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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의 효율적 설계와 운영에 대한 연구
공급사슬관리의 전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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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글로벌 생산과 글로별 소싱이 일반화되어 공급사슬이 확장됨에 따라 공급사슬의 효율

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급사슬의 핵심적 개념을 재정리하여
공급사슬관리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효율적 공급사슬관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기업의 경재력을 여러 차원에서 높여줄 수 있다

즉， 고객들은 낮은 가격뿐 아니라

신속한 배달과 자신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제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공급사슬

관리의 개엽과 최근 급속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

시킴으로써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공급사슬의 구성과 중

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급사슬을 효율적 셜계 및 운영하는데 지켜져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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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기업들은 과
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해지는 고객들의 요구에 성

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왼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

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외 시장과 외국 기업들로부터 정부의 보호 속
에서 고성장의 길을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산업이 고도화되어 기존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

고 성장의 속도가 접접 느려지고 있는 것은 물론，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기업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성장의 둔화라는 문제에 처했을 경우
왼가를 절감하는 전략이나 광고나 마케팅에 주력하고，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를 촉진시킴으로
써 매출액을 증가시키려는 전략을 우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시방편의 경영전

략은 기업에 자금 부담을 주거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쉽기 때문

에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당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고객의 요구나 시

장의 수요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기업이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공정의 개선， 인원감축， 구매선 변경 등을 통한 왼
가절감， 고객의 욕구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

FMS( f1 exible manufacturing system) 이나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의 도입을 통한 생산시스템의 유연성 확보라는
증상치료적인 해결방안이 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의 한 측면만

보고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은 그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보다 통합적인 해결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차원인 비용， 품질， 이

용가능성 (availability) . 유연성(f1 exibility) 을 기업자신의 핵심능력과 비교하여 적절한 비율
로 결합함으로써 급변하는 고객의 욕구， 시장의 경쟁 구도， 기술의 발달에 대응할 수 있는 전
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Krajewski
안으로 효율적 공급사슬관리

and Ritzman. 1999)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 방

(supply chain management) 를 제시 한다 공급사슬의 각 단계

를 독립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공급사슬 전체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조정함으로써 생산 시스

댐의 고 효율성. 시장에 대한 민첩한 반응， 변화에 대한 유연한 반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습사슬관리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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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과거 기업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가격경쟁력. 즉， 그 기업의 생산성이
라고 할 수 있었으며， 다른 변수들은 기업의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필수

적인 요구사항은 아니 였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최근의 환경변화는 기업의 시장수요나 기술
변화에

대한

신속한

반응 (speed

to

market) 과

제품/서비스의

대량

고객화 (mass

customization) 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성， 이용가능성， 유연성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
급사슬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이러한 대안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공급사슬관리의 개념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성공을 거
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효율적 공급사슬의 설계와 운영

에 따르는 투자비 용이 매우 크고 효율적 공급사슬관리 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
달하지 않았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근래 정보통신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적은 투

자로 공급사슬을 설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다수의 성공적인 공급사슬관리 사례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되었다
경제적

공급사슬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하게

또한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게 됨에 따라 통합적 공급사슬 관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더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

공급사슬의

설계와 운영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성공적 기엽의 사례와 새로운 개념들에 대한 이해
를 통해 위와 같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진다
하고

3

우선

2 절에서는 공급사슬관리의 개념에 대해 설명

절에서는 최근의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공급사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에 대

해 살펴본다

4

절에서는 공급사슬관리와 관련된 어려움을.

