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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제조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로부터 발전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ERP 솔루션 분야는 최근까지 국내 솔루션 업체들이 
주도해 왔으나 외산 솔루션 업체들이 본격 진출하면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업계의 격전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RP 시스템 중, 건설 분야 ERP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측정 방법으로서 품질특성 체계와 품질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적용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건설 분야 EPR 시스템의 품질측정에 적용함으로써 품쟐향상에 기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ERP is the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developed from MRP aiming at effective 

management of the manufacture material. Until recently, the part of ERP solution has been led by domestic 

solution company. But, as foreign solution companies go into developing ERP solution, Korea became a battle 

ground of ERP solution. This situation requires the effort for quality improvement. The main theme of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quality measurement method of ERP system about construction field. We developed the 

method of quality characteristics system and quality measurement metrics, and proposed an effective evaluating 

method by application case. We expect that this study is a great help in measuring the construction part ERP 

system through the application about qualit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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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전사적 자원관리
라고 불리며 기업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 기업 내의 모
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
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1].

ERP라는 용어는 미국의 'ERP Vendor' 라고 불리는 소
프트웨어 개발회사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붙인 명
칭이고, 그 후 미국의 정보 시스템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 
그룹(Gartner Group)이 기존의 생산자원계획(MRP II)을 

능가하는 정보시스템으로 ERP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2].

국내의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급변하는 국내외 건설시
장의 기업환경과 무한경쟁체계의 시장 환경에 다른 새로
운 개념의 글로벌 전략 자원관리 및 공급업체 구축의 필
요성과 기업 내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CALS/EC 체제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종합한 ERP 시스템을 도입하였다[3].

이러한 건설 ERP 시스템 도입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 
ERP 시스템 도입효과에 대해 정량적 요인과 정성적 요인
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ERP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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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건설회사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이와 같은 ERP 도입을 통한 성과는 ERP 시스템의 품
질 수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품질의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축하기 위해서는 품질 측정을 위한 
적정한 방법론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건설 분야에서 ERP 시스템의 도입이 증
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경영 성과의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 분야 ERP 시
스템의 품질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건설 분야 ERP 시스템의 기반 기술을 조사/분석하고 품
질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건설 분야 ERP 시스템의 품질을 
시험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판정
하는 평가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야의 ERP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품질측정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국제 표준의 
품질특성 체계에 따라 건설 분야 ERP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품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국제표준의 품질특성 체
계를 기반으로 하여 건설분야 ERP의 품질특성 체계의 정
리 및 이에 따른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품질검사표를 구
축하였다.

2. 건설 분야 ERP 시스템 동향

2.1 ERP의 개념[1,3]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 관리)

란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등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및 재구축하여 관련 정
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다.

ERP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현재의 ERP는 “기
업이나 단체의 인사, 재무, 물류,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
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 기능들에 대해 효과적 관리와 
통제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계형 또는 객체지
향형 DBMS, GUI, 개방형 시스템, Client/ Server, 4GL, 

Web-enabled, EDI 등의 최신 정보기술을 지원하는 비즈
니스 시스템 구조를 가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5].

2.2 ERP 시스템의 출현 배경 및 발전 과정[6]

2.2.1 ERP 시스템의 출현 배경

초창기에 기업들은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
당한 재고를 가져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특히 복잡한 부품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제품
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재들의 적기 발주 소요량을 
계산해 내는 붃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림 1에서 제일 처
음의 BOM Processor란 제품 생산roces다단계계층의 구
조의 자재구성표(Bill of Material)의 적한 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내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이 변동되는 가운데 현재의 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 올 예정의 자재와 생산이 계획
되어 투입될 예정의 자재의 변동 예상을 감안한 적기 발
주 관리를 위한 보다 복잡한 다음 단계의 소프트웨어인 
자재소요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가 
70년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1] ERP의 발전 단계

MRP에 생산 설비와 인력을 감안하는 Closed Loop 

MRP(또는 “Big MRP")로 발전하게 되었고, 생산에서 움
직여지는 모든 재고들은 회사의 재무적 자산이므로 필연
적으로 회계장부의 기록과 연동하여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기타 경비
들에 대한 관리와 원가계산까지를 포함하는 MRPII(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로 발전하게 되었다.

PC의 확산보급은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터 시대를 열
게 되었으며, 일류 기업들은 관리직 직원들의 1인 1PC의 
운영환경을 제공하면서 실시간에서 일어나는 주문, 생산
의뢰, 생산 계획과 구매발주, 제조 및 출하, 청구 및 수금 
등의 주 업무를 통합 처리하고, 제품 설계, 자재 소요계
획, 생산 능력 계획, 자금 및 예산 등의 경영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ERP 시스템을 대부분을 사용하게 되었다.

