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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및 스마트 기반의 모바일 업무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정보화 수준이 미비한 국내 사회복지 기관의 현실을 감안하

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관리가 가능한 모바일용 그룹웨어 개발은 꼭 필요하다. 현재 국내 복지기관의 특성상 소규모 인력형태에

서 업무관리를 위한 그룹웨어가 꼭 필요하지만 높은 단가와 도입에 대한 기회비용의 과다, 복지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솔루션 

구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업무관리가 가능한 

그룹웨어를 개발하여 제안한다.

키워드: 스마트 폰(Smart Phone), 사회복지(Social Service), 그룹웨어(Groupware)

I. 서 론

스마트 폰 등의 IT 기술이 첨단화됨에 따라 현대사회의 정보화

는 복지현장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를 구입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복지 현장의 실상황은 복지인들의 정보화는 제쳐두고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등의 기관조차 정보화로부터 많은 

부분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1]. 따라서 복지관의 업무를 진행

함에 있어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는 예보다 기존의 종이를 이용하

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서별, 분야별 업무의 중복 

및 원활한 협조 및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1
년 복지기관의 정보화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진행하였으나 기

존의 업무관리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여 복지기관의 업무적 특징

을 반영하지 못하여 복지관 종사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경험

을 최대한 이용하여 복지기관에 적합한 스마트 폰 기반 모바인 그

룹웨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관련연구

사이버 복지표준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한 지역복지 지원 사업으

로 복지관련  기관, 자원봉사센터, 재활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 

내 봉사활동단체,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통합하여 지역 내 불우이

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이다. 1999년 3월 지역정보화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01년 대구 북구청을 시범으로 사이

버복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1년 지역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 확산을 위한 사이버 복지표준시스템으로 구축하여 

2002년 4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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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4. 사이버복지표준 시스템

Fig. 1. Cyber Std. Welfare System

시․군․구용 포탈시스템은 구, 동(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복지관련 기관, 민간봉사단체 등으로 분산된 복지정보 및 자원의 

통합화를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후원/봉사 실적관리로 보다 투

명한 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지원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생활밀착형 지역복지 증진 방안을 구축하도록 한다. 시․도용 포탈

시스템은 각 시․군․구 복지기관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지원정보 

및 자원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2, 3].

III. 설계 및 구현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현 및 실험 환경을 보

여주고 있다.

Main Sys. 세부 항목 환경

Server

OS MS Win 2003

Web MS IIS 6.0 이상

DB MSSQL 2000

Mail Merak

Client
OS

Win 98이상

안드로이드 4.0

iOS 6.1 이상

Browser IE 6.0이상

표 1. 구현 및 실험 환경

Table 1. Environment of System Implement

제안 시스템의 구현 및 구동 환경은 Server와 Client의 두 부분

으로 나눠져 있다. Server는 IT 전문가가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관리가 상대적

으로 용이한 MS사의 Windows 계열의 Server OS를 선택하였다. 
Client 부분은 PC에서 구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에 

따라 안드로이드 계열과 iOS 계열을 구분하여 시스템을 설치하여

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모바일 기반의 복지기관 업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은 복지기관 맞춤형 업무관리, 기관메일 제공, 전

자결제 솔루션 제공, 업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전자문서관리, 업
무보고, 작업관리, 일정관리 등의 통합된 형태의 사회복지 기관 전

용 모바일과 인터넷이 통합된 형태의 솔루션으로 개발하였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85. 업무 흐름도

Fig. 2. Work Flow Diagram

그림 2에서 유관기관 협업공간은 유관기관 및 같은 재단내 복지

기관의  업무 자료를 본사에서 실시간 조회/교류할 수 있으며, 각 

조직 고유의 업무 자료를 유통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

그림 586. 기본 메뉴 및 모듈 구성

Fig. 3. Basic Menus & Module Components

그림 3은 제안 시스템의 기본적 메뉴와 모듈을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내부접속 사용자와 외부접속 

사용자로 이원화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관별 맞춤형 

화면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화면의 메뉴를 콤퍼넌트 형식으로 구성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시스템

의 주요 접근경로라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는 크게 3부분으로 나

눌 수 있는데, 기관내 부서별 포털을 나타내는 프로젝트 포털과 부

서와 부서간 업무 협조 등을 위한 협업 포털, 마지막으로 외부접속 

사용자를 위한 유관기관 포털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 시스템은 HR(Human Resource), ERP, 메신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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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87. 웹 시스템 구현 예

Fig. 4. Web-based System Example

그림 4는 PC를 주로 이용하는 Web-based 시스템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와 연동되는 것을 중심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Web-based 
시스템 또한 최대한 모바일 기기의 화면과 유사하도록 구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림 588. 로긴 및 보고&결재, 코드 관리 화면의 예

Fig. 5. Example of Login, Code & approval

그림 5는 제안 시스템의 로긴 및 코드 관리, 보고&결재 관리 

화면의 예로 문서의 작성 및 결재 진행 문서함, 미결 문서함, 결재 

양식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기관업무, 커뮤니티, 
MY메일함, 환경설정, 코드관리, 사용자 관리, 게시판 및 기타 관

리 등의 메인 메뉴들이 있다.

그림 589. 모바일 시스템 구현 예

Fig. 6. Mobile System Example

그림 6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폰용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의 첫 번째 화면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관안내를 보여주는 화면이며, 두 번째는 

로긴 후 메인 메뉴인 업무관리를 선택한 화면이다. 마지막 화면은 

메인 메뉴의 화면을 예로 보여주고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사회복지 기관용으로 특화된 모바인 전자결재 및 업

무관리시스템의 프로토콜 시스템을 구현하고 테스트 자료를 이용

하여 적용하여 보았다. 그 결과 시스템의 구축 시 사회복지 기관의 

업무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였다. 또한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의 특성상 타 기관이나 기업과는 사뭇 다른 업무상 특징을 

시스템에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제안한 시스템을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관에 적용하여 시험 운

영을 하였으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불필요한 모듈이나 메뉴를 삭제하여 사회복지 기관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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