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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의 ERP (Enterprise Resource Management) 
시스템은 대부분의 대기업 생산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 개발, 발전됨으로 인해 ERP 시스템의 업무가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ERP시스템을 중소기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나 인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의 특징인 비접촉성, 편리함, 
데이터 저장 능력을 활용하여, 생산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ERP와의 연계를 통한 RFID 기반 
기업정보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복잡한 프로세스를 RFID 시스템을 
활용하여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키워드: 

RFID, ERP, Warehouse Management 

서론 

오늘날의 ERP시스템은 생산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ERP시스템은 대량 
물류 관리를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용, 개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중소기업에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ERP시스템은 중소기업에서 사용하기에 
불필요한 기능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다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의 ERP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FID 시스템은 하나하나 상품을 읽혀 주어야 하는 
바코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신기술이다. 무선으로 복수의 상품을 체크할 수 
있으며 각 RFID 태그마다 일정 정도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지능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RFID 시스템의 
사용으로 ERP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RFID 시스템이 단시간에 많은 태그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입출고 
프로세스 실행함에 있어 사람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RFID의 장점을 살려 입출고 업무량을 줄이고 ERP 
시스템의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야기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RFID 
시스템을 통해 사내 인력의 과잉업무를 줄임과 
동시에 기존 프로세스의 전산화를 통해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RFID 시스템의 특징인 비접촉성, 
편리함, 데이터 저장 능력[2]을 살려 생산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ERP 시스템과 연계한 
RFID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대기업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복잡한 프로세스를 RFID 시스템을 
활용하여 삭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보장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RFID 기술과 ERP 시스템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3장에서는 RFID 
시스템과 ERP 시스템의 개괄적인 리뷰를 제공하며 
4장에서는 ERP 시스템에 기반한 RFID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소개한다. 5장에서는 본 시스템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배경지식 

RFID 시스템 

과거에는 입·출고 관리나 SCM (Supply Chain 
Management)을 위해 기업들은 바코드 기반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바코드 
시스템의 무선 다량 인식이 되지 않는 한계로 
인하여 그 효율은 크게 떨어져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RFID의 



사용이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RFID가 
확산된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태그가 기존의 
바코드와 달리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RFID 태그는 상품이나 주문번호와 같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들이 EPC 
(Electronic Product Code)의 형태로 태그에 저장된다 
[3]. 그리고 RFID 리더 (Reader)는 단시간에 많은 
양의 태그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RFID를 사용하면 
바코드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읽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간 소비 문제와 데이터 읽기 오류 등의 
비효율성을 해결 가능하다 [4]. 또한 바코드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식별의 정확성 감소, 읽기 수행 
능력 감소 현상 등의 문제를 태그는 해결할 수 있다 
[5][6]. 

RFID 시스템의 주요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7][8][9]. 

• RFID 태그: 태그는 수동형 태그와 능동형 
태그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동형 태그는 RFID 
리더에게 전파신호를 받아야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능동형 RFID 태그는 태그 안에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 스스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 RFID 리더: RFID 리더는 리더 본체와 여러 
개의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RFID 리더는 
각 태그의 정보를 읽어 들이고, RF (Radio 
Frequency) 통신을 통해 각 태그에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태그의 데이터 
크기 제한으로 인해, 태그에 직접 쓸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 응용 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는 RFID 리더나 기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RFID 시스템을 제어하고 효율적으로 
태그가 부착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ERP 

ERP는 회사내의 자원이 어떻게 수집되고, 임의의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까지 변화되는지를 계획하고, 
제조업 환경에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통합하는 
일련의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10]. ERP는 회사 
자원관리뿐만 아니라, 자산 및 인사관리도 가능하며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ERP의 필요성은 늘어난다. 
ERP가 없는 기업의 입·출고 관리는 창고 관리 
시스템에서의 원자재 위치나 창고내의 완제품들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입력하거나 사내장부에 기입을 
한다 [11].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ERP 시스템은 주로 선반 기반 상품 입·출고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구성되며, 다양한 
공정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진다 [12]. ERP 시스템은 상품의 각각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을 계획하고, 각 상품에 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장점을 얻기 위해서, 
사용자는 각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시스템에 
하나하나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ERP시스템과 RFID 시스템을 연계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RFID 시스템을 이용하면 태그를 부착한 각 상품에 
대한 위치 및 수량을 손쉽게 관리 할 수 있다. 또한, 
RFID는 비접촉성,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 재고관리를 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이 없이 RFID 시스템 
혼자서는 회계 관리, 인사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에서는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출고 관리를 시도한 몇 개의 예가 
있었는데,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RFID 시스템과 타 시스템의 연계 사례 
저 자 제 목 WMS ERP