게 발달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6

5

절에서는 공급사슬관리가 어떻

절에서는 공급사슬관리의 주요 의사결정

에 대해. 7 절에서는 공급사슬의 효율적 설계 및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8 절에서는 앞
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공급사슬관리가 기업 생산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정에 대해

살펴 본다

II. 공급사슬관리의 개념
기업과 소비자 간에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정보가 교류하고 있다

69

기업이 원재료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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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달하여

제품이나 서버스를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내어놓기까지의

경로를 공급사슬

(supp!y chain) 이라 부르며， 이러한 공급사슬은 원재료 구입부터 소비자에게 최종 제품을
전달하는 것까지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공급사술관리는 종래의 울적 유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왼자재 공급자로부터 최종사용자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에게 가치를 창출
하는 제품，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연결선상으로 보고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급사슬관리는 크게 볼 때

--) @ 유통 --) (5J소비자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자재를 공급해준다

공급업자

ûl

) c2l 구매 --)

@

생산

공급업자는 생산의 주체인 기업에 왼

공급업자와 생산자 사이에 원자재의 구매활통이 이루어지고 생산자와 소

비자사이에 유통을 통해 완성된 제품과 서비스가 전달된다(R obeson.

et a l.. 1994)

1970년대 공급사슬관리의 개념이 처음 동장하였을 때에는， 생산부서의 성과를 높이는 것
또는 판매， 마케팅， 유통 등의 기능 각각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기업

들은 이러한 기업의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기엽의 생산
성과 이윤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실시간 공유

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최근의
공급사슬관리의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이다

최근에 와서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충족하는 것이
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단순히 원가절감과 생산성 증대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공급

사슬관리에 대한 개염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기엽의 성장. 수익증대 동의 성과에 기
여하는 방향으로 정의되고 있다‘

m

시장 변화와 공급사슬관리의 중요성

오늘날 기업틀은 점점 원가절감과 효율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고객의 가치 창

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객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점에 따라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

서는 원가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객에게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의 가치를 높은 비용으로 충분

한 시간을 들여 충족시키는 것은 기업에게는 경쟁우위가 될 수는 없다- 낮은 비용과 빠른 전
달속도의 동시만족을 통한 고객에 대한 높은 서비스수준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을 공급사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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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급사슬관리가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이유 중의 하냐는 울류와
관련된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기준 국가물류비는 GDP의

16.3% 이었다

미국의 경우는 GDP 의 10.5% 로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물류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져 물류비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큰 수준이며，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GDP자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엄청난 액수가 연간 물류비로 사용되고 있다. 그랴고，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물류비도 매출액의 14.3% 에 달한다

미국， 일본， 유럽 동의 선진국 기업의 경우에도

각각 매출액의 7.7%. 8.8% , 5.8% 로 우리나라보다는 낮으나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물류비가 차지하는 절대적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얄 수 있다， 따라서 , 실제 생산 공정의
효율성이나 제품의 질의 추가적 희생 없이도 공급사슬의 효과적인 관리만으로 이와 같은 물
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분배비용의 비중이 매우 크

고 분배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낭비가 큰 예로 미국 식품산업 (grocery industry) 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식품산업이 시리얼 (cereal) 의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공장에서 시리열

을 제조하여 소매상인 슈퍼마켓까지 수송하는데 평균 104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분배과정으로 인한 비용의 낭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
해 이러한 유통/분배 시스템의 중간단계를 제거함으로써 연간 분배비용의 약 10%( 약 330 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Robeson ， et a l., 1994). 중간 단계가
줄어들수록 공급사슬 내의 분산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공급 및 수요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공급사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비용절감이 가
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의 측면 뿐 아니라 세계화 (global operation) 와 시간경쟁 (time-based competition)

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의 변화 추이에 의해서도 공급사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

근의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추세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는 공급사슬의 효율적 관리의 필
요성을 더욱 증대- 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업활동의 세계에는 이미 국경이 없다

생산활동

자체가 국경을 넘어 전세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절감만 가능하다변 부품과
서비스를 세계 각국으로부터 조달한다. EU , NAFTA동의 초국적 공동체들이 결성되어 경제
적 장벽을 서서히 없애 나가고 있다. 기업차원의 예를 들면， 미국의 Ford 자동차사는 비용절
감과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웅을 목표로 2000년도까지 북미와 유럽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 Ford 2000 Gl obal Operation Reengineering Plan"을 수렵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신차의 개발， 생산， 유통 활동이 두 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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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국가 간， 기업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Austin.

