인 미만 이 전체의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법인당 출자자수는

19.1명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사업 유형으로는

농업생산(41.0%), 유통판매(18.5%), 가공판매(15.2%),

농업서비스(7.8%) 이며 전년에 비해 유통판매 사업체

는 15.9%, 가공판매 사업체는 12.3%가 증가 하였다.

농업법인당 년간 판매액은 11억9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4% 증가하였으며, 농업생산 이외 사업 수입

이 12.2% 증가하였다. 최영은과 임일(2009)은 중소

농산물 유통경영체의 특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고 있다. 첫째, 각 기업의 규모가 2인으로 구성

된 기업에서부터 종업원이 수 백 명에 이르는 기업까

지 다양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둘째, 농

산물 유통과정 특성상 가치사슬 과정에서 전후 협력

업체와의 관계가 경영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셋째, 취급하는 농산물이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

도 있어 시스템 필요성이 달라 질 수 있다. 정부에서

는 농업법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정보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ERP기반 정보시스템을 사

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유통 환경이 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ERP 시스템 도입은 그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 주

도형 농업회사 법인들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관

리를 위해 ERP시스템을 도입한성공사례는보고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의

ERP기반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구현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업무의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정보제공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적절한 커스터마이징 방법과 결과, 그

리고 도입 후 업무의 생산성 향상, 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 증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농업법인 특히, 수출주도형농업회사법인의 정보시스

템 구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농업회사법인 사례분석 개요

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로즈피아 소개

㈜로즈피아는 지역 12호 화훼농가의 공동 선별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2000년 6월 전라북도 임실군에

위치한 현재의 사업장에 설립되었고, 2004년 수출

500만불을 달성, 2006년 상호를 농업회사법인㈜로즈

피아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 수출 농산물 공동대표

브랜드 Whimori(휘모리) 사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사

업의 예산을 집행하는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을주

관하며 상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의 고급화와 규격

화를 추진하여 품질을향상시키고 수출시장에서 통합

마케팅 전개를 통한 브랜드 가치제고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국

가브랜드 휘모리 사업체" 와 "수출선도조직(장미)사

업체"로 선정되어 화훼 수출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

게 되었다. 2009년 ㈜로즈피아의 총자산은 52억원,

자본은 9.8억원이며 당기순이익 1.6억원, 매출 실적은

92.5억원, 수출 1,000만불을 달성 하였다. 또한 초기

12호 회원사에서 정회원 62호, 준회원 40호로 전체

조합 회원수가 102호에 이르고 있다. 2007년 외부

감사대상 농업기업의 당기순이익률 5.79%에(노미현.

김태정,2009) 비하여 낮은 이유로는 전체 조합원의

수익률 증대가 기업 목표이기 때문에 화초 및 산식물

판매금액에서유통에 소요되는 공동의 경비만을 공제

하고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2009년 12월 현재

약 2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력이

화훼의 선별 및 포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ERP구축 프로젝트 추진배경

㈜로즈피아는 2008년 국가브랜드인 휘모리 사업체

선정이후 가파른 매출 신장을 하고 있다. 2007년 약

34억원, 2008년 약 59억원, 2009년 92.5억원의 매출

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매출 증가는 선별 및포장

공정의 설비 증설과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대 내.외

적인 업무 처리량도 증가하게 되어 신속한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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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증가된 조합원의 정보요구수준이 점차 다양

해지고 정보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의 농

장에서 장미 및 국화 등이 수거된 시점부터 해외 경

매시장에서 판매 될 때까지의 물류흐름과 판매금액

에 대한 공동경비 및 조합원의 수익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로즈피아에서는 2002년부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조

합원과의 물류정보업무(입출고관리) 공유를 위한 인

트라넷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점차 매출의 규모

및 조합원의 증가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확장이 필요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

보시스템 추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려 하였

으나 그 동안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던기업의폐업

으로 인해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 할 수밖에없었

다. 2008년 경영자는프로그램개발을 전담하는프리

랜서에게 의뢰하여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물류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에

게 의뢰하여 개발하는 물류관리 시스템 역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

고관리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각 농가에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려면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각 농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 해 주어야했다. 셋째, 개발된 시스템은내부 업

무프로세스의 표준화 작업을 무시한 채 현업의 운영

편의성을 지나치게 고려하였다.

이를 이론적 관점에서살펴보면, Davis(1989)가 정

보기술수용의 주요 관련변수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사용 용이성의 두 가지 신념 변수를 이용하여

이 두 변수에 의해 형성된 태도가 행동 의도를 매개

변수로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 를 말하며, 지각된 이용용이성이란 "특정

한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신체적 및 정신적 수고가

적게 들것이라고 개인이믿는 정도" 를 말한다(Davis,

1989). 궁극적으로 기술 수용에 대한 사람들의 사용

에 대한태도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의

해 결정되고 사용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매개되

어 시스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상의 이론에서 볼 때 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운영의 복잡성과 신속한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사용자의 시스템운영에 대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증가하는 조합원의 컴퓨터에 운영 프

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자에게 설치의뢰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증가 되었으며, 업

무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미흡하여 업무

개선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었다.

중소기업의 ER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공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ERP 시스템 개발 업체의 역

량 및 파트너십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하고 있다

(이석준, 2003; 홍순구 외, 2009). 사례기업의 경우

2002년과 2008년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경

험을토대로내부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9년 수출선도화조직 운영예산

중 정보화 분야의 예산 5,500만원 편성하여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개발역량이 충분

하고 안정적인 IT업체를 선택하여 정보시스템을 구

축하기로 하였다.

