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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오피스 환경으로 업무처리의 방식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스마
트 폰으로 회사의 결재를 처리하는 앱을 구현한 후 각각의 직위별로 본인에게 할당된 업무결재를 처리하는 모바일 
오피스 앱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사용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을 고객의 필요사항과 함
께 개선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 앱을 통해 업무개선사항이 결재관리 앱에 추가되어 
지속적으로 모바일 오피스 환경이 효율적으로 개선되며,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제어 :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앱, 결재관리시스템, 스마트 폰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nd apply a mobile office app for approving the achievements of tasks 
assigned to each person to investigate resulting satisfaction. This is done first by implementing the app for 
approval in a company with smart phones to enable tasks to be carried out any time and anywhere while the 
mobile office environment changes the method of carrying out tasks. More efficient work environment is 
expected if the system implemented in this study is improved in cooperation with customer’s requirements. 
Matters for improving work efficiency added to the approval management system through this app will 
contribute to efficiently and continuously improving the mobile office environment to enhanc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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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기업의 업무는 발생 후 정보처리 시 의 시스

템에서 해당 사안이 발생한 장에서 실시간 자동화 처

리되는 형태로 진화되었고, 모바일 기기의 최신 입출력

장치의 소규모 휴 성이 효율 으로 변하여 업무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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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IT화되는 범 와 상 주체가 확장 되었다. IT와 모

바일의 비용 감과 유무선 솔루션 도입 등으로 인해 기업

용 모바일 시장 확 가 상이 되고 있으며, 2011년 삼성

경제 연구소의 국내기업 CEO 81%가  “업무환경이 모바

일 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설문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Fig. 1] Changing mobile paradigm(3 conditions)

따라서 Mobile Office 시 의 시장 확  상되는 가

운데, 회사의 업무가 장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바

는 가운데 직장인의 의사결정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 동료 간의 업무연계  조사항도 신속한 

근성이 업무처리 능력 향상은 물론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 Moblie 기기의 성능향상으로 내·외부 검색

을 통한 업활동 강화하고 실시간 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가치제고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고객의 치에

서 신속하고 가깝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필

요하다. 

[Fig. 2] Expectation of expanded market in the 
mobile office era

이에 스마트 폰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모바일 

ERP시스템에 속하여 업무 처리 하는 가운데, 해당 사

용직원들은 모바일 업무처리 앱을 사용한 후 모바일 업

무에서 만족도를 앱으로 평가하여 업그 이드 버 에 반

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업

무처리를 모바일 결재시스템 앱으로 설계하며, 사용 만

족도 결과는 지속 으로 후속 업그 이드 버 에 반 한

다[9].

2. 관련연구

2.1 모바일 오피스 동향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은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 ICT 인 라가 고도화

되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함

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   비용 감의 효과를 리려

는 기업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2013년까지 세계 

모바일 오피스 시장 규모는 1,293억달러, 국내는 42억달

러로 성장할 것으로 망(KT 경제경 연구소, 2010)된

다[9][11]. 

Global  America    Japan  China/India  Korea 

[Fig. 3] Volume of global mobile office market 
(100 M dollars)

2.2 모바일 오피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방식

모바일 오피스 응용 로그램 개발 방식을 살펴보면 

모바일 웹은 스마트 단말기의 화면에 최 화 되도록 제

작한 모바일 웹 페이지로 단말기의 라우 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모바일 애 리 이션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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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단말기에 다운로드 받아 실행되는 로그램으로 스

마트 단말기 랫폼에 따라 개발하는 방식이 다르다. 

<Table 1> Methods of developing mobile office 
application programs

Distribution
Mobile App development approach

Mobile Web
Native App  Hybrid App

Cost High Middle  Low

Compatibility Required by the 
Device and OS 

Version

Required by the 
Device and OS 

Version

Requires a 
Single Source

Recycling 
Services

Low
(Data Utilization)

High
(All Recycling)

High
(All Recycling)

Distribution Distribution 
Through 
AppStore

Use Without 
Smartphone 

Distribution(The 
First Time 
Download)

Use Without 
Smartphone 
Distribution

Feedback 
Speed

Depending on the 
network

Slower Than 
Native Apps

Depending on 
the network

Management Managed by OS 
Version

 App Parts 
Management

One Source 
Management

그리고 앱을 배포하는 방식도 사내용 앱 스토어를 이

용하는 방식과 오  마켓의 앱 스토어를 이용하는 방식

으로 구분된다.