1999).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어느 곳과도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자 종래의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상적 통합 (virtual
상기 업

(virtual corporation)

integration).

가

동을 통하여 공급사슬 안의 각 요소간의 시 간적 , 공간적 장벽 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추셰이다， 공급사슬 안의 활동들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사슬
관리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더욱 커지게 되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거리가 멀수록 기업은 더 많은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단순히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인해 수
송이나 배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더 미리 생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송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수송에 관련된 불확실성， 즉 위험이 늘어나게 되어 안전재고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고 부족의 위험，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 관리비용， 수요예측

비용 둥이 증가하게 된다. 수요 예측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리적인 거리만은 아니다 지
리적으로 먼 곳의 시장은 문화 환경， 언어， 생산방식 퉁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확실성
이 늘어나 정보가 왜콕 되어 수요예측과 같은 의사결정에 오차가 생기기 쉽다- 또‘ 환율이나
물가 등의 여러 거시적 요인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기업의 공급사슬에 영향을 미친다

고객에 대한 높은 서비스 수준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잘 충족시키는 것 (customization)
과 고객이 왼하는 것을 신속하게 충족시키는 것 (availability) 을 모두 포함한다

고객의 다

양한 요구를 잘 충족시키려면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
매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는 이제 단순

히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급사슬관리에서 소비자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Hitachi.

256K는

1980년대

NEC.

반도체

산업의

예를

보면

16K는

Mostek. 64K는

1MB 는 Toshiba가 각각 시장을 선점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을 향

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는 상표충성도 (brand loyal ty) 가 아니라 시간적 우위에
의해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객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1994년

Compaq

Computer는 고객이 원하는 컴퓨터를 제 때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이 최대 10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995 년 IBM은 새로운 개념의 노트북

"Thinkpad

701C"의 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

나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인기 모델의 재고부족으로 인해 고객을 3개월 이상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판매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했으며， 결국 이 제품을 시장에서 일찍 철수 시키는 결
과를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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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은 이제 경쟁우위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
필요조건일 뿐이다

품질과 가격조건이 충족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적시에 필요한 양만큼 출

시하는 것이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간경쟁 (time-based competition) 의 개

념이다

시간경쟁을 추구하는 기업의

주요한 경쟁수단은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 QR(quick response) ,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 , AR(accurate
response) ,

혁신의 추구 둥이다 (Frazier ，

1991: Fisher , et a l.. 1994)

이러한 것들은

공급사슬관리를 통해 고객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다양화와 이용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이

된다. 시간경쟁 하에서는 기업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목표 하에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하나의 기능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공정의 조정을 통해서
목표 납기일에 맞게 정확한 사양대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즉， 기업의

공급

사슬 내부의 모든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관리되
는 것이다

N

,

공급사슬관리의 어려움

기업의 성공은 소비자의 욕구를 적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낮은 비용으로 충족시

킬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수준과 비용은

trade-off

관계가 있으나 기

업은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를 통해 높은 서비스수준과 낮은 비용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의 효율적 설계와 운영을 통해 공급사슬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사슬을 관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
움이 따른다‘ 가장 큰 원인은 공급사슬에 존재하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다- 비용은 공급사슬
내에 분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멸접한 관련이 있다

불확실성은 곧 위험을 의미하고 위험이

클수록 사전적， 사후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급사슬은 제품/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다단계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trade-off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급사

슬관리는 공급사슬내부의 모든 요소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틀，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

들 간의 trade-off를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인 접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 공급사슬관리는 공급사슬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기업이 최대 효율을 달성활 수 있

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사슬은 본질적으로 다단계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한 단계의

의사결정이 다른 단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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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단계가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
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계별 평가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나 실질적으로 이러
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예플 들연， 어떤 대기업이 제품의 A/S를 담
당하는 여러 개의 서비스 센터들의 평가기준을 고장난 제품을 대체 부품 재고를 가지고 있어