3. ERP구축 프로젝트 추진과정

㈜로즈피아는 신규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축하여 2009년 7월 RFP를

작성하여 배포, 8월부터 9월까지 제안서 접수 및 개

발업체를 선정, 10월부터 12월까지 정보시스템을 구

축, 2010년 1월부터 가동준비 및 안정화단계를 거친

후, 2010년 3월부터 본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제안에 참여한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SAP 파트너사들 중 SAP Business One이라는 중소

기업용 ERP솔루션을 기반으로 ㈜로즈피아의 업무특

성으로파악된 6 가지의 모듈즉, 수거다발등록모듈,

수거한 다발을 규격별·품질별로 선별하여 입고하는모

듈, 선별 입고 된 정보를 기준으로 피킹및포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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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AP Business one 구축 프로세스

업무를처리하는 모듈, 포장된내용을납품처리하는

모듈, 해외 경매장에서 판매 된 가격을 이용하여 정

산하는 모듈, 조합원의컴퓨터단말기에서웹을 이용

해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듈을 커스터마이

징 하는 제안을 선택하였다.

SAP Business One ERP 패키지 선택에 있어서 가

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사항은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이었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물류의 흐름을 정보시스

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하고 그 정보를 신뢰 할

수 있어야만 조합원들의 공동선별장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자신의

자금을 예치하면서 거래내역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

럼말이다. 경영진의 정보화프로젝트목표는 모든조

합원들이 운영 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신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Ⅲ. ERP시스템 구축과 성과평가

1. ERP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ERP 시스템 구축 과정은 도입계획,

AS-IS 프로세스 분석, TO-BE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개발, 변화관리 순서로 구현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ERP 벤더들은 컨설팅과

ERP 시스템의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동시에진행하고

있다(임세헌, 2008). Parr and Shanks(2003)이 ERP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ERP이행의 주요 성

공요인으로 제시한 10가지 중 커스터마이징 최소화

및 복잡하지 않은 기능설정을 포함시켰다. ERP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커스터

마이징이 최소화 되어야하겠지만표준 ERP패키지에

서 제시하는 베스트 프로세스가 국내 기업의 프로세

스와 사용하는 용어나 절차, 관행 등의 측면에서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ERP 도입 이전에 BPR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커스터마이징이후의 직원들의 반응이평균적으로긍

정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커스터마이징에 치우치

는 경향이 있다(정승민, 김준석, 2002). 실제로 TFT

의 구성원 모두가 어떤 ERP 패키지에서도 ㈜로즈피

아에서요구하는 물류관리 기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여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이러한 부적합을 해결하

기 위해 커스터마이징을 활용해야한다고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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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지나치게 많은 커스터마이징은 자칫 프로젝트

의 일정 및 예산을 초과 할 우려가 있어 ㈜로즈피아

와 같이 수출 주도형 농업법인의 ERP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농업법인㈜로즈피아

의 정보화 프로젝트의 구축과정은 SAP Business

One의 중소 및 중견기업의 구현방법론인 AIP

2.0(Accelerated Implementation Program)과 이를 위

한 툴을 적절히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그림 1]은 SAP ERP 구축 단계별 프로세스 내용

으로 프로젝트준비, AS-IS분석, TO-BE분석, 차이분

석, 프로토타입구축 및 테스팅, 프로토타입 튜닝 및

확정, 통합테스크, 애드온(Add-on)명세화 및 개발, 데

이터 전환, 가동이행으로 표현 하고 있다.

2. AIP 단계별 세부 내용

AIP는 다양한 산업분야 및 고객 환경 전반에서의

SAP솔루션 구현을 위한 입증된 방식으로서 반복 가

능하며 성공적인 구현을 보장하며 다음의 5단계 프

로젝트로 구성된다.

1) 프로젝트 준비(1단계)

이단계의 목적은 SAP Business One 구현프로젝

트에 대한 초기 계획 및 준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각

SAP Business One 프로젝트에 고유한 목표, 범위 및

우선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준비 단계는 고려해야 할

주요 핵심 영역을 파악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여기에는 기술적 이슈뿐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SAP Business

One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고샌드박스(Sandbox) 또는

테스트 시스템의 예비 설치가 완료된다. 이 단계를

마치면 다음과 같은 산출물이 도출되고 목표가 달성

되어야 한다.

․ 마일스톤 1.1: 영업 팀을 통해 영업 프로세스

및 고객 정보 파악

․ 마일스톤 1.2: 킥오프 미팅 실시

․ 마일스톤 1.3: SAP Business One 소프트웨어

제공 및 설치

․ 마일스톤 1.4: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트준비”를

위한 프로젝트 단계 사인오프 획득

SAP Business One 프로젝트 관리자, 컨설턴트 및

영업 대표가 이 단계의 초기 단계(즉, 영업에서 컨설

팅으로의 프로젝트 인계)에 참여한다. 이들은 또한

초기에 잘못된 의사전달 및 이해부족으로 인해 프로

젝트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두 킥

오프 미팅에 참석해야 한다.

고객 프로젝트 관리자는 고객 팀과의 내부 커뮤니

케이션을 담당하므로 프로세스 초기에 참여해야 한

다. 킥오프 워크샵의 계획 및 실행에 참여하고 해당

시점부터 프로젝트를(SAP Business One 프로젝트

관리자와 함께) 이끌어야 한다.