F. Liu 
and 
Z. Miao [2] 

Production control in the sanitary 
ware manufacturing industry 
using RFID technology  

○ 

D. McFarlane 
and Y.SHeffi  
[13] 

The impact of automatic 
identification on supply chain 
operations 

△ 
 

Mikko 
Karkkainen  
[14] 

Increasing efficiency in the 
supply chain for short shelf-life 
goods using RFID tagging 

△ 
 

B. Yan, Y. Chen, 
X. Meng [15] 

RFID Technology Applied in 
Warehouse Management System ○ 

 

Hui Tan [16] 

The Application of RFID 
Technology in the Warehous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표 1에서 제시된 세 개의 사례 중 F. Liu의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ERP 시스템과 연계를 시도하지 
못했으며, F. Liu의 사례에서 ERP를 연계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기존 ERP 시스템의 문제점인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RFID를 이용하여 
간소화시키지는 못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RFID와 ERP를 연계시킨 입출고 관리는 RFID 
본연의 특징인 무선 다량 사물 인식을 입출고 
관리에 적용시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였으며 
원자재 및 부자재의 소모 및 생산실적 등록 등의 
복잡한 ERP 프로세스를 단축시킴으로써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1 - 제안한 시스템 

 
RFID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는 그림 1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FID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모듈 집합, 태그 프린터, RFID 리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에서 
ERP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상품 코드와 RFID 
데이터베이스 모듈과 연결된 RFID 데이터베이스의 
태그 코드와의 동기화와 태그 관리를 위해 “RFID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각 모듈은 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제시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기업이 종이 롤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ERP 시스템에서 상품이나 
원자재가 킬로그램(KG), 롤(RL), 미터(M) 등과 같이 
셀 수 없는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RFID 데이터베이스에 각 상품의 단위 
정보와 상품의 양을 추가하였다. 이 둘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함으로써 태그 관리뿐 만 
아니라, ERP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ERP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다. 태그 프린터나 RFID 리더와 같은 모든 
장치들은 각각 각 모듈에 의존하고 시스템 내에서 
이를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 모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 각 모듈로 이 정보를 주고 받아, 
해당하는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 태그 모듈: 태그와 관련된 모든 기능 (태그 
발행, 재발행, 태그 폐기)을 RFID 리더에 
연결된 안테나 또는 태그 프린터를 통해서 
수행한다. 

• 카운터 모듈: 태그의 수량을 세는 방법이나 
각 리더로부터 읽어 들인 태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입고 (출고) 모듈: 상품이나 원자재, 부자재의 
입고 (출고)를 담당한다. 

• 재고 모듈: 자재부터 상품이 되기까지 전체 
과정에 속해 있는 모듈로서, 상품의 재고, 
상품의 상태, 자재의 잔량 등을 담당한다. 

•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하 DB) 모듈: ERP 
DB와 RFID DB로 구성되어 있다. RFID DB는 
태그 메모리 크기 제한으로 인해, 태그에 
직접 넣을 수 없는 태그의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ERP DB의 자재 및 상품 
정보와 동기화된다. 

• 리더 모듈: RFID 리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안테나로부터 읽어 들인 태그 코드 목록을 
응용 프로그램에 제공한다. 

 

구현 및 평가 

우리는 ERP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RFID 시스템과 연결된 전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고려되어야 할 사항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산홈”이라는 흐름 제조 산업 
(Flowing Manufacturing Industry)에 기반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한국전산홈은 명세서나 지출 내역서 
등과 같은 폼 기반 상품은 생산하는 회사이다. 흐름 
제조란 원자재가 재변형되거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새로운 상품이 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본 시스템은 태그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코드뿐 
아니라 RFID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품 및 자재 
정보들을 태그프린터를 사용하여 직접 태그에 
프린트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각 태그를 
식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한다. 