지체 없이 바로 고쳐주는 비율로 한다고 해보자 서비스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의 합
리적인 행동은 가능한 한 많은 대체 부품 재고를 지역 분배센터로부터 할당 받아 유지하는
것이지만 회사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의사결정이 과다한 재고수준을 유발하여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한 단계의 의사
결정은 다른 단계들에 영향을 줌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각 단
계의 의사결정을 조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치의 개발이 요구된다
공급사슬관리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하나의 예로 "bullwhip 효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

대를 들 수 있다

bullwhip 효과란 최종단계(소비자 수요)의 불확실성이 주문과정을 통해

상위단위로 올라가연서 증폭되는 현상이다， P&G사는 주력상품중의 하나인 종이기저귀의 수
요를 관찰하여 bullwhip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최종 소비자들은 종이기저귀를 안정

적으로 수요하고 있지만， 공급사슬의 상위단계로 올라 갈수록 주문의 분산( variation) 이 증
폭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예측도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으므로 소매상이 예측한 수

요에는 일정 량의 분산， 즉 예측오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도매상은 소매상이 예측의 결과로
주문하는 것을 수요로 여기고 이에 대한 예측을 하므로， 도매상의 주문의 분산이 소매상의
주문의 분산보다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상위 단계가 실제의 소비자 수요 변

화가 아니라 증폭된 수요의 변화에 반응하게 되연 과잉재고나 재고고갈로 인해 큰 비용을 감
수해야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급사슬내의 각 단계를 통해 생기는 bullwhip 효과를 감소시키려면， 중간단계 자체를 감
소시킬 수도 있고， 각 단계간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예측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도 있다 효율적 공급사슬관리를 통해 bullwhip 효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중이는 과
정에서 원재료와 완제품의 재고수준을 감소시키고， 조탈시간 (cycle time) 을 단축시킬 수 있

다 또， 예측가능성의 증대로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풍 많은 효과
가 나타날 수 있다 (Lee ， et a l., 1997: Sterman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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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급사슬관리의 발전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공급사슬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는 JITUust-in-time) 나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QR{quick response).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

continuous replenishment 퉁의 개 념 플은 모두 효율적 공급사슬관리 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것들이다

공급사슬관리의

(electronic data

기본

개념들은

오래

전부터

등장한

것들이지만

E Dl

interchange) 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한 공급사슬

내에서의 정보의 신속한 흐름이 가능해져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거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기업들이 충족시켜 주길 기대한다‘ 이
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이 대두되연서 기업들은 전통적인
방식 의 생산방식 을 탈피 하여

pull

방식으로 전환하여 왔다

pull

push

방식 은 소비자의 수요에 반

응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생산방식이다‘ 최종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소비자

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정보가 생산자에게 전달되고 생산자는 줄어든 재고 만몸의 제품을 생
산하여 재고수준을 원래의 원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려놓게 된다

이때 원재료와 반제품 재고

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공급사슬의 상위 단계에 생산을 개시하라는 신호로 작용한
다

push

방식에서는 품질과 비용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인이었으나

pull

방식에서는 필요

한 물건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배달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pull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의 시작이 된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가

장 낮은 비용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안을 찾는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의

결과인 최적안의 목표와 수단을 공급사슬 안의 모든 구성원틀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제품

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 안에 생산하여 배달해야 한다.

push

방식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공정을 결정하며， 예측된 수요

량 만큼 생산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촉진활동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연，

pull 방식에서는 소비자의 펼요에 따라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완제품， 재공품 및 원자재의 재고를 최소화하여， 펼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생산한다는

제품/서비스를 필요한

JIT (j ust-in-time) 시스탬이다 JIT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는 소비자의 수요가 생산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공급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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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공급업자는 점점 생산자에게 단순히 원자재

를 공급하는 거래 상대가 아닌 생산자의 생산부서의 일부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생산

자도 최종 소비자에게 비슷한 역할을 해 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 수송 시스템 및 정
보 시스댐이 펼요하게 되었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EDI 나 인공위성 동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

