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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의 비즈니스가 고객 중심의 현장으로 이동되고 근무의 장소가 특정한 시기와 장소가 아닌 언제, 어디서
나 이루어지는 근무환경으로 바뀌면서 모바일 앱을 이용한 근무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PS를 이용한 모바일 앱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외의 장소(출장지, 연수기관, 외
부회의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GPS의 위치정보(WiFi, 3G, LTE, 4G 활용)를 입력 받아 바로 ERP시스템으로 전송한 후 
회사의 정보가 DB에 삽입되는 방식으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모바일 앱의 설
계 및 구현을 하고자 한다. 또한, 설계 및 구현된 시스템을 기업에 실제 적용하여 이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생산성 및 기대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주제어 : 모바일, 앱, 근무관리, GPS, 전사적자원관리, 근무관리시스템

Abstract  Companies recently tend to move their business sites to a customer-centered location and the work 
place is changed from specific time and place to a working environment of anytime and anywhere the job can 
be done. Therefor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business-work management system using mobile 
applications has been actively researched. In this study, the business-work management system, a mobile 
application using GPS, is immediately transmitted to ERP system and is stored into a company's formula DB, at 
such sites outside the company as business trip destinations, training institutions, and outside meetings, through 
smartphone-based GPS location information using WiFi, 3G, LTE, or 4G. In this way, it is aimed to design and 
develop the mobile application system to obtain rapid authorization in connection with electro
nic document approval system. Also,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system's productivity and expected effects 
through the users' survey results by actual application of the designed and developed system to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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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부분의 기업이 근무 리시스템은 사내에서 

Chip이 내장된 IC카드를 사원들이 소지하여 Sensor에 인

식 시킴으로써 복귀 시   장소에 한 정보를 ERP시

스템으로 송하고 있으나, 출장지, 연수기  등 사외의 

장소에서는 해당 치를 몇시에 다녀왔는지 등에 해 

오차가 발생된다. 한, 보고의 방식은 별도의 웹시스템

에 속하거나, 서식으로 작성하여 자결재  오 라

인 결재를 올리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설계  개발하고자 하는 GPS를 이

용한 특화된 모바일 앱 근무 리시스템(WMS)에서는 사

외의 장소(출장지, 연수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GPS

의 치정보를 무선인터넷(WIFI, 3G, LTE 활용)을 통해 

달하여 바로 ERP시스템으로 장한 후 DB정보로 활

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입력된 치정보가 자결재시

스템과 연계되므로 신속하게 결재가 이루어진다. 한, 

외부에서 결재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외의 정보사항

(회의록, 사진, 동 상, 녹취정보)를 App페이지로 구성하

여 사외의 장소에서 유휴시간(이동 등)에 입력하도록 개

발한다. 언제, 어디서나 회사의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사

외의 문서정보  결재 정보를 열람한다. 한, 개발기간

에 구매하는 안드로이드폰(WIFI 용)과 아이폰(WIFI

용) 상에서 완성된 시스템의 App이 ERP와 원활하게 정

상 동작되는지 테스트한다.

따라서, 각각의 장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 출장지의 

보고서(비용에 한 정보), 회의록, 사진, 동 상 등이 등

록되어 자결재는 물론 비용, 투입인력 등의 기간별 통

계(차트, 계정보)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2].

2. 관련동향과 제작의도

2.1 모바일 앱 근무관리시스템 관련 동향

기업에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할 때 회사 직원들만 쓸 

수 있는 ‘사내 앱스토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앱스토어의 형태는 구  이스토어나 애  앱스토어 

등과 비슷하지만 해당 회사 임직원만 보안인증을 거친 

뒤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업무용으로 구축한 만큼 앱

스토어에 등록되는 앱은 메신 , 일정 리 등이 회사 업

무와 련된 것이 부분이다[8]. 

한 모바일 오피스에 근무 리와 업무처리에 련된 

Business 앱이 iTunes와 구  이 등 오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나, 단순한 일정 리와 메모의 기능을 

다루고 있으며 회사 서식의 필드들이 추가되어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내의 기업에 행정서식의 필

드를 체계화하여 모바일로 효율 으로 리하고 기업 활

동에 도움을 주고자 본 앱을 연구하고자 한다.

[Fig. 1] Mobile Office Apps of iTunes

[그림 1] iTunes의 Mobile Office App은 iTunes에 등

록된 Mobile Office App(Business Work)이며 나열된 앱

들은 업무 일정 리와 메모 주의 기능으로 구성되었으

며, 메지시를 송하는 메뉴만 간단하게 연동되어 련

자에게 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Fig. 2] Mobile Office Apps of Google Play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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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구  이스토어의 Mobile Office APP은 

구  이 스토어에서 공 되고 있는 앱들로써 iTunes

와 마찬가지로 Mobile Office App(Business Work)의 업

무일지기록  근무시간 리, 야근기록 등의 스  

주의 기능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색된 일부 앱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구성되어 있다[3],[4],[5].