사내에서 제공하는 앱 스토어의 경우 내부직원이 사

내에서 제공하는 앱 스토어에 속해 애 리 이션을 다

운받는 방식이며, 국가기 의 모바일 오피스 애 리 이

션 본 방식을 통해 배포된다.

오 마켓의 앱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B2B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과 일반인 모두가 

다운받는 일반 앱 스토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B2B 기능은 앱 스토어에서는 검색할 수 없으며, 기업

에서 제공하는 앱 스토어의 URL 값을 이용해 애 리

이션을 다운 받으며 일반 앱 스토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앱 스토어에서 검색을 통해 다운 받는다[10].

iTunes의 Business App은  iTunes에서 거래되고 있

는 앱으로 일정 리, 음성녹음, 야근 리 등의 개인 인 

스  리 인 측면의 앱이 부분이며 그룹사의 모바

일 오피스 앱은 사내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개선사항을 반 되도록 본 연구에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제공 앱의 공 방식으로 앱을 배

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부서결재가 용이하

도록 직 별로 결재 사이클을 사용하고 이후에 만족도를 

조사하기 해 앱의 메뉴에 만족도 항목을 배치하고자 

한다[1][2][3].

[Fig. 4] Business App of iTunes

3. 스마트폰 기반 결재시스템의 구현

3.1 시스템 구성도

결재시스템의 구성은 사원, 과장, 장 등 직 별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앱을 구 하 으며,  ERP의 DB Server

에 속하여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서버를 구축하 고  

스마트폰에서 서버의 DB(3G, LTE, WiFi)에 속하여 

본인의 결재 기리스트를 확인하여 [수정]버튼으로 결

재의 상태를 [완료]상태로 바꾸고 결재인이 삽입되도록 

배치한다.

[Fig. 5] Configuration of mobile office service

3.1.1 모바일 단말기

회사의 개인이 소유한 휴 용 기기로서, 스마트폰, 태

블릿 PC, 노트패드 등 다양하게 쓰이나, 모바일 단말기는 

단말기 하드웨어(H/W), 모바일 운 체제(OS)로 구성된

다. 모바일 랫폼은 모바일 단말기에 응용 로그램들이 

설치  실행될 수 있도록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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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모바일 응용 로그램(S/W)은 모바일 운 체계 상에

서 설치  실행되는 서비스이며, 모바일 웹(Mobile 

Web)과 모바일 앱(Mobile App)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나, 

본 구 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사용한다.

3.1.3 무선 네트워크

송매체인 이블, 이블 등을 사용하지 않고 데

이터를 달하는 기술이며, 이동통신망(3G/4G, WiBro 

등)과 무선랜(WiFi)을 사용한다[9].

3.1.4 시스템 환경

본 스마트폰 기반 결재 리 앱은 Android와 iOS 버

으로 제작하고자하며, 직 별로 제작하여 결재하도록 제

작하며 데이터를 장하기 한 사용된 SQL Server는 

Microsoft의 Server 2005 Express를 사용하고자하며, 

JDK와 .Net을 활용한다.

○ Smart phone : Galaxy S, iPad

○ App Platform : Android, iOS

○ .NET Framwork 2.0 

○ JDK6.0.22

○ Microsoft SQL Server2005 Express 

3.2 결재관리 및 만족도 테이블 설계

결재를 진행할 사원들에 한 사내 인 사항 테이블

을 제작하고 각각의 게시 에 사용권을 부여하 다. 사

원, 과장, 장 등의 각각의 지 에 따라 기안지의 담당자

결재인, 과장결재인, 장결재인 필드를 배치하여 결재의 

유무를 화면에 확인하도록 이미지화하여 장한다[4.]

[Fig. 6] Designing approval management

개개인의 아이디로 속하여 결재 유무를 확인하도록 

결재조회리스트사의 기안서의 필드를 확인하여 미결사

항과 결재완료 정보로 결재입력정보를 확인한 후 결재하

도록 배치한다. 한 결재 리 시스템앱을 사용한 만족

도를 와 같은 필드로 할당한 후 만족도를 정보 수집에 

화룡하고 업데이트 사항에 반 한다[5][6][7].

○ 결재 리 앱 만족도 조사 설문 문항

 - 원활한 동작이 수행 되는가?

 - 업무처리가 만족할 만한 속도인가?