2.2.2 ERP 시스템의 발전 과정

(1)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ERP는 제조업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부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MRP(자재소요계획)에서 
비롯되었다. MRP는 1960년대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
소, 즉 원자재, 반조립품, 완제품에 대한 자재 수급계획과 
생산관리를 통합시킨 최초의 체계적인 제조정보 관리기
술로서, 전체적인 생산계획에 따라 주 단위 생산계획량이 
수립되는 기준계획(MPS)과 자재명세서(BOM), 재고데이
터(ISD)가 입력되면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생산주문이나 
구매주문이 내려져 적시, 적소에 자재를 공급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생산활동과 마케팅, 구
매부문의 활동이 잘 조정되어 수행됨으로써 기업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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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활용이나 낭비를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
기의 MRP시스템은 확고한 개념의 미정립, 컴퓨터와 통
신기술 부족, 데이터베이스 기술 미흡 등의 이유로 시스
템을 구현시키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다.

(2) MRP Ⅱ
1980년대에 이르러 소품종 대량생산의 제조환경이 다

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로 전이되기 시작하였으며 고객 지
향의 업무가 중시되면서 수주관리, 판매관리 기능이 중시
되고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아울러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베이스나 통
신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술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관리의 대상을 회사 내부업무 전체로 확대한 MRP Ⅱ
로 진화하게 되었으며 자재관리뿐만 아니라 수주/재무/판
매관리 등 기업 내 모든 제조자원의 사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스케쥴링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기능이 
강화되면서 더욱 지능적인 생산관리 도구가 되었다. 

MRP Ⅱ는 제조자원의 제약 상황을 생산계획 수립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며, 원가관리, 회계, 재고관
리, 수주관리 등의 기능 추가 또는 대폭 개선을 통하여 
생산과 판매와 물류라는 3개 부문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
였다.

(3)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속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
전에 힘입어 MRP Ⅱ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했던 내부 프
로세스까지 통합하는 기능을 갖춘 ERP가 등장하게 되었
다.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구매, 생산, 판매 이외에도 인
사, 회계, 자금, 원가, 고정자산 등의 여러 하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전 부문에 산재된 
인적, 물적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통합적 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ERP이다. 

ERP 시스템 구축으로 어느 한 부문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회사의 전 부문이 동시에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3 건설뷴야 ERP의 구성

건설분야 ERP는 건설의 일관되고 표준화된 관리가 가
능하도록 제반 정보를 관리하며 현장 관련 데이터의 신
뢰성 확보 및 DB화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시스템이다[3]. 

건설분야 ERP의 일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3.1 내역/공사현황 관리

현장 일반사항 및 계약 관리, 도급 및 실행내역관리와 

각 모듈의 매월 원가취합과 매일 작성되는 작업일보를 
바탕으로 한 도급/실행기성 관리, 수급관리, 공사비의 변
경관리, 공사현황작성 및 완성원가 예측으로 구분된다.

2.3.2 중기관리

현장에 산재해 있는 각종 중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매일 작성되는 가동 일보에 
따라 각 장비에 대한 내역 리소스별 원가를 정확히 파악
하고 장비, 부품, 유류관리의 일관성을 기하며, 현장간 장
비 전출입 등도 재무회계 모듈의 고정자산과 연계되어 
본사 및 현장에서 효과적인 장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2.3.3 노무관리

현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작업인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우수한 인력들의 자료를 방대하게 구축하기 위한 
일반사항/급여/평가/세금/퇴직 등의 처리를 수행한다.

2.3.4 자재 및 수출입 관리

현장에 산재해 있는 자재들의 효과적인 운영/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구서에 따라 각 자재에 대한 내
역 리소스별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간, 국가간 자
재 전출입 등도 재무회계 모듈의 고정자산과 연계되어 
본사 및 현장에서 효과적인 장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2.3.5 외주관리

시행결의 관리와 기성관리로 크게 나누어지며 현장에
서 업체 관리를 다양한 상황의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3.6 경비관리

매일 발생되는 현장경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주
시행결의와의 연계 및 경비시행결의관리, 자금관리 및 가
불금 관리, 분사이체경비 처리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영
수증 처리와 경비사용 내역을 리소스별로 파악하고 회계
모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2.4 건설 ERP 관련 건설 분야의 특징

건설 분야에서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작업공정의 자
동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과 제조업과 같은 대량생산 방
식이 아닌 주문생산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 점
과 수많은 관련업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영세성으로 인한 
열악한 전산환경과 정보화에 많은 제약사항들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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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건설 분야의 업무는 비정형적인 특성을 가진 경
우가 많고 또한 아직 기존 업무관행에 대한 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정보화
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성과 공산성에 기반을 둔 
업무 형태의 성격을 볼 때, IT에 의한 개선 기대치가 큰 
업종이라 할 수 있다.