고객 프로젝트 관리자는 고객 IT 관리자와 직능

팀리더가킥오프미팅에참석하여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가능한 한빨리 준비시켜야한다. 고객 IT 관

리자는 또한 SAP Business One 소프트웨어 및데이

터베이스의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2) 비즈니스 청사진(2단계)

이 단계의 목적은 고객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지원

하기 위해 SAP Business One을 어떤식으로 실행하

고자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얻는 것이다.

각 고객의 기능 요구사항 및 비즈니스프로세스를 정

의, 분석하는 동안 하나 이상의 요구사항 수집 워크

샵이 수행된다. 또한워크샵을 통해 원래프로젝트의

목적 및 목표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전체프로젝트

일정을 수정한다. 이를 통해 요구사항워크샵에서 수

집된 결과를 자세히 정리한 비즈니스 청사진이 만들

어진다. 비즈니스 청사진은 SAP Business One 구현

프로젝트의 후속단계에서 기술및 기능 안내서로 사

용된다. 이 단계를 마치면 다음과 같은 산출물이 도

출되고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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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스톤 2.1: 고객 직능 팀 리더와 함께 비즈

니스 요구사항 수집워크샵일정 계획 및 수행

․ 마일스톤 2.2: 비즈니스 청사진 생성

․ 마일스톤 2.3: 프로젝트 범위 및 시간 일정에

대한 변경사항 결정(해당하는 경우)

․ 마일스톤 2.4: “비즈니스청사진”에 대한 고객의

프로젝트 단계 사인오프 획득

SAP Business One 프로젝트 관리자는 고객 프로

젝트 관리자와 함께 비즈니스 요구사항 수집 워크샵

의 일정을 계획한다. SAP Business One 컨설턴트는

고객 직능 팀 리더와 함께 비즈니스 요구사항 수집

워크샵을 실시한다. 고객 IT 관리자는워크샵에참석

해야한다. 참석할 수없는 경우에는 각워크샵의 결

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 받아 정의된 요구사항이 고객

의 IT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즈니스 요구사항 워크샵에서 고객 직능 팀 리더

는 감독대상의 각 비즈니스프로세스에 대한세부사

항을 논의하고 컨설턴트에게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설

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3) 프로젝트 구현(3단계)

프로젝트 구현 다계는 구현 과정 중 핵심을 이루

는 가장 중요한단계이다. 이단계의 목적은 이전단

계에서 정의되고 비즈니스 청사진에 문서화된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기술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것

이다. 이 단계에서 컨설턴트는 구성을 검증 및 갱신

하고 프로세스를 시연하며, 고객은 작업 지시(비즈니

스 프로세스 절차: BPP)를 갱신하고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 단계를 마치면 다음과

같은 산출물이 도출되고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 마일스톤 3.1: 비즈니스 청사진에 따라 SAP

Business One 운영 시스템 설치 및 사용자 정의

․ 마일스톤 3.2: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완료(해당

하는 경우)

․ 마일스톤 3.3: 시스템 설정 검증

․ 마일스톤 3.4: 시스템 테스트 완료

․ 마일스톤 3.5: 교육 및 시스템 이관 계획 정의

․ 마일스톤 3.6: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트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단계 사인오프 획득

SAP Business One 프로젝트 관리자는 고객 프로

젝트 관리자와 협력하여 시스템 구성 일정을 계획할

뿐 아니라 계획 단계를 감독 및 실행한다. SAP

Business One 컨설턴트는 고객 하드웨어에 모든

SAP Business One구성요소(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SAP Business One, 패치)를 설치한다.

고객 IT 관리자는 SAP Business One 구성요소 설

치 지원을담당한다. 고객 리더는 주로검증 및테스

트 스크립트 생성과 테스트 및 검증 자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 리더는 SAP Business One의

구성이 정의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하고

예상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4) 최종 준비(4단계)

이단계의 목적은 운영 실행을 위해 SAP Business

One 시스템 및 고객 조직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단

계의 주요 활동에는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완료와

SAP Business One 시스템의 최종세부 조정이포함

된다. 최종 시스템 테스트 과정에서 나머지 주요 미

결 이슈를 모두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이 수행됩

니다. 최종 준비 단계에서 시스템 이관 활동도 완료

된다. 이 단계를 마치면 다음과 같은 산출물이 도출

되고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 마일스톤 4.1: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완료

․ 마일스톤 4.2: 시스템 실행 준비 상태 확인

․ 마일스톤 4.3: 시스템 이관 활동 완료

․ 마일스톤 4.4: 고객으로부터 “최종 준비”를 위

한 프로젝트 단계 사인오프 획득

SAP Business One 프로젝트 관리자와 SAP

Business One 컨설턴트는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의

일정 계획 및 실행을담당한다. 교육의 일정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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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은 고객 프로젝트 관리자가 지원하고 인프라 측

면에서는 고객 IT 관리자가 지원하며 고객 직능 팀

리더와 최종 사용자는 관련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시스템 준비 상태확인은 SAP Business One 컨설턴

트와 고객 IT 관리자가 수행해야 한다. SAP Business

One 프로젝트 관리자, 컨설턴트, 고객 팀 멤버들은 모

든 시스템 이관 활동을 철저히 마쳐야 한다.