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의 발달로 생산자의 생산 계획은 이제

거의 동시에 원자채 구매와 완제품 배달계획 시스템에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

통신과 정보

기술은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예로 미국의
성공적인 기업

Dell

Computer 는 시간적으로 축약된 공굽사슬을 구축함으로써 가장

성장사례를 탄생시켰다 (Magretta ，

Rangan and Bel l, 1999)

1998; Tufano and Headley , 1994;

초기의 컴퓨터 회사들은 회사 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는 수직적

으로 통합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산업내의 경쟁이 심하지 않았고 생산자들은 엔

지니어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컴퓨터 회사들은 가격이 비싸고 출시 시기가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기술상으로 완벽하

고 만족할 만한 많은 종류의 컴퓨터를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

그러나 그 후 컴퓨터 산업은 부

품의 외부조달이 일반화되어 전문화 (specialization) 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고， 기업틀은
대부분 다음의 〈그림 1) 과 같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닝
공급업자

U

〈그림

생산자

1)

전통적 분배 시스템

배{

그러나 Dell은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제풍을 공급하는

채택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림 2) 에 나타난

H

유통

“

소비자

Direct Business

Model‘’을

Direct Model 은 중간 유통단계를 없

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소비자나 공급업자와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유지할 수

있었다

소비자나 공급업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공급엽자 간의 경

계선과 역할구분을 더욱 줄여 〈그립 3)과 같은 가상적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와 같은

공급사슬관리의 혁신은 결국 Dell 이 컴퓨터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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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업자

낭μ

〈그림

Dell 의

〈그림

3)

Direct Business Model
생산자

뷰{

소비자

가상적 통합 모형

생산자

공급업자

공급사슬관리의 전략적 가치

소비자

De Jl의 경영모텔은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 즉 저 비용，

“

closeness to customer'’,

가상

적 통합으로 이루어 진다. 가상적 통합은 수직적통합과 전문화의 이점을 결합한 것으로 공급
업자와의 통합과 소비자와의 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
공급업자와의

장기적

outsourcing한다

계약을

통해

대부분의

부품을

De Jl은 가상적 통합을 위해 적은 수의
조달하며

서비스

인력

또한

대부분

이 때 공급업자는 단순히 주문 받은 원자재를 공급해 주고 돈을 받아가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De Jl은 구매한 원자재를 창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공급업자는 De Jl과 실시간으로 생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할

때마다 공장의 생산라인으로 필요한 양만큼 수송해 주며 De Jl의 한 부서처럼 움직인다. 예를

들연 De Jl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는 경우， 운송 계약을 맺은 UPS가 De Jl로부터 컴퓨터
본체를，

Sony

사의 멕시코 공장으로부터 모니터를 받아 소비자에게로 전달한다

다른 기업

들의 기존 방식대로라연， Sony의 모니터는 멕시코 공장으로부터 De Jl로 수송되어 창고에 보

관되어 있다가 본체와 함께 소비자나 소매상에 전달될 것이다.
De Jl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비자와 공급업자， 운송업자들과 실시간으로 정보

를 공유하여 많은 재고를 유지하지 않고도 주문 후 평균 5-6 일 이내로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 원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급업자의 입장에서도 생산자인

De Jl로부터 주문 받는 수요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재고량이 줄어들고 회전 속도가 높아져
결국은 판매량이 증가하고 수익이 늘어나는 이점을 누리게 되었다， De Jl은 이와 같은 시스템
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판매/서비스 인력을 활용하여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였고， 결과
적으로 재고의 회전률이

1 년에 30회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재고와 운송비용을 크게 절감하

여 가격경쟁력도 가지게 되였다

또한， De Jl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 고객을 개인과 기관이나 기업체로 분류하여 수익성이 높
은 대고객인 기관이나 기엽체에 대한 판매에 주력하였다. 현재 매출의 90% 이상이 이러한