3. 건설 분야 ERP 시스템의 품질 

요구사항

이 절에서는 건설 분야 ERP 시스템의 품질에 관한 특
성을 분석하여 ERP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품질 요구사항
을 확립하고자 한다. 먼저 ERP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
하고 건설분야 ERP의 차별화된 특성을 정리하였다.

3.1 ERP 공통의 특성 및 요구사항

3.1.1 ERP의 일반적인 특성[2]

(1) 광역성
ERP 시스템은 어느 특정 업무를 목표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범용적으로 기업의 모든 업무에 적용 가능하도
록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기업업무의 모든 영역에 대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전반적
인 시스템을 형성한다.

(2) 통합성
ERP 시스템은 논리적 연관관계가 있는 업무끼리의 완

벽한 연결을 통해 자재, 생산, 판매, 회계의 전 모듈이 완
벽하게 통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든 자료는 오로지 
한 번의 입력을 통해 작업의 중복과 자료의 과잉 없이 일
상적 작업을 최적화하고 통합화시켜 전통적인 노동력을 
대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유연성
ERP 시스템은 편리한 사용자 정의 방식의 지원을 위

해 유연한 적응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적인 사용자가 필
요와 업종 고유의 요구사항을 입력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자체 소프트웨어 제작을 통해 표준 버전을 보
완할 경우 파라메터 지정만으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4) 개방성
기본적으로 ERP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맞게 설계되도록 하고 있지만 전용 하드웨어 플랫폼과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을 벗어나 고객이 직접 정
보처리시스템을 조직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국제성
ERP 시스템은 설계시 다국적 기업이 사용할 것을 예

상하여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국경선을 초월하여 작동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화폐 및 조세관련 사항도 국
가별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므로 범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6) 사용자 편의성
ERP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조작자 우선의 

설계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스템과의 대화는 아이콘과 
그래픽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 공통적 메뉴체계와 명확한 
구성을 통해 사용자들이 혼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3.1.2 ERP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1) 활용도
사용자들이 ERP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높더라도 사

용자의 요구사항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지 
않거나 형식과 표현에 있어 기존 업무와의 방식의 차이
로 인한 불편이 있다거나 건설 실무자 관점에서 시스템
을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시 사용자가 참여하거나 업무분
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최대
한 반영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시스템 간 통합 연계성
인사관리, 자재관리 등 단위업무 간 통합연계성을 고

려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타 업무의 정보를 이용할 때 재
입력 또는 변환 사용이 필요가다면 업무의 중복성 및 효
율성이 저하되어 정보시스템의 고립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에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2 건설분야 ERP의 기능적 요구사항

3.2.1 통합 업무 시스템

ERP는 기업 활동 전반의 업무 기능이 최상의 상태로 
제공되며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의 변경, 확대, 조직의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영업, 생산, 구매, 등 모든 조직/업무가 IT로 통
합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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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파리미터 설정으로 신속한 도입 및 개발

ERP에서는 미리 장착된 업무기능을 파라미터 설정으
로 자사에 맞게 선택하고 설정한다. 그러나 각 기업과 부
문의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아서 2-30% 정도는 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하는 애드온 모듈과 프로그램 변경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

3.2.3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

ERP의 업무 프로세스는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라
고 하는 중앙의 데이터베이스를 중간매체로 기업활동 전
반에 걸쳐 통합되어 있다.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정보를 한번만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는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로 어느 업무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데이
터베이스에 보관된다.

3.2.4 오픈형 멀티 벤더

ERP 시스템은 특정의 하드웨어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오픈 형태를 채용한다. 따라서 복수의 하드웨어 업체의 
컴퓨터를 포함해서 멀티벤더 구성을 이룰 수 있으며 확
장성이 뛰어나 업무 단위별로 모듈구조인 경우가 많고 
도입도 모듈 단위로 할 수 있다.

3.2.5 그룹웨어 연동

그룹웨어는 다수의 사람이 서로 협조하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지적인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이메일, 전자회의, 전자게시판, 공용 데이터베이스, 워크
플로우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ERP는 정형적인 데이터가 
중심이 되지만 그룹웨어의 기능을 이용하여 장표의 배포, 

예외사항 결재요청, 경고발생 등 정형업무와 비정형업무
를 연동한다.