5) 가동준비 및 지원(5단계)

이 단계의 목적은 시스템 이관하여 실제 운영이

수행되고 계속해서 실제 운영을지원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가동 및지원과정은두단계로 구성된다. 우

선, 프로젝트가 공식적인 "프로젝트 종료"를 통해 완

료된다. 이 시간 동안 시스템은 일별 작업에서 생산

적으로 사용된다. 모든 이슈 및 문제가 해결되고 운

영 지원팀으로의 전환이완료되며 지식 전수가완료

되고 프로젝트가 끝난다. 따라서 운영 지원 팀이 시

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비즈니스프로세스 이슈를

해결하는 동안 "지속적 개선" 단계가 시작된다. 또한

적합한 변경 관리 절차가 마련되고 지속적인 최종 사

용자 교육이 실시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계속해

서검토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고 “검토

및 최적화 회의” 일정이 수립 및 수행된다. 이 단계

를 마치면 다음과 같은 산출물이 도출되고 목표가 달

성되어야 한다.

․ 마일스톤 5.1: 운영 환경에서 SAP Business

One 시스템 완전 구현

․ 마일스톤 5.2: "가동 및 지원"뿐 아니라 최종

프로젝트 완료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트

단계 사인오프 획득

․ 마일스톤 5.3: “검토 및 최적화 회의” 실시

SAP Business One 프로젝트관리자와컨설턴트는

초기 현장 지원 및 지원 에스컬레이션의 조정을담당

한다. 고객측 프로젝트 관리자와 IT 관리자는 SAP

Business One 팀의 지원 업무를 보조한다. 고객 IT

관리자는 모든 관리 태스크를 실행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지원 활동 및 절차를 지원한다.

고객측 직능 팀 리더는 최종 사용자가 SAP

Business One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

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이 직능 팀 리더는

사용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제 일선

에서 기능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모든팀은

“검토 및 최적화 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각 단계별 내용과 같이 SAP Business One AIP는

SAP Business One 구현 프로세스를 프로젝트 준비,

비즈니스 청사진, 프로젝트구현, 최종 준비, 가동 및

지원의 5단계로 구성한다. 각 단계에는 산출물, 태스

크 및 책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프로젝트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수행해야할 마

일스톤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3. ERP시스템의 구축 과정

1) 분석 및 설계 단계

프로젝트 팀은 ERP에 대한 교육 및 과업과의 적

합도를 비교하면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BPR과 업무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선

별·포장공정의 현업 사용자들을 적극 참여시켜 현업

의 요구사항을 ERP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분석단계에서 나타난가장핵심적인 사

항 중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농가에서 수확하

여 공동 선별장으로 이동한 화훼의 정보가 선별과정

을 거쳐 포장되고 납품되는 과정까지 정보의 추적성

이낮으며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나 시간이 많

이 소요 된다는 것이었고, 내부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판매 이후의 정산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포장과정에서 농가

에서 입고된 품목과 일치하지 않게포장하거나, 입고

된 품목의 재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고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장미

등의 화훼 수출 중심의 업무에서 점차 과채류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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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

ID
Activity Request SAP B1 Author

1 수거다발등록
송이단위가 아닌 다발수로 등록 해야 하며

농가별 품목그룹 지정 요구.
구매오더 생산-선별

2 선별결과등록

수거일별로 품목그룹에 속한 세부품목의

규격별로 등록 가능토록 하며 품목코드는

바코드를 활용한다.

입고 P/O 생산-선별

3 포장

농가별로 선별 입고되어 재고가 있는 품목을

조회하여 박스 및 번들 단위로 포장 가능토록

한다.

피킹 생산-포장

4 납품
복수의 피킹 내용을 하나의 납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납품 생산-납품

5 판매단가등록
납품된 전표와 경매결과 파일을 비교하여 A/R

송장을 생성토록 한다.
A/R송장 판매관리자

6 농가정산

수출국가별 경비항목을 관리하며 각 항목별

비용등을 입력하여 정산처리 수식에 의해

실행되도록 한다.

정산 판매관리자

7 물류흐름분석
각 Activity별 저장된 데이타는 Web Site를

통해 각 농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Web 모듈 판매관리자, 조합원

8 포장재 재고관리
포장재의 재고관리를 위해 포장시 소모성

자재의 재고 자동 감소 처리
납품시 sub모듈실행

일류까지 수출 품목을 확장하고 있어 화훼 중심의 업

무처리 절차만으로는 증가하는 업무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SAP Business One은 중소기업의 표

준 업무프로세스에 최적화 되어있다. 즉, 판매오더에

의해 피킹및포장을 수행하고납품단계를 거쳐매출

을 확정 하거나, 판매계획에 의해 구매나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로즈피아의

업무처리 절차는 각 조합원의 농가에서 수확한 화훼

를 수거함과 동시에 품질별, 규격별, 국내 또는 해외

도착지별로 선별 및 포장작업을 거쳐 선적시킨 다음

일본 및 러시아 등의 해외 경매 시장에서 판매된 자

료를 통보 받아 공동 선별비 및 판매경비 등을 공제

하고 각 조합원에게 지불해야할 대금을 산정하여 지

급 하고 있다. 따라서, Add-On 개발의 범위는 사례

기업의핵심업무인 화훼 등의 농산물수거, 선별, 포

장, 납품, 정산에 이르는 처리 절차를 커스터마이징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은 ㈜로즈피아의 홈

페이지를 통해 수거에서 정산까지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도록 Web버전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표 1> 에서처럼커스터마이징의범위가큰이유는

기존 ERP 솔루션이 제조기업 및 공산품의 유통업 특

성에 집중되었고 수출 주도형 농업법인의 특성을 전

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1> 이해관계자별 커스터마이징 요구사항

<표 1> 의 커스터마이징 요구사항에 대해 표준 모

듈들은 패키지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표준에서 수용하

기 어려운 부문은 SAP Business One의

SDK(Software Development Kit)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하였다.