-77 -

*옆營情報훌웅훌훌

대규모 고객에 대한 것이다
아니며，

오히려

고객의

Dell 은 고객인 기업들에게 단순한 컴퓨터 하드웨어의 공급자가

전산관리

부서와

mization) 와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을

같은

역할을

하며

실현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고객화 (custo

예를 들면 Dell 은 일부 회사에

판매하는 컴퓨터에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아주 작은 추가적인 비용에 미리 설치하여

출하시켜 고객의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추가적인 수입도 거두고 있다

각 회사의 다양하

고 자세한 주문 사양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이를 바로 생산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가상적
통합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적 통합은 공급사슬을 시간적으로 축약함으로써 높은 효율성과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Dell 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Computer 는

P/E

비율

60 ,

5년 평균 연간 수익증가율

55% ,

1997 년

Dell

5 년 평균 연간 주가성장률

133% 를 기록하며 매출액이 120 억 달러에 이르는 회사로 급성장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
고 있다 (Austin ，

1999)

VI ,

공급사슬관리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공급사슬관리는 기업의 공급사슬 상의 물류와 정보의 흐름을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

이므로 전체를 총괄하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무수히

공급사슬관리와 관련된

많을 것이나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분야를 설명하여 보자，

공급사슬관리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 중 하나는 공급업자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공
급업자를 회사의 공급사슬 내에 어느 정도까지 내부화 시켜야 하는지，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 시스댐을 제공해야 하는지， 한 부품에 대한 공급업자

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동은 공급사슬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의사
결정이다 (Klotz

and Chatterjee , 1995: Magretta , 1998: Austin , 1999: Eppen and

]yer , 1997: Denyas , et al., 1997: Parler and Weng , 1997)

또한 불확실성 의 관리 ,

즉 공급사슬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확실성은 공급사슬 내부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공급사슬의 위험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의 효과적 관리여부가 공급사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Kumar , et al.. 1995: Park , et al.. 2000)
공급사슬 내에서는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뿐 아니라 정보의 흐름도 이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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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의 흐름과 관련하여 물류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공급사슬 관리

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동신 기술의 적절한 선택 빛 활용이 의
사결정의

효율성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CSrinivasan.

Seidmann. 1995)

et a l.. 1994; Wang and

공급사슬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또한 필요하다

즉. 효율적

공급사슬관리를 통한 기업 경쟁력의 제고가 요구되며， 어떠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는 기업의 능력과 시장 상황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사슬에 참가하는 여러 참가자들이 시스뱀 전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계별 성과측정 시스범의 개발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는 이
러한 시스뱀을 갖춘 기업은 오히려 희귀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성과측정 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들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VII

공급사슬의 효율적 설계와 운영방안

공급사슬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요히려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환경에 따라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사려 된다

그렇지만 효율적 공급사슬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며.이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

급사슬의 효율적 설계와 운영에 있어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왼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스템 목표를 명확히 정의한다.
공급사슬의 효율적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의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여 각 단

계가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조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스뱀 내의 구성원들에게 시스범 전체의
목표와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스뱀 목표의 공유는 시스뱀의 구성원

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미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예방하여 주며 공급사슬 전체의
통합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공급사슬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공급사슬 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공급사슬관리를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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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주기나 수송량의

불확실성은 공급업자와 생산업자， 소비자 모두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를 위해서는

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Risk- Pooling"을

통해 시스댐과 관련된 불확

Risk- Pooling은 시스템 내에 분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하

나의 그릇에 모음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 예로 통적 재고할당정책이나 동적 배탈경로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배달 트럭
이 미리 할당량과 배달 경로를 지시 받고 중앙창고를 출발하여 단순히 주어진 스케율에 따라
배달만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배달하는 동안에도 각 소매상의 재고 상황이 동적으

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각각의 소매상은 자신의 입장에서 재고가 남거나

부족한 경우 발생할 재고비용을 고려하여 미리 주문을 할 것이다‘ 이는 소매상의 개별비용을
최소화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소매상과 생산자의 재고

부족비용과 재고 유지비용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당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배달하

는 동안의 변화하는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최적안을 구해야 한다

배달트럭이

각 소매상에 도달하여 그 소매상과 앞으로 방문할 소매상들의 재고수준에 대한 정보를 이용
하여 그 때 그 때 할당량을 정하는 것을 동적 재고할당 (dynamic
다 (Kumar.

et al. 1995).

