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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 정보 시스템에서의 근태  식수 리와 같은 인  자원 련 업무는 개인의 업무 성과 리

를 한 요한 기  자료로써 이에 한 요성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분산되어 운 됨에 따라 자료의 일 성 확립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획득하기 

어렵다. 한 이로 인한 추가 인 복  업무 부담이나 불필요한 인력을 소모하게 됨에 따라, 기업에

서는 효율 이고 효과 인 인  자원 리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코드 기술의 체물로 

각 받고 있는 RFID 기술을 용하여 기업 인력을 효율 이고 효과 으로 리하기 한 "ERP와 연

계를 통한 RFID 기반의 인  자원 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한다. RFID 기술이 가지고 있는 비

성, 편리함, 자체 데이터 장 능력을 활용하여 제안된 시스템을 실제 소기업에 용함으로써, 효
율 으로 인  자원을 리할 수 있었다. 한 기존의 시스템과 제안된 시스템의 비교  평가를 통해 

제안된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인다.

1. 서론

   오늘날의 부분의 기업에서는 사  자원 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1][2], 공 망 리

(Supply Chain Management, SCM)[3][4], 그룹웨어

(Groupware) 등의 기업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 내

의 자원이나 인력을 리하고 있다. 특히 근태  식수 

리와 같은 인  자원 리 업무는 개인의 업무 성과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한 가장 기 인 자료임과 동시

에 이의 요성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

로 다른 시스템의 도입 시기의 차이, 시스템 통합의 어려

움으로 인하여 자료의 일 성 확립, 신뢰성 있는 자료의 

획득, 복 인 업무 부담 요구 등과 같은 문제 이 발생

하여 인  자원 리를 효율 으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업 정보 시스템과 

인  자원 련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의 인  자원 리 시스

템을 제안하고 구 한다. 본 논문에서 보이는 시스템은 

RFID 기술의 특징인 신속성[5], 비 성, 편리함, 자체 

데이터 장 능력[6][7]을 활용하여 인  자원 련 데

이터를 ERP 시스템과 연계하는 를 보이며 이를 통해 

기업에서 인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음을 보

인다.

2. 인  자원 리 시스템의 구성

2.1 하드웨어 구성

   제안하는 인  자원 리 시스템은 (그림 1)와 같이 크

게 근태  식수용 RFID 리더기, 데이터 수집 미들웨어, 

RFID 데이터베이스, ERP 데이터베이스, 인  자원 리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보이는 RFID 리더기

는 용되는 회사의 경우 사업장이 2개로 나 어져 있기 

때문에 시리얼 장비가 아닌 TCP/IP 네트워크 기반의 

13.56Hhz RFID 리더기인 MP7300F을 사용한다.

(그림 1) 제안된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RFID 리더기가 읽어 들인 사원카드 정보는 기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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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ERP 시스템[8][9]에서 입력된 사원정보와 연계하

여 각 사원의 기  출퇴근 시간 , 편성된 근무조(교  근

무자에 한함), 특이사항(휴가, 조퇴 등)에 따라 올바른 출

근  퇴근 시간 를 단한 후, 읽어 들인 개인별 근태 

황을 미들웨어에서 수집하여 RFID 데이터베이스로 

송한다. 인  자원 리 시스템에서는 이 게 수집된 데이

터를 ERP 데이터와 연계하여 개인별 근태  식수 황

을 인사담당자에게 보여 다.

2.2 소 트웨어 구성

   본 논문에서 보이는 시스템은 마이크로소 트 비주얼 

스튜디오 닷넷 2008 개발도구를 사용하여 C# 언어로 개발

하 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는 기존 시스템과 호환을 

해 마이크로소 트 SQL 2000 서버를 사용하 다.

   (그림 2)는 인  자원 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로

그램을 실행한 모습이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ERP 시스템에서 설정된 정보와 수집된 근태 데이터를 바

탕으로 인사담당자가 체 사원에 한 근태 황을 쉽게 

악할 수 있다. 편성된 교  근무조에 따라서 회사 내부

에서 사용되는 정책을 반 하여 각 사원에 한 출/퇴근 

시간 , 과 근무 시간(연장근무, 심야근무, 휴일근무, 휴

일연장근무, 야간근무)을 단하여 근태 황을 인사담당

자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 다. 인사담당자는 근태 황을 

확인 후 “ERP 반 ”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개인별 근태  

황, 과 근무 수당 황이 ERP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으로 자동 으로 변환되고 반 된다.