 - UI의 치가 편리한가? (배치)

 - UI의 디자인은 만족스러운가?

 - 개인정보처리에 한 불만은? (보안처리)

 - App 기능에 한 만족도는?

○ 설문의 만족도 구분

 - 매우만족(5 )

 - 만족(4 )

 - 보통(3 )

 - 불만(2 )

 - 매우불만(1 )

설문에 한 만족도는 와 같이 5개의 만족로 구분하

으며, 설문결과 화면은 설문의 만족도 결과가 백분율

(%)로 표기되므로 SQL 서버를 통해 바로 집계결과를 설

문과 동시에 즉시 확인할 수 있다.

4. 결재관리 구현

4.1 사원정보 관리

사원의 내부 결재 정보에 근하기 해 직  필드를 

배치하 으며, 로그인을 통해 직 별로 본인의 처리할 업

무를 확인 할 수 있게 로그인화면과 계정정보등록화면 그

에 따른 사용 가능한 메인화면을 아래와 같이 구 하 다.

[Fig. 7] Login authority and allowed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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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재관리

결재 권한을 소유한 아이디로 속하 을 경우 [결재

서류]메뉴를 통해 해당 결재리스트를 확인하고 결재목록

에서 해당 코드의 [상세조회]버튼을 르면 작성된 기

안지로 이동되며 [수정]버튼으로 결재처리를 한다.

[Fig. 8] Approval list and approval process

3.3 업무협력 정보

모바일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  개선

사항은 게시 을 배치하여 해당정보를 달하고 발

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배치하 다. 업무에 한 처

리 력이 필요할 경우도 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8].

[Fig. 9] Notification and collection of matters for 
improvement

3.4 재직증명서식 발급

장에서 재직증명서등 각종 직원의 신분확인이 필

요한 경우 모바일로 서식을 제공한다. 본 결재 리 시스

템 앱에 한 사용법 한 메뉴로 배치하여 편이성을 

높 다.

[Fig. 10] Notification and collection of matters 
for improvement

4. 결재관리 앱의 평가

4.1 결재관리 앱 사용 만족도 설문

결재 리 앱에 한 30명의 A회사 직원  일반인의 

사용 만족도를 아래와 같이 동작, 속도, UI배치, UI디자

인, 정보보안, 기능에 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

우불만으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하여 업그 이드 앱을 신

속히 제작하는데 사용한다. 설문된 정보는 원격지 SQL

서버로 바로 집계된다. 집계된 결과는 문항별로 가지 만

족도 백분율로 화면에 표기된다.

[Fig. 11] Investigation of satisfaction in use

4.2 만족도 결과

결재 리 시스템 앱의 동작 만족도는 89.7%이 만족이

상의 사용편이 결과는 경험했다고 설문하 으며, 개선사

항으로 설문당시 메뉴를 다양화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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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satisfaction in operation

[Fig. 13] (b) Result of investigation of  
          satisfaction in speed

[Fig. 14] (c) Result of investigation of 
          satisfaction in UI arrangement

[Fig. 15] (d) Result of investigation of 
          satisfaction in UI design

[Fig. 16] (e) Result of investigation of 
          satisfaction in information security

[Fig. 17] (f) Result of investigation of 
          satisfaction in functions

속도의 경우 만족 이상의 설문결과를 경험한 사용자

는 86.6%, UI배치는 89.9%, UI 디자인은 86.6%, 정보보안

은 90.2%, 기능은 89.6% 가 만족도 이상의 경험치를 경

험했다고 느 다. 기타 의견으로 PUSH 메시지로 각각의 

결재정보를 실시간 알림으로 제공해 달라는 의견과 디자

인의 색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다음 버 에서

는 해당 부분을 반 하기로 답변하 다.

5. 결론

모바일 오피스환경으로 회사의 업무처리의 형태가 변

경되면서 결재 리 앱의 사용되는 가운데, 본 구축 앱은 

결재를 원격지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직원과

의 업무 조  의견을 상호 교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

분에 한 설문을 조사하고자 본 앱을 연구하 다.

설문조사결과는 업그 이드 버 을 제작할 때 반 되

도록 하여 모바일 오피스환경을 최 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 앱을 통해 사내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업

무개선사항이 지속 으로 결재 리 시스템 앱에 추가되

어 장기 으로 모바일 오피스 환경이 효율 으로 개선되

리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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