가) REQ-ID 1. 수거다발 등록

■ AS-IS 분석

․ 각 농가별 수거차량이동 경로와 일정을 정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각 농가에서는 화훼의 량을

정확히파악하지 않고 이송하기좋을 정도의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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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발로 출하량을 관리하고 있다.

․ 각 농가별 생산하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 각 농가에서 수거일별 출하한 화훼가 어떤규격

별로 선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 TO-BE 설계

공급업체를 지정하면 해당 농가에서 생산하는 품목

이 조회되도록 하고 수거한 다발수량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수거되지 않는 품목 판단은 수량이 0인 것으

로 하여 저장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선별처리 시에도

수거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수거다발 등록 운영 화면

[그림 3] 선별 입고등록 화면

나) REQ-ID 2. 선별결과 등록

■ AS-IS 분석

․ 수거한 화훼는 선별장에 입고 되어 각 농가별

로 규격(길이) 및 등급별로 선별하고 있다.

․ 선별결과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선별 후 바

로 박스별 포장을 진행하고 있어 포장결과가

곧 선별 결과이다.

․ 포장되지 않은 화훼는냉장창고에 보관되어지

기도 한다.

․ 정보시스템에는 선별결과를 등록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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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 TO-BE 설계

농가에서 수확시기가 된 화훼를 출하하여 시장의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프로세스라고는 하나

수거량대비 규격별 등급별 선별결과를 각 농가에 제

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선별 이후의 포장

프로세스에서 선별된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장

이 실행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림 3] 선별입고등록화면에서 "1"의 농가를 선택

하면 "2"에 해당농가로부터 수거한 내용이 수거일별

로 미결사항이 기본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중 에서 선

별할 품목을 선택하면 "3"에 선별된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

다) REQ-ID 3. 포장등록

■ AS-IS 분석

․ 선별되어 개별박스에 일정한 수량이 포장되어

있는 박스외부에 라벨을 인쇄하여 부착하고

개별 박스를 6개씩 하나의 번들로 묶는 작업

을 수행한다.

․ 인쇄라벨에는 생산자 정보, 품목정보, 휘모리코

드등이 포함된다.

․ 선별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기준으로 라벨인쇄

시스템에서 미리 각 농가별 품목별로 인쇄 되

어진 바코드를 스캔 하여 해당 품목의 정보를

표시하여 인쇄한다.

․ 포장작업에서 발생하는오류로는 선별된 농가의

화훼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포장되어지기도 하

며, 농가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표시하여

내용물과 라벨이 다르게 포장되어진 경우도 발

생하였다.

■ TO-BE 설계

설계방향의 원칙은 선별된 재고보다 많은 포장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작

업자와의처리 절차를 협의하여 [그림 4]와 같이 진행

하기로 하였다.

․"1" 납품처 선택 : 납품처에 따라 내수,일본,러시

아등의 수출관련 정보 및 "3"의 항목정보들이

변경되도록 하였다.

․"2" 공급업체 선택: 해당공급업체(농가)에서 수거

하여 선별된 품목인지를 "3"의 품목코드가 입력

되었을 경우 비교토록 하였다. 복수의 농가 품

목을 하나의번들로 생성할 경우는 선택하지 않

도록 한다.

․"3" 품목코드 바코드 스캔 : 각 농가별 생산하는

품목의 규격별로코드화 하고 이를 바코드로 인

쇄하여 스캔작업만으로쉽게 조회하도록하였으

며, 품목정보를 스캔 하게 되면 선별된 재고수

량이 표시되도록 하고, 수량 초과시 경고 하도

록 하였다.

라) REQ-ID 4. 납품등록

■ AS-IS 분석

․ 피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차량에 상차 후 리스트

를 관리팀에 제출하고 있으며, 단가가 확정되

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 작성된 피킹리스트에 따라 상차 중 차량의 공

간부족으로 출하하지 못하는 상품도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피킹 작업부터 다시 하는 경우

가 발생한다.

■ TO-BE 설계

선행작업인 피킹결과를토대로 미 출하된 피킹리스

트를 거래처와 선적일자별로 정리하여 표현한다. ([그

림 5]의 "1") 즉, 복수의 피킹리스트를 하나의 납품전

표로 만들고자 하였다. "1"의 거래처, 선적일자에 레

코드를 선택하면 "2"에 해당 피킹리스트가 표현되고

출하수량을 확인한 후 저장처리 하면 납품이 완료 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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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피킹작업 등록

[그림 5] 납품 등록

마) REQ-ID 5. 판매단가 등록

■ AS-IS 분석

․ 출하된 피킹리스트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해

외 바이어에게 메일로 발송하면, 해외 바이어

는메일을 수신하여 해당지역에서 일어난경매

결과 및 판매 된 단가를 엑셀파일에 기록하여

경매 후 1 ~2일 이내에 관리팀으로 보내온다.

․ 관리팀에서는 수신된 엑셀파일을 각 농가별, 품

목별로 분리하여 정산처리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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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BE 설계

해외 경매에서 낙찰된 단가가 결정되어야 비로서

납품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납품된 정보를 엑셀화

일로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보내지고 바이어는 해 당

품목의 판매단가를 기록하여 보내오는 업무의 변화는

없다. 향후 현지에서 직접 ERP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접수된엑셀화일과납품내용을 비교하여 판매단가

를 등록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운영키로 하였다.

판매단가등록 메뉴를 실행하면 "1"의 영역에 선적

일 기간에 해당하는 납품내용이 나타나며, 해당 납품

건을 선택하면 "2"의 내용처럼 상세정보가 표현된다.

