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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통합구조의 설립에 관한 연구
박 상 욱**
김 수 욱**

이 연구의 목적은 공급사슬통합이 의미하는 바를 규정하고, 이러한 의미를 기반으로 완성된 공급사슬
통합구조 구축의 전제단계로서 공급사슬 통합의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인 공급사슬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합 아
키텍쳐 구축이라는 향후 연구프로젝트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공급사슬통합의 대상이 되는
6가지 프로세스들(전략통합, 물류통합, 성과측정통합, 자원통합, 조직통합, 정보기술통합)의 의미와 중
요성을 소개하고 각 통합 프로세스의 핵심 운영요인들을 관련문헌에 근거하여 분석,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 서 론
최근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는 학계와 실무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급사슬관리에서는 구조적, 기반적 프로세스와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데, 이는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완제품을 고객과
시장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가치와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Allied Signal
의 자재담당 부사장인 John Gossman은 공급사슬관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경쟁은 더 이상 기업 대 기업 차원이 아니라, 공급사슬 대
공급사슬로 이루어지고 있다.”
[Vickery, 199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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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관리에서는 기업 내부의 기능(마케팅, 상품 개발, 생산 등)을 밀접하게 통
합하고, 이를 원료 공급자, 고객, 그 밖의 공급사슬의 다른 구성원과 같은 외부 기능
에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공급사슬 통합은 복잡한 과정
을 거친다. 통합 전략은 공급업자부터 최종 고객까지 이르는 원재료와 제품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내부 부서 뿐만 아니라 외부의 서로 다른 조직들을 포함
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하고,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자, 생산자, 판매자, 고객의 새로
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고객은 새로운 서비스와 가격체계의 효용을 이해해야
하고, 제휴 파트너들은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컴퓨터 시스템, 유
통센터, 공장, 지원조직과 같은 기반 시설을 신설 또는 재구성할 필요도 있다.
Levi(2000)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품 가치 상승, 시장 접근성, 생산성 향상, 기술
력 발전, 전략적 성장, 조직관리기능 강화, 재정적 건전성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에서 설명한 전략적 제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공급사슬 통합이
전략적 제휴의 전형적인 형태임을 고려할 때, 그러한 주장은 공급사슬 통합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Armistead and
Mape(1993)는 영국 38개 기업의 경영자 조사를 통해 공급사슬의 통합 정도에 따라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됨을 보인 바 있다. 또한 Narasimhan and Jayaram(1998)은 공급
사슬 결합의 실증적인 증명을 통해 자원조달과 생산목표 달성의 상관관계를 밝힘으
로써 공급사슬 통합이 고객 대응과 생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뿐
만 아니라 Johnson(1999)은 산업 장비 판매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략적 통합이 기
업에 경제적인 보상을 준다는 것을 보이기도 하였다.
비록 과거의 연구들이 공급사슬 통합의 필요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제안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많은 회
사들이 효율적인 공급사슬 통합을 시도하고, 시스템적으로 공급사슬 통합전략을 수
행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성공적으로 공급사슬을 통합한 기업은 거의 없었으며, 또한
공급사슬 통합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에 대한 의견 일치 조차도 이루지 못했다. 또
한 최근의 학술적, 실용적 저널에 공급사슬 통합에 관한 글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공
급사슬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거나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는 연구는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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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상에 대한 바람직한 의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Bozarth
and McDermott, 1998]. 첫째, 규정된 의미는 특정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일반화된
지지 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Doty and Glick, 1994]. 둘째, 규정된 의미가 특정한
이론적 주장을 대표하는 1차원적 구조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Miller, 1996]. 셋째,
규정된 의미가 조직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실험이 가능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급사슬통합이 의미하는 바를 규정하고, 이러한 의미를 기
반으로 완성된 공급사슬 통합구조 구축의 전제단계로서 공급사슬통합의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인 공급사슬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합 아키텍쳐 구축이라는 향
후 연구프로젝트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다.