로 방문할 소매상들의

allocation) 정책이라 한

또， 배달트럭이 중앙창고나 소매상을 떠나면서 실시간으로 앞으

재고 수준을 고려하여

(dynamic delivery routing)

방문 순서를 정하는 방식을 동적

정책이라 한다 (Park.

et a l.. 2000)

배달경로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

하연 시스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비용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급사슬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최종 제풍의 조립을 지연시켜 다양한 고
객의 주문 사양에 반응하거나， 생산 공정을 유연하게 유지하여 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을 들

수 있다 (Lee

and Tang. 1997: Feitzinger and Lee. 1997: Flaherty. 1996)

이탈리

아의 스포츠 의류 제조업체인 Benetton의 경우 옷을 완성시킨 후 색상 별 주문량에 따라 염

색을 하는 방식으로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 지는 최종 제품의 조립을 지연시킨다

특히 전세

계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각국의 특수한 주문 내용이

반영된 제풍을 미리 생산하는 것은 재고비용과 수요예측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
므로，

특수한 사양에 관련된 공정은 주문 후로 미루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방식을 사

용하면 비록 관련 생산원가는 증가하더라도 재고를 줄이고 유연성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gnorelli.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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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공급사슬관리를 위해서는 공급사슬 내부에서 여러

방향으로 흐르는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울적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Wal-Mart나 ToysRus 는 재고를 정보로 대체한다는

개념을 도입하여. EDI 나 인공위성을 통해 하위 단계의 수요 및 재고 정보를 모든 단계가 공

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고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요에 대한 반응시간을

최소화하였다 (Y offie and Gi nns 1993 ‘ Yoffie and George 1998)
공급사슬관리를 위해

SCM

i2 Technology. Manugistics. Peoplesoft. SAP 등이 공급하는

package 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초기의

SCM

솔루션을에서 한 단계 진보

한 이들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수익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공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다양하고 자세한 선택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이 공정을 설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최대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들

SCM

솔루션

들은 네트워크 설계， 통제 및 관리， 정보의 공유， 판매 및 영업관리， 수요예측， 주문계획 및 관

랴. 재고관리， 생산계획， 물류추적，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ATP(available-to-promise) 의
추정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 ),

공금사슬 기능연결 인트라넷
판매와 촉진

소비자 서비스

회계와 재무

수송과 분배

공급사슬 내부에는 마케팅， 원자재 관리， 생산， 유통 등의 독립된 기능들이 있지만 최신 기
술을 활용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러한 공정을 통합하고 위의 〈그림 4> 와 같이 공급사슬

내의

인트라넷을 통하여 정보의 흐름을 공유하는 능력이 바로 공급사슬관리를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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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유와 통합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간 협동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있어 부서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며. 의사결정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 이익은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시스탱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요에 대한 반응시간을 최소화 한다

Benetton은 연간 약 5000만 점의 의류를 QR(quick response) 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
에 유통시키고 있다 Benetton은 자기 회사 경쟁력의 원천을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
할 수 있는 생산/분배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데에서 찾고있다 (Robeson. et a! .. 1994)

QR은 생산， 보관， 마케팅， 판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시장에 대한 반응의 속도를 극대화
하여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Benetton은 "Advanced Logistics"라고 부

르는 통합적 생산/분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소매상이 컴퓨터로 이탈리
아에 위치한 본사에 주문을 하면 주문된 제품을 바로 생산하여 4주 이내에 소매상에게 배달
되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위해 3천만 탈러 이상의 자금을 들여 이탈리아에 거대한
분배센터를 건설하였으며， 모든 주문과 작업지시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주문한 제품을 바코드가 부착된 박스에 포장하여 처리함으로써 시간낭비와 오류발생 가능성
을 제거하였다 Benctton은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생산/분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충족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비용의 절감과