"3"의 부분에서 수신된 엑셀화일을 선택하여 실행하

면 판매된 정보가 "2"의 단가 부분에 표현된다.

판매단가 등록이 종료되면 각 농가에서는 해당 정

보를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 판매단가등록

바) REQ-ID 6. 농가정산등록

■ AS-IS 분석

․ 판매가 완료된 납품 건에 대해 매월 2회 정산

을 실행하여 각 농가에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

다.

․ 정산은 입금시점의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처

리하고 있으며, 한 농가의 상품만을 출하/판매/

정산하는 개별정산과 여러 농가의 상품을 한

번의 Invoice로 출하 한 내용을 정산하는 공동

정산으로 구분된다. 정산 시 판매국가에 따라

정산항목이 다르고 비용의 분배 방식도 달리

하고 있다.

․ 엑셀 자료에서 환율 및 단가의 소수점 이하 2

자리까지만 사용하여 금액계산에 오류가 발생

하기도 한다.

․ 판매금액이 비용정산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

생하기도 하여 농가에서 해명 요구를 받기도

한다.

․ 정산 시 각 항목에 대한 계산식이 명확하지 않

아 담당자의 임의적인 수정을 허용하고 있다.

■ TO-BE 설계

정산의 결과는 공급업체(농가)에게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계산 방법 및 절차가 명확해야 만 한다.

따라서 정산의 방법을 문서화 하여 조합원 회의 시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계산 방안을

작성하였다. 정산처리 방법은 [그림 7]의내용으로 구

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국가별 등록비용

을 사전에 정의하여 해당 내용만 화면에 표현

하도록 하였다. 수출하는 국가에 따른 비용항

목과 판매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경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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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관리하도록 설계 하였다.

․"2" 선적일자 기간과 저장할 차수를 선택한다.

과거에는 월 2회 정산을 하였으나새로운 시스

템에서는 판매정보가 접수되는 즉시 임시정산

을 실시하여 조합원에게 실시간 현재 판매정보

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최종 정산은 바이어가

송금한 이후에 이루어 지며 이때의 환율로 정

산되기 때문에 정산차수관리를 하도록하고 있

다.

․"3"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A/R송장 데이터를 조

회하여 정산되지 않은 INVOICE 별로 "4"에

표현한다.

․"4"조회된데이터 중 정산처리 할 행을 선택하고

환율은 입금 시점의 환율을 입력 한다. 또한

선택된 INVOICE는 "5"에 품목 그룹별로 표현

됩니다.

․"5"조회된 품목그룹별 데이터에서 품목을 선별에

서 판매까지 소요된 비용들을 입력한다.

․"6"비율계산을 실행하여 품목그룹별 비용을 계산

하고

․"7"에 표시된 각 품목별 비용을 계산하여 표현한

다.

․"8" 평균단가 산출기능은 농가에 지급해야할 정

산금액이 0원보다 적을 경우 손실을 보정해주

기 위한 기능으로 최근 판매된 평균단가를 산

출하여 재 정산을 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별

산출 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정산항목 설명

항목 계산방법

판매금액 수량 * 단가 (현지화폐)

수수료금액 바이어와 약정한 수수료(%) * 판매금액

수입통관비등의비용 해외 수출 경비로서 외화 비용임

수취금액 판매금액 – 수수료 – 수입통관비등(해외경비)

환전금액 수취금액 * 환율

공선단가 각 품목별 공동 선별단가로 사전에 협의된 단가로 낱개 비용

국내경비 수출 시 발생한 소요비용

정산금액 환전금액 – 공선비용 - 국내경비

<표 2>와 같이 정산 시 사용되는 산술식의 개선이

필요하나내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즉공동비

용을 분배하는데 있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은

산출하는 방식의 문제와, 0원 이하의 정산금액이 산출

될 경우인위적으로 제로화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

타났다. 판매금액에 따른비용 분배방식은 품질향상으

로 인해 높은 단가에 판매한 농가에 돌아갈 이익이

감소되어 보통의 품질을 생산한 농가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계산방법이다. 또한 정의된 산술식에 의

해 도출된 정산금액을 인위적으로 정정하는 것은 데

이터의 신뢰성을 낮추는 것으로 업무처리 절차의 개

선이 시급하다. 정산금액이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이유

가 품질 문제인지 현재 시장가격 형성이 문제 인지를

파악하여 각 경우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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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할 것이다. 이러한 정산처리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

는 경영진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사항이므로

향후 회의 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그림 7] 판매 정산 화면

[그림 8] 농가에서 조회하는 화면

사) REQ-ID 7. 물류흐름 파악

■ AS-IS 분석

․ 각 농가에서 정보 공개 요구 시 정산내용 및

관련 자료를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속

한 정보전달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 출하량이 많은 조합원(농가)에게는 요청 시 내

부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조회하게 하였으

나 조합원의 컴퓨터 서비스 업무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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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BE 설계

사용중인 홈페이지와 ERP시스템을 연계하여 홈페

이지에 각 조합원(농가)이 로그인하여 해당 정보를 실

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REQ-ID 8. 포장재 재고관리

■ AS-IS 분석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포장 박스, 라벨지, 물통

등 주요포장재의 재고관리는육안으로파악하

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발주하여 왔다.

․ 박스의 1회 주문수량이 많고 납품소요 시간이

길다.