II. 공급사슬 통합체계의 요소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급사슬 통합은 기업들의 활동, 기능, 프로세스, 입지 등을 통
합함으로써 기업과 고객, 공급자, 공급사슬 내의 다른 구성원들을 연결해 준다. 일반
적으로 이러한 통합은 공급자와의 전통적, 단기적, 갈등적 관계가 협력적, 장기적, 전
략적 제휴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공급사슬 통합의 목적은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공급사슬 구조의 효율성
과 효과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Morash and Clinton, 1998].
실제로 공급사슬 통합에 대한 과거의 연구는 주로 공급사슬 구조 자체의 효용과 중
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Morash and Clinton(1998)은 공급사슬 통합이 세 가지
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공급사슬 구성원 사이의 관계[Stevens, 1989;
Narasimhan and Jayaram, 1998], 기업 내부의 기능적 통합, 그리고 외부의 공급자, 고
객과의 조직적인 통합이다. 또한 Bowersox(1989)는 공급사슬 통합 프로세스가 내부
적 물류의 통합에서 고객, 공급자와의 통합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내부적 통합은 내부 물류기능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서, 외부적 통합은 공급자,
고객과의 정보 공유와 전략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Stevens
(1989), Byrne and Markham(1991), Hewitt(1994)는 내부적 공급사슬 통합 단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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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능 향상이 외부적 공급사슬 통합 단계의 공급자, 고객과의 연결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Bowersox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과거의 연구가 단계적 공급사슬 통합의 필요와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이론적 제안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사슬 통합에 실패하였고, 특히 공급자나 고객과의 외부적 통합
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론적 제안과 실제 수행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
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공급사슬 통합의 각 단계에서 무엇이 통합되
어야 하는가?”
라는 연구 과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어떠한 통합 프로세
스를 따라야 하며, 그 중 무엇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이론
과 실제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급사슬 통합의 프로세스와
수행의 선후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공급사슬 통합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Lambert(1998)는 위의 주장을 뒷받침 했는데, 그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 가
지 요소의 조합으로 공급사슬 통합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그림 1]에 제시된 공
급사슬구조, 공급사슬 사업 프로세스, 공급사슬 관리 요소이다. 우선 공급사슬구조는
공급사슬 구성원간의 결합과 구성원 네트워크이고, 공급사슬 프로세스는 통합을 통
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지닌 특정 산출물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관
리 요소는 경영상의 변수들인데 이 변수들을 통해 공급사슬의 사업 프로세스가 통합
되고 관리된다. 결론적으로 Lambert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조합이 공급사슬 통합의

공급사슬구조
프로세스를 연결할 핵심
구성원은 누구인가?