3.2.6 EDI 대응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직접적인 효과는 
문서정보의 교환을 줄이는 것에 의해 기업업무의 간소화, 

효율화, 정확화에 있다. POS(Point of Sale) 데이터나 제
품설계 데이터와 같은 빼놓을 수 없는 정보를 기업 간에 
공유해서 생산리드타임의 단축, 유통재고의 삭감, 제품 
설계기간의 단축을 도모한다.

3.2.7 EIS

최고경영층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 
내부, 외부 정보를 사용하기 쉽도록 제공하며, 경영 현황 
파악 및 각종 의사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
템을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라 한다.

3.3 건설 ERP의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건설 분야 ERP 시스템은 건설 분야의 업무를 충실히 
반영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설 분야 업우의 일
반적인 구성은 표 1와 같으며 이러한 기본적 구성을 바탕
으로 도입 업체의 업무에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표 1] 건설 분야 ERP 시스템의 관리분야 업무구성

관리 분야 내      용

현장 관리
- 노무관리
- 자재관리
- 장비관리

- 기성관리
- 현장문서관리
- 공지사항관리

- 하도급관리
- 원가관리
- 사진관리

본사 관리
- 원가관리
- 기성관리
- 재고/자산관리

- 제증명발급
- 인사관리
- 급여관리

- 협력업체관리
- 문서관리
- 공문서제출

3.4 건설 분야 ERP의 프로세스 요구사항

ERP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ERP 패키지 내에 포함
되어 있는 선진 프로세스를 적용시킬 수 있어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자동으로 수행한 
결과가 된다.

즉, ERP 패키지에는 각 업종별로 최적화된 프로세스
를 가진 회사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ERP 프로그램 내의 
선진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 분야의 ERP 시스템의 경우, 건설 업종의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하는 프로세스가 내장되
어 있는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3.5 ERP 시스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설 분야의 특징상 현장이 전국에 퍼져 있으며 자체
적인 네트워크가 불가능하지만 현장과 본사 및 기타 협
력업체 등 여러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표현 가능하도록 
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
록 TCP/IP 규약을 활용한 시스템 기반의 개발이 요구되
며, 인터넷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안문제, 인터페이스 
형태 등 인터넷의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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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특성 항목 내용

기
능
성

건설 업무
지원성

ERP 시스템이 건설업의 주요 업무(행정, 영업, 
시행) 전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교환성

주요 사무용 SW 제품들과 상호 데이터 교환
이 가능해야 한다.

베스트
프랙티스

ERP 시스템이 도입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
스 모델에 따라 기업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
는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업의 규모, 업종
(건설 분야), 생산방식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하여 베스트 프랙티스가 결정될 때, 이러한 건
설 분야의 Best Practice를 담고 있어야 하며,

연동성 업무를 보조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쉽게 연
동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용

애플리케이션/DB의 중요데이터 관련 정책 및 
권한설정을 통해 정보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시간, 인증방식, 애플리케이션 등 요인들
의 정의를 통해 관리자계정이라도 DB 일부데
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가능해야한다.

Locali-
zation

ERP 시스템이 한글화, 국내 세법의 적용 등 
국내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요소들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호환성 EPR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 및 자체 개발 시스
템과 무리 없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 …

[표 2] 건설 분야 ERP 시스템의 요구사항 예
구 분 내      용

설 계 
측면

- 최신의 분석 및 설계 기법을 기반으로 해야 함
- 시스템 확장 및 부분 적용을 위한 모듈화 개발
- 시스템 접근의 용이성을 위한 완전한 웹기반 기술

구 성 
측면

- 건설분야의 주요업무 전체를 지원하는 시스템
- 진정한 통합 및 국내 건설업무 설정 반영
- 별도의 수작업 없이 최고경영층에 필요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해야 함
- 강력한 통제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기 능 
측면

- 현장 및 사업부별 관리체계 지원
- 원인부서별 회계처리 및 원가관리
- 각 업무별 발생전표의 자동전표 처리
- 원천자료와 집계자료의 일관성 유지
- 금용기관과 연계한 온라인 뱅킹 업무 자동화

또한, 건설 분야 ERP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특징
으로서 규모 및 업무 프로세스 등이 국내의 실정에 적합
해야 하며 건설 분야 ERP를 도입하려는 업체의 현실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적합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 2에서는 건설 분야 ERP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특
징에 대한 예를 나타내었다.