• 상품 코드 

• 상품 수주 번호 

• 각 상품을 순번 
 
태그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는 자동적으로 순번이 
매겨지며, 태그 크기가 96비트(12바이트)로 
제한됨으로 인해, 4 바이트의 16진수 코드 형식으로 
들어간다. 또한 RFID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각 
상품에 대한 새로 발급받은 태그 품목 코드와 ERP 
데이터베이스 상의 원래 품목 코드와의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매치 테이블을 만들었다. 
 

ERP 전체 업무 흐름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ERP에서 상품을 
입·출고하는 그림 2와 같다. 좌측의 그림은 
원자재와 부자재에 대한 것이고, 우측 그림은 
완제품에 대한 그림이다. 두 순서도의 차이는 



부자재 및 원자재와 달리 완제품의 경우, 
원자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체 제조 공정에 
대한 각 공정 및 자재 상태를 보여주어야 하므로 
공정이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보인다는 점이다. ERP 프로세스의 순서도에서, 
ERP의 입·출고 관리를 RFID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푸른색 상자 표시 부분). 즉, 직접 
ERP에 자료를 넣을 필요가 없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RFID 시스템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상품을 셀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상의 논리 자료와 
실 세계의 물리적 자료를 쉽고 빠르게 동기화 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담당자 및 관리자는 실시간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그림 2 - ERP 입출고 관리 시스템의 순서도 
 

ERP 시스템과 RFID 시스템의 연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은 RFID 시스템이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입·출고 관리에 
있어 ERP 프로세스의 복잡함을 해소할 수 있다. 

양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출고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RFID 시스템이 
각 상품의 위치나 상태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ERP에 입력하던 것을 자동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일련의 작업들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RFID 시스템은 사람이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상품의 변화 등의 수치적인 
자료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시스템 구현 

본 시스템은 객체지향 언어인 C#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C#은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재사용가능하며, WWW (World Wide Web)과의 손쉬운 
연결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언어이며 개발도구이다. 본 시스템은 UniERP에 있는 
ER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SQL 2000 기반의 RFID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였다. 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험실에 구비된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하였는데 사용한 장비들은 다음과 같다. 

• 태그 프린터: EasyCoder PM4i 

• RFID 고정형 리더: ER9501 

• RFID 이동형 리더: IP4 
 
위의 장비는 모두 “인터멕”의 제품이다. 인터멕의 
제품은 RFID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의 사례가 많아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  
본 시스템에서의 주요한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태그 프린터나 RFID 
리더를 통한 태그 관리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터치 
모니터나 이동형 RFID를 이용하여 입·출고하는 
관리 시스템이다. 
 
태그 관리 시스템 
그림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다음은 태그 관리 
시스템의 초기 화면 모습이다. 우리는 ERP 시스템과 
같이 자재를 완제품과 원자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사용자가 태그를 발행하려면 ER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품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발주 번호, 계획번호, 창고 코드, 날짜, 
품목코드 등의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가능하다. 나타나는 리스트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원자재를 선택한 후, 
태그 발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는 태그 
발행 준비를 위한 추가된 정보와 이전화면을 통해 
만들어진 더 간결한 리스트를 담은 화면을 볼 수 
있다. 태그를 발행하기에 앞서 태그와 품목간의 



단위 불일치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태그 발행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롤로 구성되어 
있는 1000kg의 원지를 발행한다고 하면 사용자는 셀 
수 없는 단위인 1000kg을 셀 수 있는 단위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태그는 사람이 셀 수 있는 단위이지만 
원지의 롤은 셀 수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각 태그에 
해당하는 kg을 넣어 주어야 한다. 즉, 이 
시스템에서의 태그 발행 정책은 어떻게 태그를 
발행할 것인지, 팔레트와 같은 상위 단위 태그를 
그룹화할 것인지, 각 품목에 대해 얼마나 많은 
태그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그림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태그 정책을 세우기 
위해 발행될 항목 행의 마지막 열을 클릭한다. 태그 
정책을 설정한 후, 사용자는 이전 화면에서 태그 
프린터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태그 발행 시작 버튼을, 
RFID 고정형 리더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태그 
발행(수동)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태그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림 4). 여기서 발행된 태그는 입·출고 관리 
시스템에 의해 입·출고 관리 및 창고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그림 3 - 태그 관리 시스템 
 