모바일 앱 근무 리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최

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에 한 새로운 사

고와 근무 방법을 재정립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와 직원

들의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2.2 모바일 앱 근무관리시스템 제작의도

GPS를 이용한 모바일 WMS 개발에서는 사외의 장소

(출장지, 연수기 , 외부회의 등)의 스마트폰으로 GPS의 

치정보(WiFi, 3G, LTE, 4G 활용)를 입력 받아 바로 

ERP시스템으로 송하여 회사의 정보가 DB에 삽입되는 

방식으로 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제작함으로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체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손쉽게 어디서나 업무

가 처리되므로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된다.

[Fig. 3] Work Management System

[그림 3] 모바일 앱 근무 리시스템은 모바일 앱 근무

리시스템의 사용 기술 범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외부에서 결재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외의 정

보사항(회의록, 사진, 동 상, 녹취정보)를 App페이

지로 구성하여 사외의 장소에서 회의시간은 물론, 

유휴시간(이동 등)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 다.

◎ 각각의 장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 출장지의 보고

서(비용에 한 정보), 회의록, 사진, 동 상 등이 

등록되어 자결재는 물론 각종 기간별 통계(차트, 

계정보)의 기 자료로 활용한다.

◎ 안드로이드폰용과 아이폰용으로 App을 완성한다

[6],[7]. 

3. WMS 앱의 설계 및 구현

3.1 제작환경

본 연구를 통한 모바일 앱 근무 리시스템은 Android

와 iOS 버 으로 제작하고자하며,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각각의 Android Phone과 iPhone에

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록 작성도 장에

서 작성 후 서버로 송하고자하며, 각종 휴가원과 출장

비 련 비용도 서버로 바로 송되도록 하여 출장  유

휴시간  지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사용된 

SQL Server는 Microsoft의 Server 2005 Express를 사용

하고자하며, JDK와 .Net을 활용한다.

- Smartphone : Galaxy S, iPad

- App Platform : Android, iOS

- .NET Framwork2.0 

- JDK6.0.22

- Microsoft SQL Server2005 Express 

- Microsoft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Express

- 3G, LTE, WiFi

3.2 시스템 모듈

시스템 구성은 견업체 DB Server에 속할 수 있도

록 Testbed를 마련하고 스마트폰에서 원격지 DB 

Server(3G, LTE, WiFi 속)에 정보등록  출근처리와 

승인처리를 진행하도록 배치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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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dules of WMS Sytem

1) GPS 관리 모듈

 - 장(출장, 연수, 회의) 방문 스  리

 ․Map을 통해 스  동선 표시 지원, 장 방문 신

청서 GPS좌표에 도착지의 좌표를 매칭

 ․사  약된 스  조회, 당일 업무 동선 확인

 - 방문 실 정보 송

 ․방문 장소 정지와 도착지에 한 매핑 처리 후 

실  데이터 송

 ․차기 동선 소요시간 계산 후 SMS로 송(수신자 

: 차기 방문 정자)

2) 현장 정보 처리 모듈

 ․ 장의 회의, 출장, 연수 건에 한 보고서 DB를 

필드별로 입력

 ․일당, 식 , 교통비, 숙박비 필드를 입력하고 월별, 

년도별 통계자료를 조회 처리

3) 로그인 모듈

 ․ 근 권한이 허용된 사용자가 장에서 DB를 추

가하도록 로그인  조회

4) 전자결재관리모듈

 ․결재권자의 근 허용에 따라 자서명 처리

5) 휴가관리 모듈

 ․정기, 보건, 월차, 연차, 외출, 조퇴의 경우 일반데

스크 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나, WMS에 

속하여 해당 항목별 잔여일수를 확인 후 신청서 

DB작성, 연차휴가의 경우 여 리의 재무DB와 

연동

6) 출장관리 모듈(국내․국외)

 ․사  신청서상에 출장지 입력 후 GPS 리 모듈을 

호출하여 방문완료 결과를 매칭, 장 정보 처리 

모듈을 호출하여 회의록, 녹취, 사진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자결재,  교통비, 일당, 숙박, 식  등의 

비용처리는 월별, 년도별 통계자료 조회  결재 

가능

7) 연수관리 모듈(국내․국외)