4. 건설분야 ERP 시스템의 품질특성

이 절에서는 건설 분야 ERP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특
징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건설 분야 ERP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4.1 기능성

기능성은 소프트웨어가 특정 조건에서 사용될 때, 명
시된 요구와 내재된 요구를 만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능력으로서 건설 ERP 시스템의 경우
라면, 표 3과 같은 요건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표 3] 기능성에 관한 품질특성

표 3에서 연동성의 경우, 건설 ERP에서 만들어지는 
제반 문서들이 ERP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편집 
소프트웨어나 그래픽 소프트웨어 등에서 호환되어 읽히
거나 편집이 가능한지 시험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거나 
그룹웨어와의 연동성을 고려하여 자료 교환시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평가할 수 있다.

[표 4] 평가에 대한 적용(예)

품질특성 항목 평가 상

기능성 연동성 건설 ERP에서 생성되는 제반 문서

평 가 
방법

1 다른 문서편집 소프트웨어에서 효환되는지 평가

2
그래픽 형식의 파일인 경우, 잘 알려진 그래픽 툴로부
터 읽거나 편집이 가능한지 평가

3
그룹웨어와 연동하여 자료의 교환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테스트 사례를 통해 평가

4.2 신뢰성

신뢰성은 명세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성능 수준을 유
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능력으로서  건설 ERP 

시스템의 경우라면, 표 5와 같은 요건들을 만족시킬 필요
가 있다.

[표 5] 신뢰성에 관한 품질특성
품질특성 항목 내용

신
뢰
성

자료의
일원화

공사관리에 있어서 각 비목별 세부 발생자료
를 작업일보에 생성하는 기능을 통해 자료를 
일원화함으로써 자료의 중복으로 인한 무결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결함
회피율

ERP 시스템의 결함은 결함이 발생된 데이터
를 공유하는 전체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결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MTBF
ERP 시스템의 결함에 대해 결함 발생 간 평균
시간을 평가함으로써 결함 발생이 최소화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Failure
방지

ERP 시스템의 Failure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심각도에 따라 분류하여 기록함으로써 심각도
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를 개선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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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용성

사용성은 소프트웨어가 명시된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 

사용자에 의해 이해되고, 학습되고, 사용되고 선호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건설 ERP 시스템의 경우라면, 과 같은 
요건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표 6] 사용성에 관한 품질특성
품질
특성 항목 내용

사
용
성

온라인
도움말

건설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전산화가 가장 
미흡한 분야이므로 초보 사용자가 ERP 시스템 
사용 중 언제라도 필요한 도움말을 불러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내용
일관성

업부별 구성이나 용어 등이 전체 ERP 시스템에 
걸쳐 동일해야 한다.

다국어 지
원

해외 건설 현장 파간이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다국어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권한 설정

자사 내에서만 사용하는 ERP시스템은 의미가 
없으므로 권한을 다르게 하여, 다른 모드에서 협
력업체 및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
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등의 
Win-Win할 수 있는 부분을 ERP시스템의 도입
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Tool/지원
언어 친숙
성

ERP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Tool 및 언어가 구매
자의 환경이나 개발자에게 적합해야 한다.

접근용이
ERP 시스템이 웹 기반으로 구축되어 원격지 사
용자(현장/해외)의 시스템 접근이 용이해야 한
다.

… …

4.4 효율성

효율성은 명시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에 따라 
요구된 성능을 제공하는 능력으로서  건설 ERP 시스템의 
경우라면, 표 7과 같은 요건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표 7] 효율성에 관한 품질특성
품질특성 항목 내용

효
율
성

실시간
통합처리

ERP 시스템을 통해 기업 내의 영업, 생산, 
구매, 재무, 회계 등 모든 조직과 업무가 IT
로 통합되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통합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응답시간 ERP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별 응답시간
은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성능감시
ERP 시스템의 성능관리를 위한 성능감시 
도구가 제공되고 있거나 적합한 연동 가능 
도구가 제시되어야 한다.

작업효율
최하위 작업이 별도 작업 없이 최고 경영층
에 전달되는 등,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기능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로 처리 효율이 
높아야 한다.

자원사용 
최소화

공사현장의 경우, 고성능 PC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설정 변
경을 통해 저사양에서도 자원사용을 최소
화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 …

4.5 유지보수성

유지보수성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변경되는 능력으로
서  건설 ERP 시스템의 경우라면, 표 8과 같은 요건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표 8] 유지보수성에 관한 품질특성
품질
특성 항목 내용

유
지
보
수
성

확장성 ERP 시스템이 업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신속
하게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유지보수 
용이성

모듈별 업무 프로세스를 세부 독립적으로 분리
함으로써 확장 및 연동을 쉽게하여 중복토자를 
방지해야 한다.