입출고 관리 시스템 
이 시스템에서는 발행된 태그를 사용하여, 입·출고 
관리 시스템이 상품의 입·출고와 각 창고를 관리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장치에 따라 터치 스크린, 
RFID 이동형 리더로 구성된다. 
터치 화면 파트의 초기화면은 그림 5과 같다. 이 
시스템은 종료버튼을 제외하여, 입고 및 출고의 
2가지 기능을 가진 3개의 버튼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입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출고 관리 
시스템 상단의 좌측 입고 버튼을 누르고, 해당 되는 
상품을 RFID 리더의 안테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림 6의 터치 화면에서, 좌측에서는 태그 
프린터를 통해 태그가 발행된 품목의 리스트를, 

우측에서는 각 품목을 클릭함으로써 각 상품에 대한 
세부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용자는 입고시킬 
상품을 선택한 후, 두 번째 버튼인 “입고” 버튼을 
누르면, 그림 7에서 보여지는 입고 중의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용자는 화면의 상단에서는 몇 개의 
상품이 입고되었는지, 하단에서는 안테나에 의해서 
읽어 들인 상품 중에 입고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며, 몇 개인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모든 태그가 다 읽어지면, 우리는 태그가 
부착된 상품을 입고시킬 수 있다. 반대로, 출고의 
경우도 입고 과정과 유사하다. 
 

 

그림 4 - 태그 발행 화면 
 

 

그림 5 - 터치 스크린의 초기화면 
 

 

그림 6 - 입고 등록 화면 
 



 

그림 7 - 입고 중 화면 
 
지금부터는 각 공정별 관리와 완제품이 아닌 
제품이나 자재에 대한 입·출고 관리를 위한 이동형 
RFID 리더의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화면은 
"로그아웃“ 버튼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능을 가진 4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 원자재 및 부자재의 입고 

• 창고 관리 

• 생산 실적 관리 
 
터치 화면의 시스템과 비교하면, 이 시스템은 주로 
기업 내에서 빈번한 이동성을 가진 원자재와 
부자재를 다룬다. 먼저, 사용자는 상품을 생산하기 
전에 이동형 RFID 리더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버튼을 이용하여, 각 창고로부터 원자재나 부자재를 
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 공정을 통해 상품이 
생산되면 사용자는 관리자가 ER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현황을 확인하고 수주량에 대한 각 
자재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작업장 별로 
이동형 리더를 통해 공정별로 생산실적을 등록한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사용법과 이에 대한 입·출고 관리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제부터는 기존의 ERP 시스템과 
ERP와 연계된 새로운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각 
단계별 효율성을 분석한다.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ERP 
시스템의 각 단계별 자동화된 부분을 나타냄으로써 
효율성을 확인한다. 이는 우리가 5.2장에서 언급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줄이는 효과를 보인다. ERP 
시스템에서 자재에 대해서는 4개의 프로세스가, 
완제품에 대해서는 8개의 프로세스가 있다. 이를 본 
논문에서 제시한 RFID를 이용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자재는 2개의 프로세스, 완제품은 
4개의 프로세스로 줄어들게 하였다. 이는 RFID 
시스템이 ERP 시스템에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했던 
부분을 대신하여 수행하기 때문이며 이 부분에서의 

이점을 통해 담당자는 ERP 시스템에 주기적인 
자료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어 업무량이 줄어들게 
되었고 관리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생산실적 
보고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본 시스템을 각 단계별 업무량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ERP 
시스템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작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 상품이나 자재가 주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입·출고 되어야 할 상품이나 자재의 양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 

• 작업자가 올바른 거래처로 상품을 
출고하는지의 여부 

 
위와 같은 업무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고 완벽하기 
작업자가 수행하는 데는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작업자들은 
업무량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업무량과 업무 
시간이 줄어들게 된 것은 RFID 시스템의 기본적 
특징을 이양 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ERP에서 
요구되는 프로세스를 줄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단계에 대한 
업무량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2, 표 3) 
 