(그림 2) 인  자원 리 로그램 모습 (근태 황)

   식수 황의 경우도 근태 황과 동일하게 리더기 장

비로부터 수집된 식수 황 자료와 ERP 시스템에서 설정

된 정보(사원정보, 근무조 편성정보)를 근거로 하여 인  

자원 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된다. 각 사원에 

한 편성된 근무조와 인  자원 리 시스템에 설정된 

식사 시간(조식, 식, 석식), 각 사원별 식 , 식  여 

공제 여부에 따라 각 사원의 식수를 자동으로 산출하여 

ERP에 입력된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는 여

를 기 으로 공제되는 월별 식  황만 악이 가능했으

나,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각 사원별 세부 식수 황까지도 

한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집계된 근태  식수 황에 

한 검증 단계만 수행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업무를 임으

로써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한 인사담

당자가 서로 독립된 시스템의 운 으로 인하여 데이터 변

환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의 신

뢰성,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최종 으로 인사담당자는 

ERP에서 입력된 근태  식수 정보를 제외한 다른 기타 

수당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각 사원별 여를 계산할 수 

있다.

3.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

   기존 시스템(그림 3)에서는 총 9개의 복잡한 로세스

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가 부분의 근

태  식수 데이터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입력함에 따라 

시간 비 업무 효율성이 매우 낮다. 한 통합된 시스템

이 아닌 서로 다른 시스템( : ERP, 그룹웨어 등)에서 인

 자원 리가 독립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이터를 

각각의 시스템에 맞는 형태로 변환해야할 뿐만 아니라, 변

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용자의 입력 오류로 인해 변환된 

데이터에 한 일 성, 신뢰성, 정확성이 결여된다.

(그림 3) 기존 시스템의 업무 로세스

   하지만, (그림 4)의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수집

부터 최종 여 반 까지의 체 과정을 <표 1>과 같이 

간소화시켜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다. 특히, 근태  식수 집계 단

계와 근태 황 계산 부분에서 각 사원별 과 근무 수당

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는데 이 단계를 자동화함으로 인해 인사 담당자

의 입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근태 황과 식

수 황을 따로 추출하여 인사 담당자가 그룹웨어에 합

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입력을 하던 단계를 제안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RFID 시스템의 원시 데이터가 

ERP 시스템에 반 되기까지의 체 과정을 일원화하고 

수동 인 부분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에 의한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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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뿐만 아니라, 개인별 근태  식수, 연장근로나 심야

근로 등의 과 근무 수당 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인  자원 리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  자원을 리할 수 있었다.

(그림 4) 제안된 시스템의 업무 로세스 변화

업무 로세스명
기존

시스템

제안된

시스템

RFID 기 자료 수집 × ○

원시 데이터 변환 × ○

근태  식수 집계 × ○

그룹웨어 일 생성/그룹웨어 연동 × ○

이상 근태 황 확인 × ×

ERP

시스템

연동

근태 황 계산 × ○

각 종 수당 등록 × △

최종 황 출력 ○ ○

여 계산 ○ ○

<표 1> 기존 시스템과의 업무 로세스 비교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ERP 시스템과 연계하여 RFID 기반 인

 자원 리 시스템을 제안하여 실제 기업에 용하 다. 

기존의 기업 정보 시스템과 RFID 기술(비 성, 편리함, 

자체 데이터 장 능력)을 연계함으로써 업무 시간의 단

축으로 인해 신속하게 근태  식수 데이터를 얻을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서로 다른 독립된 시스템간의 데이터 변

환  이동을 자동화함으로써 인사 담당자에 의한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산출

이 가능함과 동시에 기업에서는 효율 으로 인  자원을 

리할 수 있다.

   앞으로 개인 업무 실  리와 같은 더욱 체계 이고 

세부 으로 인  자원을 리하기 해서는 공정  생산 

리와 연계하여 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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