설계
제한

데이터 증가로 인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
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유연성

ERP 패키지의 입력, 출력, 처리 능력이 건설업
체의 업무상 요구사항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능력이 있는지, 입출력과 처리 능력이 현재
의 요구뿐 아니라 미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
는지, 레코드의 길이나 파일 용량이 향후 요구
사항 변경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쉽게 확장되
거나 수정되기 용이해야 한다.

… …

4.6 이식성

이식성은 소프트웨어가 특정 조건에서 사용될 때, 명
시된 요구와 내재된 요구를 만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능력으로서  건설 ERP 시스템의 경우라면, 표 9와 같은 
요건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표 9] 이식성에 관한 품질특성
품질특성 항목 내용

이
식
성

표준
프로세
스

ERP 시스템의 건설 분야의 표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어서 ERP 시스템 구
축 이전에 어느 정도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업
무를 진행하고 있던 건설 업체의 경우 쉽게 자
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ERP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식 
용 이
(H/W)

건설 분야의 ERP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식용
이 ( 운
영 체
제)

건설 분야의 ERP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S/W(운영체제) 환경에서 동
작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분
설치

사용자가 임의로 ERP 패키지의 개별적인 요
소들만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
야 한다.

설 치 
정보

ERP 시스템 설치시 이해하기 쉬운 문서가 제
공되어야 한다.(시스템 분석, 유지보수의 단계
에 따라 프로그래머, 컴퓨터 운영자, 패키지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각 수준별 문서가 필수
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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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 분야 ERP 시스템 시험모듈

시험모듈은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 메트릭에 대해 
ISO/IEC 14598-6의 형식에 의거하여 평가를 위한 제반 
사항을 문서로서 정의한 것이다. 건설 분야 ERP 시스템
의 품질시험을 위한 모듈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5.1 시험모듈의 체계와 개발 내역

5.1.1 시험모듈의 체계

시험모듈은 품질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
여 문서화한 것으로 시험의 개요, 기법, 메트릭에 대한 상
세 내용, 적용 절차, 결과에 대한 해석 등을 포함하고 있
으며 품질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IEC 

14598의 <부분 6>인 평가모듈의 형식에 근거하여 작성
하였다. 품질시험 모듈의 체계는 표 10과 같다.

[표 10] 품질시험 모듈의 체계
항목 내용

개요

평가모듈의 기본 개념
평가모듈의 측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기술
메트릭이 속하는 소속을 기술
메트릭의 개념과 목적의 설명에서 관련 용어 설명

적용 범
위

메트릭을 적용해야 할 문서나 S/W 등의 대상을 기술
메트릭 적용에 필요한 도구/자원
적용할 수 있는 시험 기법
평가모듈 적용시 고려해야할 관련 정보

참 조 문
서 메트릭이 도출된 관련 문서

메트릭
측정할 데이터 항목
측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의 기술
데이터 항목을 이용한 계산식 정의

적 용 절
차  시험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술

결 과 해
석 및 보
고

메트릭 결과에 대한 판정으로 값의 범위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에 대해 지침을 제시
측정 결과에 대해 문서로서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명시

5.1.2 시험모듈 개발 내역

본 연구를 통해 표 11과 같이 보안성에 관해 67개의 
메트릭을 개발하였다.

[표 11] 건설 분야 ERP 시스템에 관한 시험모듈 내역
품질
특성 부특성 시험모듈 개발 내역 계

기
능
성

적합성 <건설업무지원성> 외 4개

14

정확성 <기능구현정확성> 외 1개
상호운영성 <연동성> 외 2개
보안성 <공용> 외 1개
준수성 <기능성표준준수율> 외 1개

신
뢰
성

성숙성 <예외처리> 외 2개
11

결함허용성 <오조작회피율> 외 2개
회복성 <데이터회복률> 외 2개
준수성 <신뢰성수준준수율> 외 1개

사
용
성

이해가능성 <내용일관성> 외 2개

12

학습성 <온라인도움말> 외 1개
운영성 <권한설정> 외 2개
선호도 <Tool/지원언어친숙성> 외 1개
준수성 <사용성표준준수율> 외 1개

효
율
성

시간효율성 <실시간통합처리> 외 3개
6자원효율성 <자원사용최소화> 외 1개

준수성 <효율성표준준수율> 외 1개
유
지
보
수
성

분석성 <문제해결구현률> 외 1개

13

변경성 <확장성> 외 4개
안정성 <환경설정변경안정성> 외 1개
시험가능성 <내장형시험기능구현률> 외 1개
준수성 <유지보수표줁준수율> 외 1개

이
식
성

적응성 <표준프로세스> 외 1개

11

설치가능성 <이식용이(H/W)> 외 2개
대체성 <부분설치> 외 1개
공존성 <공존가능률> 외 1개
준수성 <이식표준준수율> 외 1개

계 27 67

5.2 품질검사표

품질검사표는 시험모듈에 정의된 메트릭을 기준으로 
실제 품질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추출하여 정리한 
표로서 메트릭명과 개념, 측정항목, 메트릭의 계산식, 결
과의 영역, 결과값, 문제점 기술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품질검사표의 예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권
한 설정”이란 품질특성 체계에서 “사용성-운용성-권한 설
정” 범주에 넣을 숭 있으며, ERP 시스템이 권한 설정을 
통해 다른 모드에서 협력업체 및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메트릭이다.