■ TO-BE 설계

SAP ERP의 표준 모듈인 BOM(Bill of Material)

을 이용하여 포장유형별로 소요되는 포장자재의 수량

을 등록하여 납품등록 모듈에서 저장 시 포장자재를

출고시키도록 하는 백플러시 방식으로 포장자재 재고

관리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그림 9] 포장재 출고 화면

[그림 9]의 "1" 영역은 납품등록화면으로 저장 시

각 항목별 소요되는 포장재를 파악하여 "2"의 출고

화면의 내용으로 출고전표를 자동 생성 시키도록 하

였다.

2) ERP 시스템의 구성

㈜로즈피아의 ERP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성은 [그

림10]과 같이 서버시스템은 KT-IDC 두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SAP Business One ERP 시스템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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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정보시스템 구성도

고, 각 조합원에서는웹사이트를 이용하여 ERP시스

템의 물류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SAP

Business One 의 주요 모듈로는 판매관리, 영업기회

관리, 재고관리, 재무회계관리, 생산관리, 서비스관리,

구매관리, 자금관리, 인사관리 등이며 운영 라이센스

는 통합관리자와 물류부문 사용자, 조합원 및 바이어

의웹접근권한으로 구성 하였다. 웹상에서 정보시

스템에 접근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웹서버를 구축

하였으며, 하나의 물리적인 IBM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들을 연결하기 위해 SAP 사에서 제공하는

DI-Server를 설치하였다.

3) 개발 및 Add-On 모듈의 Test 단계

Add-On 개발범위에서 수정한 ERP 시스템은 현업

사용자들의 테스트에 의해 검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별사용자 · 포장사용자 · 판매정산 사용자 간의 정

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였다. 사용자의

업무처리 편의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ERP기반 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업무프로세스에

생긴 변화는 반드시 수거등록 및 선별하여 입고P/O

등의 선행업무처리가 종료되지 않으면 포장 및 납품

을 수행 할 수 없게 되어,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되

어 정보의 입력이 강제적으로라도 이루어져야 하고,

데이터를잘못 등록하였을 경우수정이 불가능해 반

품의프로세스를 진행한 다음처음부터 다시 진행 해

야 하므로 정보입력의 신중함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업무에 익숙해 있던 선별 및 포장 업무를 담

당하는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저항이발생하였

다. 기존의 시스템은 수거다발등록과 선별과정 없이

포장업무 처리 모듈에서 선별정보 및 포장작업의 내

용을 관리하였으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품목별 추

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거한 화훼 다발을 등록한

다음 수거한 품목의 선별 결과를 등록해야만 포장작

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포장내용을납품으로 PUSH

하고, 납품된내용을 근거로 정산처리를 수행하게 된

다. 또, 한번저장된 전표는 수정을 할 수가없어 반

품처리 후 다시 등록 하도록 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별·포장 작업장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선별과 납품의 전표등록 작업이

추가 되었으며 포장등록에서도 선별 완료 된 품목의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진행 할 수가 없고 선별 일자

별 재고관리를 하도록 하였기에 복수의 선별일자의

재고가 있을 경우해당레코드를 선택해 주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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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안게 되었다.

커스터마이징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기존 정보시스

템에서처럼 업무처리 절차대로 선별 및 포장모듈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보

시스템의 사용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서 (박재상 등,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편익과 변화의 대한

태도가 시스템 저항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지각된

편익의 시스템 저항에 대한 영향관계에서는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지만, 변화에 대한태도가 시스템 저항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사용경험이 유의한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경험이 없

는 사람들은 이전 다른조직에서 ERP 사용경험이없

어서 ERP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변화에 대한태도

가 시스템 저항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나, 사용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은 과거 자신

들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태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태도

에 따라 저항 강도가 현저히 영향을 받기 쉬울 것이

다. ERP의 도입은 일종의 혁신으로 파악할 수 있으

며, 조직구성원이갖는 ERP의 수용에 거부하려는심

리적 상태는 혁신저항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이 혁신에 저항하는 이유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의 상실, 불확실성, 기존의 습관과 일

상의 붕괴, 업무의 과부하, 새로운 일에 대한 능력의

부족, 조정 시간의 부족및 혁신 수행에 필요한 자원

의 부족등에서찾아볼수 있으며(권중생, 2001), 이

러한 저항이 방치될 경우조직 구성원들이 의도적태

업이나 고의적 실수를 통하여 ERP 실패에 이르는극

단적 상황을 유발시켜조직내파괴적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김승운, 1999). 사용자의 IT역량은 변화관리

능력 개선을 통해 기업의 정보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T 역량은 사용자가

IT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

자가 시스템 기능과 비즈니스프로세스에 대해잘이

해하고 있고, 시스템을 이용해 능숙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IS부서 인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IT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승창, 이호근,

2007).

㈜로즈피아의 현장사용자의 경우 시스템에 입력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부족과 업무의 과부하를 이유

로 기존의 정보시스템의 업무형태로 커스터마이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8년 개발프로젝트를 경험한

사용자들은 SAP ERP기반 프로젝트 역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프로그램의 수정을 당연하게생각하고

있어 이들에게 ERP 시스템의 정확성 및 재고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 시켜 IT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 하였다.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의사결정이 경영진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선별 및 포장공정의 사용

자들에게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제공이충분하지 못하

여, 조합원의 정보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스템

통합화의 필요성과 화훼뿐만 아니라 점차 매출이 증

가하는 과채류및 과일류등의 품목 관리를 위해서라

도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을 인식시키고, 프로젝

트의 목표를 공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 하였다.