표 2 - 원자재 부자재 입출고 업무량의 변화 

공정 ERP 시스템 ERP 와 연계한 
RFID 시스템 

1. 긴급발주등록 - •동일 
2. 내자접수등록 •ERP 시스템 

수동등록 및 
검증 

•태깅 
 

3. 입고등록 •상품의 상태 및 
수량 확인 

•운반 및 적재 

4. 출고 (소모) 
등록 

•출고 상품의 
검증 

•운반 및 적재 

 
표 3 - 완제품 입출고 업무량의 변화 

공정 ERP 시스템 ERP 와 연계한 
RFID 시스템 

1. 수주등록 - •동일 
2. 생산계획작성 - •동일 
3. 공정전개 - •동일 
4. Order Release - •태깅 

 
5. 공정별 
생산실적등록 

•상품의 상태 
확인 및 ERP 
등록 

•자동 
•운반 
 

6. 사내제품 •수량 및 상품의 •운반 및 적재 



입고등록 검증 
7. 출고요청등록 - •(반)자동 
8. 출고등록 •수량 및 상품의 

검증 
•운반 및 적재 

 
표2와 3을 통하여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적으로 
수행됨을 알 수 있다. 다만, 표2의 첫 번째 과정과 
표3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과정 및 일곱 번째 
과정은 RFID 시스템이 주문서를 받거나, 수주를 
요청하는 업무와 같은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자재에 대한 업무량 비용은 하나의 과정으로 
줄어들었고, 완제품에 대한 비용은 세 개 혹은 네 
개의 과정으로 줄어든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벨링(Labeling) 작업이 태깅(Tagging) 작업으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면, 기존 시스템과 비교할 때, 
업무량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 각 단계별 소요시간 
Existing System Our systemStep

10                    10                    

10                    10                    

10                    10                    

Labelling 60                    Removed

Tagging Not supported 60                    

Cutting 30                    30                    

Checking items 30                    Automatic

Register to ERP 5                      Automatic

Pasting 50                    50                    

Checking items 30                    Automatic

Register to ERP 5                      Automatic

Form Design 60                    60                    

Checking items 30                    Automatic

Register to ERP 5                      Automatic

Data Processing 30                    30                    

Checking items 30                    Automatic

Register to ERP 5                      Automatic

Shipping 30                    30                    

Register to ERP 10                    Automatic

10                    10                    

Checking items 30                    Automatic

Register to ERP 10                    Automatic

Shipping 30                    30                    

520                  330                  

(8 hours 40 min) (5 hours 30 min)

Warehousing

Delivery

Total (min)

Delivery Request

Producing

Order Release 

Ordering

Planning

Progress 10

Progress 11

Progress 12

Progress 40

Evolving

 
 
본 논문에서 제시한 RFID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생산 환경에서의 생산성 향상률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17]. 본 논문에서는 회사가 매일 1000 
박스의 상품을 생산하고, 각 상품은 4개의 공정으로 
이루어 진다고 가정하였다. 실험 결과, 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자재, 부자재, 생산품의 전체 생산 
과정에 대한 업무량이 36.5% 감소하였다 (표 4). 
게다가, RFID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과 사람에 의해 수작업으로 상품을 세는 것을 
비교해보면, 제안한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탁월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 즉, 기존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각 상품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으나, 
RFID 시스템과의 연계로 단시간에 대량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본 

시스템이 사람 대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줄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 

이전의 ERP 시스템이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필요하고 복잡한 기능들은 
중소기업에서 ERP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ERP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운용 과정의 
자동화 및 업무 프로세스 단축이 필요하다. RFID 
시스템은 비접촉성, 편리함, 저장 능력, 신속함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 에서의 ERP 활용에 
충분한 업무 단축을 실현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상품을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생산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더 많은 
인력을 소요하지 않고도 입·출고 관리를 ERP 
상에서 할 수 있도록 ERP 시스템과 연계된 RFID 
시스템을 소개하고 구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시스템보다 관리자와 담당자와의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자는 자리에 앉아서도 
손쉽게 생산 공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서 
기업은 제조 과정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는 인사관리나 각 창고 별 상품의 이동 
관리와 같은 더 세부적인 업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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