품질검사표에는 기본적으로 메트릭명과 메트릭이 측
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
항목은 계산식을 통해 메트릭을 구성하는 요소로 1개 이
상의 요소로 구성되며 항목 개요와 측정 방법에 대한 기
술을 포함한다. 결과 영역은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값
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으로 메트릭들은 전체적으로 0과 
1사이의 값으로 사상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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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품질검사표의 예
메트릭명 ERP 시스템이 권한 설정을 통해, 다른 모드에서 협력

업체 및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
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가?권한 설정

측정
항목

A

본사, 협력업체 및 공사현장에서 공유 레벨을 달리하
여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유형의 수
공유가 필요한 정보 중, 전체 정보의 공유가 아닌 본
사/협력업체/공사현장에서 정보의 레벨에 따라 공유 
여부를 달리해야 하는 정보 유형의 수를 측정

B

권한 설정을 통한 공유 레벨 변경이 가능한 정보 유형
의 수
권한 설정을 통해 정보의 공유 레벨을 달리하여 본사, 
협력업체, 공사현장에 따라 공유 정보를 조정할 수 있
는 기능이 적용되는 정보 유형의 수를 측정

계산식 - 권한 설정 = B/A

결과영역 0 ≤ 권한 설정 ≤ 1 결과값
문제점

5.3 시험결과서

품질검사표에 대한 측정이 수행되면 각 메트릭별 측정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이 결과들을 품질특성, 부특성에 
대한 메트릭별로 표 13과 같은 시험결과서로 정리된다. 

시험결과서는 각 메트릭별 결과값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질 항목을 확인하고 “메트릭 - 부특
성 - 품질특성”의 단계에 따라 집계하여 종합적인 결과값
을 도출할 수 있다.

[표 13] 시험결과서의 예
제품설명서 및 사용자 문서
품질특성 부특성 메트릭 측정값

기능성

적합성

건설업무지원성
베스트 프랙티스
Localization

경계값 정보 제공
경계값 처리율

정확성 기능구현 정확성
결과 정확성

상호
운용성

데이터교환성
연동성
효환성

보안성 공용
… …

… … …

6. 품질 측정과 평가 사례

본 평가 사례에서는 건설 분야 ERP 시스템을 대상으
로 평가를 수행하여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한 사례 중 기
능성에 관한 평가 사례를 통해 평가 방법에 대해 소개하
고자 한다.

6.1 메트릭의 선정 및 품질평가

본 평가사례에서 적용한 메트릭은 표 14와 같다. 선정
은 평가 대상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성이 
낮거나 평가 대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제외될 수 있다.

평가는 품질특성인 기능성에 대한 부특성인 적합성, 

정확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에 대해 수행하였다. 측정 결
과를 통해 각 메트릭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고 상대적으
로 취약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4에서는 기능성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트릭 결과에 대해 메트릭 측정값의 범위에 따라 매
우미흡(0.6미만), 미흡(0.6이상-0.7미만), 보통(0.7이상-0.8

미만, 우수(0.8이상-0.9미만), 매우우수(0.9이상) 등으로 
레벨을 분류할 수 있으나 축적된 평가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표 14] 평가명세 과정에서의 메트릭 선정
대상 ERP 시스템 제품설명서, 사용자 문서, 프로그램
품질특성 부특성 메트릭 측정값 비고

기
능
성

적합성 건설업무지원성 0.95

적합성 베스트 프랙티스 0.90

적합성 Localization 0.95

적합성 경계값 정보 제공 0.85

적합성 경계값 처리율 0.92

정확성 기능구현 정확성 1.00

정확성 결과 정확성 0.92

상호운용성 데이터교환성 0.90

상호운용성 연동성 1.00

상호운용성 효환성 1.00

보안성 공용 0.85

보안성 접근통제 0.92

준수성 기능성표준준수율 0.95

준수성 인터페이스표준준수율 1.00

6.2 품질부특성과 품질특성의 결과 집계

표 15는 품질부특성에 대한 집계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품질부특성의 집계는 표 15의 메트릭 결과로부터 각 
부특성에 대한 메트릭값의 합계를 평균한 것이다. 결과를 
통해 각 품질특성별로 취약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부특
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대적으로 보안성 부분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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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품질부특성에 대한 집계표
특성 부특성 결과