 ․사  신청서상에 연수지 입력 후 GPS 리 모듈을 

호출하여 방문완료 결과를 매칭, 장 정보 처리 

모듈을 호출하여 교육내용, 녹취, 사진 등의 정보

를 입력 후 자결재, 차기 연수과정 개설을 한 

연수결과 여론조사

8) 인사관리 모듈

 ․각종 외부 휴가 리모듈, 출장 리모듈, 연수 리

모듈에 한 수행 실  평 을 인사고과에 반 하

기 한 처리

9) 재무관리 모듈

 ․연차휴가 잔여일수, 연차보상  계상, 출장, 연수, 

외부회의 등의 근무활동 에 발생한 비용을 월별, 

년도별로 하여 차트형태로 결재  열람 처리

3.3 모바일 현장 정보 처리

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근무자는 모바일 업무를 처

리하기 해 회의록 작성화면을 속하여 GPS 기능을 이

용한 재 치정보와 함께 장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

의내용, 사진, 녹취정보와 함께 회사의 ERP 시스템으로 

송하면 회사의 해당정보를 회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재의 회의시간과 함께 장의 정보가 기록되므로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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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nagement of Mobile Minutes

장에서 사용된 출장비  회의비에 한 비용은 비

용 입력필드에 입력하여 월별, 연도별로 통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메뉴를 배치하 으며, 차기년도의 산을 반

할 때 사용된다.

[Fig. 6] Management of Minutes & Expenses

[그림 6]은 본 앱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처리되는 출장, 

회의, 휴가처리를 앱으로 결재 받고 비용에 한 필드도 

기록함으로써 외부근무 후 본사에서의 업무 시간을 약

할 수 있으며 일정에 한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편리하다.

4. WMS 앱의 평가

본 연구에서 설계  구 된 WMS 앱을 기업체 5곳에 

80명의 근무자에게 아래와 같이 WMS 생산성  기  

효과에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따라서 휴가, 외

부회의, 출장 등에 한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결과 

제공된 처리속도와 정보제공 효율에 해 무응답자 6명

을 제외한 체의 18.9%가 매우만족, 56.8%가 만족, 

16.2%가 보통, 5.4%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응

답자의 91.9%가 보통이상의 근무개선 효과가 있다고 응

답하 다[6],[7],[9].

<Table 1> WMS Information processing speed 
and efficiency assessment

Satisfaction Participants Rate

Highly Satisfied 14 18.9%

Somewhat Satisfied 42 56.8%

Just OK 12 16.2%

Somewhat Dissatisfied 4 5.4%

Very Dissatisfied 2 2.7%

WMS 앱의 UI 만족도는 기업의 업무처리가 스마트폰으

로 리되어 모바일오피스가 생활화 되면 편리하지만, 

화면이 컸으면 한다는 태블릿 PC의 요구사항이 늘어 기

업의 사업비가 추가 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 다. 

한 업무의 결재 범 를 더욱 다양하게 기안지  제안

서 등으로 확장하여 개발해 달라는 의견으로 메뉴가 다

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18.9%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81.0%의 사용자는 UI 만족도에 해 보통이상라고 응답

하 다. 기타의견으로는 상호 칭찬을 해주거나 개인의 

소사를 교류하는 기능을 카톡 처럼 추가해 달라는 의

견도 있었다. 설문 상자  보통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상세히 보통의 경우는 사용만하다의 의견이었으

며, 보완 부분은 정상 상용 로그램을 작성하여 달라는 

의견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정식 버 으로 제공하여 메

뉴를 다양화해서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었다.

<Table 2> Level of Satisfaction of WMS UI

Satisfaction Participants Rate

Highly Satisfied 8 10.8%

Somewhat Satisfied 28 37.8%

Just OK 24 32.4%

Somewhat Dissatisfied 8 10.8%

Very Dissatisfied 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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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12년 KT경제경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오피

스시장은 약 4조 5천억원이며, 2013년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망하고 있다[10]. 따라서 본 App을 상용화한다

면 기업 수익을 창출하는 데 일조하리라 본다. 국외에서

는 안드로이드 마켓  iTunes에 ERP시스템이 스마트폰 

자결재App으로 상용화 되어 있으나, 단순한 일정 리 

 메모기록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에 특화하

여 활용하기 해 GPS를 활용한 장 정보입력을 추가

하여 출장, 연수, 휴가처리 등에 활용하도록 본 앱을 제작

하 고, 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결재가 이

루어지도록 제작함으로서 기업체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 하 다. 본 연구는 한, 맞춤형 제작App 주문을 받아 

DB정보를 로그램화하여 상용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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