SAP Business One의 커스터마이징은 Web에서 접

근할 수 있는 DI-Server를 이용여 정보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닷넷(.NET) 개발툴을 활용하여 Web버

전으로 추가 개발을 완료하여 Add-On 하였다. 즉,

ERP의 표준 모듈의 수정을 최소화 하면서 농업법인

의 특성을 적용한 특화된 웹 모듈을 개발하여 선별

현장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각 조합원에서 확인하는

업무에 적용하였다. 조합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용이

성을 확보하기 위해 ERP시스템의 거래처 마스터 정

보에 기록된 ID와 PW를 이용해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고 홈페

이지에 로그인 하여 해당 거래처와 관련된 물류정보

를프로그램의 추가 설치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쉽

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커스터마이징 범위를 성공적으로 완료 하였고 2010

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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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기업의 ERP 도입효과와 시사점

1. ERP시스템 도입효과

뛰어난 특징을 가진 ERP패키지라도 실제 도입할

때는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도입하면 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ERP패키지가 갖추고 있

는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인지는 도입 후의

운영방법에 달려있으며 일반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개발이나 유지보수비용의 절감

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세계표준의 기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확장성이강하다. 업무 모델의

템플릿을 활용하거나파라미터의 설정에 의한 기능을

선택하거나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개발기간도 짧아지

게 된다. 따라서 종래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비교하면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둘째, 정

보의 통합이나 공유에 의한 업무의 효율화이다.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간 업무를 통합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화를 개선 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일원화하여 관리한다면, 중복 입

력이나 타 부문에의 조회 등과 같은 작업이줄어들고

또한 정보공유에 의하여 타 부문의 상황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

해 진다. 셋째, 수준 높은 관리의 실현이다. 업무에

관한 정보의 통합이 실현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한 기업활동 전체의 통일적인 계수 관리나 경영자원

의배분계획, 업무의 투자계획 등 보다 수준 높은 관

리나 경영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우수한 표준 기능을충분히 활용할 수 있

다. 다수의 실적을 바탕으로 업무에 관한 갖가지 노

하우를 제품의 기능세트나 지원도구에 설치되어 있

다. 따라서 ERP 도입을 계기로 그 기능을충분히 활

용하고자, BPR에 활용하는 기업도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기대효과 이외에 ㈜로즈피아의

ERP 기반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용자의 인터뷰

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재고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기존 시

스템에서는 품목 그룹별 재고관리를 하였기에 조합원

으로부터 수거된 일자별 품목의 재고를 확인 할 수가

없었으나 새로 구성된 시스템은 접근권한이 있는 사

용자는 정확한 재고를 파악 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둘째, 2009년 월평균 3건의포

장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신규 시스템에서는 발생확률

이 매우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별작업을 농

가별로 진행하고 선별 결과 등록완료된 재고를 이용

하여포장을 하기 때문에 박스내부 품목과 입력된내

용이 달라질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셋째, 농가

및 정산담당자는 수거한 다발과 규격별 선별된송이

수량, 납품된 수량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과거의

시스템은포장수량이곧선별 입고 된 수량으로 관리

되어서 수량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곤 하였다. 넷째,

각 농가에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해당 농가의

판매 데이타 및 정산 데이타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간단히해외 경매결과파악하여 수확여부나출하시기

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ERP솔루션이라고 알려져

있는 SAP 사의 중소기업용 ERP 시스템인 SAP

Business One을 이용하여 농업회사법인의 조직에 적

합하도록 커스터마이징을 실시한 ERP기반 정보시스

템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출 주도형 농업회사법

인의 업무적특성인 농산물의 수거, 선별, 포장 및납

품, 판매 이후 정산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각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정보에 따라 ERP시스템의구축과정

과 도입성과를파악하였다. 수출 주도형 농어업법인

이 ERP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일 경우 본 사례를 참

고하여 성공적인 ERP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영 효율

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농업·농촌기본법 제 17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소

득을 높일 수 있도록농업경영의 상담·자문·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



ERP시스템을 이용한 농업회사법인의 혁신을 위한 지식경영 사례

2010. 12. 55

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수출농산물공동대표

브랜드 휘모리를개발하여 농산물을 고품격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 경영체의 지원 사업을 주관

하는 정부 관리자들은 농산물의 고품격을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적 특징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보화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선농작물을 수출하는 농업회사

법인의 ERP시스템 도입배경 및 구축 사례를 업무혁

신의 관점에서살펴봄으로써 수출 주도형 농업법인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위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지

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독특

한 업무프로세스를 ERP시스템에적용하기 위해 현업

의 요구를 분석하고, 기존의 업무 절차에 맞추어 기

능을 추가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업의 목

표를 공유하고, BPR을 통하여 업무 절차를 개선한

후에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했다는데의의가 있다. 사

례기업 경영진의 ERP시스템 도입을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조합원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과거 사내 구성원 중심의 시스템 운영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는 농가 및 영농법인등

조합원 중심의 시스템 운영으로 변화 하여 보다 많은

조합원을 참여 시켜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화훼 및 신선농작물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농가 및 영농법인들로부터 지속적인

상품 공급이 중요하며 이들을 조합원으로참여시키는

것은 곧 기업의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훼류 수출중심의 농업회사법인

단일 사업장의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없고, 글로벌 ERP인 SAP Business

One을 이용하여 ERP시스템의 기본기능과 추가기능

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 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검증력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 대한 방

향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혁신도구로 활용하는 ERP

시스템의 사례연구들이 제조및 서비스 산업중심이었

으므로 향후 1차산업의 ERP시스템을 이용한 경영혁

신 사례를 발굴 및 분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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