고객에 대한 높은 서비스 수준을 통시에 만족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

급사슬의 요건임을 생각할 때， 수요에 대한 반응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급사슬을 설계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부구조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라

효율적 공급사슬이 설계되기 위해서는 미리 하부구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수행하며 미래
확장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대형 할인 유통점들의 전통적 점포업지방식은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할인점을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가
장 효율적인 물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할인 유통접 시장에서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Wal-Mart의 경우 초기에 점포의 수를 늘리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 Wal-Mart는 물류를 먼저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가 늘어날 만한 지역

에 비교적 넓은 지역 단위로 지역분배센터(Regional Distribution Center) 를 먼저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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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주위에 소매점포를 위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급사슬관리의 전략적 가치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은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 많이 들었으나 오늘날에는 가장 효율적인 분배 시스템을 소유한 기업이 될 수

있었으며， 이것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 utsourcing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outsourc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
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과

외부

기엽의

자원을

결합하여야

한다

기업이

outsourcing을 선택하는 이유는 스스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였던

Dell

예를 들어. 사엽 초기부터 outsourcing을 활용하

Computer는 1994 년 투자비용 1 달러 당 50 달러의 수익을 낸 반면. IBM은 고

정투자비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l 달러

당 3.5 달러

sourcmg 을 활용하는 것은 비용 때문만은 아니다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다

기업이

out

outsourcing을 함으로써 기업의 역량을

핵심적 경쟁요소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의 좋은 능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험이 분
산되는 이점이 있다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고정비가 줄어들어 자금의 유

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 내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연，

Ford 자동차사의 하나의 제품라인의 하나인 Saturn의 경우 Ryder Trucks 에게. National
Semicond uctor 와 Laura

Ashley의

sourcmg하고 있다 (Loveman
outsourcing의

경우는

Federal

Express 에게

수송부분을

out-

and Anthony. 1993)

대상이 되는 기능을 선택할 때에는， 기업의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나 추가적 자본투자의 규모가 큰 것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보다 외
부의

기업이

더

잘 할 수

(General Motors)
력이

충분히

Schneider

있는 것인가의

기준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GM

사가 대체부품 분배 시스댐의 설계와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본과 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능을 미국의

최대 물류전문회사 중의

하나인

사에 outsourcmg 한 것은 이러한 기준 사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V1ß. 걸

어

이상에서 공급사슬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급사슬의 효율적 설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 공급사슬관리와

공적 기업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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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관리의 근본은 공급사슬에 속한 조직들간의 조정을 통한 통합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았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경쟁의 심화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이러
한 조직간 협동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다수 기업의 성공적 사례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급사슬관리에 대해 실질적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 기업들
이 거래나 정보 교환을 온라인 상에서 처리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사슬관리의 효율
성이 혁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

될 것이라고 믿어지며，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네 가지의 모든 차
원(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유연성)에서 높일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냥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현재까지 기업들의 공급사슬관리 실행 상황을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조직 구성원들의 사
고방식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직 또는 부서 간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풍토가 자리를 잡지 못하였고， 정보를 공유한다

하더라고 협동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이러한 현실에서는 아무리 좋은 공급사슬 솔루션을 도입한다 하

여도 통합적인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 공급사슬의 설계와 운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직 또

는 부서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 선행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시간적 경제적 투자가 펼수적이라고 하겠다

앞

에서 효율적 공급사슬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점으로서 시장에 대한 신속한 반응과 시장과 기

술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는 공급사슬 구성요소 중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변화를 신속히
감지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경영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급사슬 솔루션이나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이러한 하부
구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하여야 한다
공급사슬관리의 개념은 그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학계와 기업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

고 아직도 그 시작 단계에 있는 분야이다

공급사슬관리의 미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고 할 수 있으며 산학 간에 협력에 의해서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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