기능성

적합성 0.91

정확성 0.96

상호운영성 0.97

보안성 0.89

준수성 0.98

평균 0.94

6.3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에서는 표 16과 같이 시험 과정에서의 문
제점 기록 및 시험결과에 대한 집계를 바탕으로 하여 발
견된 문제점에 대해 품질특성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문제
점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시험성적서를 품질특성 수준
에서 기술하였으며 품질부특성과 메트릭 수준까지 상세
화하면 메트릭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이 있는 소
프트웨어 제품 구성 요소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6] 시험성적서의 예(부분)

시험 항목별 결과 내역
 시험 대상 : ERP 시스템, 시스템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품질특성 결과

기능성

▪ 기존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가 일치하지 않는 부
분들이 있어 선택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건설 관련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검토가 요구됨

▪ 문서 교환이 필요한 타 S/W와 버전에 따라 완벽히 
호환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버전업이 요
구됨

신뢰성
▪ 시스템에 중요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지만 사소한 

결함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음

사용성

▪ 사용자 매뉴얼은 충실히 구축되어 있으나 온라인 
도움말 기능이 충실하지 못하여 시스템에 익숙치 
못한 사용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 현장과 본사에 따라 사용자 레벨을 구분하여 권한
을 레벨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레벨을 좀 더 세
분할 필요가 있음

효율성
▪ 기능별 응답시간이 내부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허용 수준의 검토가 
필요함

유지
보수성

▪ ERP 시스템과 현 업무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으므
로 업무 프로세스를 일치시켜 향후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ERP 시스템의 신속한 확장이 가능하
도록 대비가 필요함

이식성
▪ 설치 매뉴얼이 다소 이해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명확한 표현과 일관성 있는 기술이 
요구됨

6.4 평가 방법의 비교

본 논문의 품질평가 방법과 타 평가방법과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품질평가 방법의 장단점 비교
평가 
방법 장점 단점

코드
복잡도
평가

평가를 통해 복잡도를 측정하
고 개선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함

유지보수성은 다양한 요
인들이 관련되므로 소스
코드의 복잡도 감소만으
로 해결하기 어려움

체크
리스트
활용

생명주기 전 단계에 걸친 소
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에 적용
할 수 있으며 생명주기 전반
에 걸쳐 품질 수준을 확보하
기 위한 활동을 수행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결과가 품질을 정확히 대
변하지 못함

품질
평가 
모듈 
활용

최종 S/W제품이 데상이므로 
품질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며 
개발된 최종 S/W 제품구성요
소에대해 ISO/ IEC 9126-2와 
12119를 기반으로 ERP 품질
평가에 대한 평가 근거 확보

최종 S/W 제품의 평가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
므로 중간산출물의 품질 
개선과 무관함

프로그램 소스의 복잡도 평가는 유지보수성 품질과 주
로 관련되며,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평가는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적용할 수 있으나 최종 제품의 품질을 정확히 대
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ERP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품질평가 모
듈을 사용하는 방법은 최종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국
제표준의 품질특성에 입각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전반
적인 특성의 품질수준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결 론

지금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제품 인증에 대한 관련 기
반 연구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용 소프트웨어, 임베
디드 소프트웨어, 의료용 소프트웨어, 생체인식 소프트웨
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시험 인증 현장
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ERP 시스템 분야의 품질평가 모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
지 미흡한 실정이다.

ERP 시스템에 대한 제품 인증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
서는 먼저 품질 시험을 위한 측정 방법과 기준에 대한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
를 필두로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방법에 대한 연구에 많
은 진전이 있었으며 품질인증 서비스가 정착된 단계이지
만,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
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의 품질특성 체계에 따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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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RP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품질 요구사항을 분석하
고 국제표준의 품질특성 체계를 기반으로 건설 분야 ERP

의 품질특성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건설 분야 ERP 시스템의 품질시험 메트릭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ERP 시스템에 대한 평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반복 및 재현에 참고가 될 수 있도
록 하였다.

소프트웨어 품질평가에 관한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건
설분야 ERP 시스템의 요구사항으로부터 품질평가 항목
을 도출하여 적용함으로써 품질평가의 정량화와 건설분
야 ERP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평가방법을 구축할 
수 있었다.

건설 분야 ERP 시스템에 대한 품질평가 모델 개발과 
향후 실질적인 활용을 통해 고품질 건설 ERP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제적
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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