공급사슬 프로세스

관리요소

어떤 프로세스를 구성원과

각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로

연결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그림 1] 공급사슬 통합 체계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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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사슬 통합의 실현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 동안 강조되어
왔던 공급사슬 구조 자체의 효용과 중요성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 통합 프로세스와 공
급사슬 구조에 대한 특정 관리 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또한 위에서 제
시한 세 가지 요소의 효과적인 결합에 기반을 둔 공급사슬 통합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공급사슬관리의 실행에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우
선 서로 연결이 필요한 공급사슬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이
구성원들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일, 끝으로 각각의 프로세스
연결에 어느 정도의 통합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공급사슬관
리의 목적은 최종 고객을 포함한 전체 공급사슬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공급사슬 통합과 재구성은 공급
사슬 구성원 전체의 효율성과 효용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III. 공급사슬구조
공급사슬의 세 가지 구조적 차원은 공급사슬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수평적 구조(horizontal structure), 수직적 구조(vertical structure),
그리고 공급사슬의 중심기업(focal company)의 수평적 위치이다.
수평적 구조는 공급사슬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인도
까지 공급사슬이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Hoekstra and Romme,
1991; Jones et al., 1997]. 공급사슬은 많은 단계로 이루어져 길 수도 있고, 적은 단계
로 이루어져 짧을 수도 있다. Forrester(1961)는 원재료 공급자, 생산자, 완제품 창고,
도매, 소매로 이루어진 다섯 단계의 전형적인 공급사슬 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공급사슬의 다섯 단계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과 휴리스틱 같은 표준적인
모델링 기법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수직적 구조는 각 단계에 속해 있는 공급자나 고객의 수를 뜻한다. 기업은 각 단계
에 소수의 구성원을 가진 협소한 수직적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각 단계에 많은 수의
구성원을 가진 넓은 수직적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수직적 공급사슬 다각화(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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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diversification)는 추가적인 공급사슬을 규정하는 공급사슬의 폭을 의미하
는데, 이는 직접적인 공급자와 고객 이외에 추가적인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확장한 공
급사슬이다[Bakos, 1991]. 이는 거래선의 다각화(diversification of transaction line)와
판매 네트워크의 확장(the expansion of distribution network)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Anderson and Coughlan, 1987; Cespedes, 1988; Atwong and
Rosenbloom, 1995; Lassar and Kerr, 1996]. 공급사슬 다각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
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속에서 채찍 효과, 즉 수요의 증폭이 공급사슬 구성원의
수와 거래선 다각화에 의해 특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Wikner et al., 1991; Towell et
al., 1992; Disney et al., 1997; Jones et al., 1997].
세 번째는 공급사슬 안에서 중심 기업의 수평적 위치이다. Christoper(1992)가 주문
투입 시점(order penetration point) 혹은 반응 시점(response point)이라고 정의한 이러
한 위치는 고객의 주문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수
요예측에 의한 생산계획과 고객 주문에 의한 필요량이 서로 만나게 된다 [Hoekstra
and Romme, 1991; Jones et al., 1997]. 기업은 공급사슬 상에서 원료 공급 근처의 초
기 단계에 위치할 수도 있고, 최종 고객 근처에 위치할 수도 있다. 혹은 이러한 두 지
점의 사이에 위치할 수도 있다. 공급사슬의 반응 시점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고, 이는 포지셔닝 전략이라 하여 핵심 생산전략으로 여겨져 왔다
[Krajewski and Ritzman, 2000]. Krajewski and Ritzman(2000)은 포지셔닝 전략을 재고
생산전략(make-to-stock strategy), 주문조립전략(assemble-to-order strategy), 그리고 주
문생산전략(make-to-order strategy)로 구분했다. 이에 반해 Hoekstra and Romme
(1991)는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재고생산출하전략(make and ship-to-stock strategy),
재고생산전략(make-to-stock strategy), 주문조립전략(assemble-to-order strategy), 주문
생산전략(make-to-order strategy), 그리고 주문구매생산전략(purchase and make-toorder strategy)으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최적 반응 시점은 제품의 특성, 상품 전략,
그리고 관련된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Hoekstra and Romme,
1991; Macbeth and Ferguson, 1994; Jones et al., 1997].
위에서 제시한 구조적 변수의 서로 다른 조합 또한 가능하다. 즉 공급자 측면에서
협소하고 긴 구조가 고객 차원에서 넓고 짧은 구조와 결합될 수 있다. 공급자, 고객
수의 변화는 공급사슬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다수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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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일 공급자로 바꾸었다면 공급사슬은 좁아진다. 물류, 제조, 마케팅 혹은 상품
개발 활동의 외부 조달은 공급사슬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예이다. 그것
은 공급사슬의 길이나 폭을 증가시킬 것이고, 마찬가지로 공급사슬 네트워크의 중심
기업(focal company)의 수평적 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Lambert et al., 1998].

IV. 공급사슬 통합 프로세스와 관리 요소
공급사슬 통합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규정과 관리이다. 프로세스란 기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사슬 통합을 달성
하기 위해 구성된 활동의 체계이다. 프로세스는 최종 고객과 제품 흐름, 정보 흐름,
현금 흐름, 지식 흐름의 역동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디자인된다[Spens and Bask,
2002]. 기업이 공급사슬 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몇몇 주요한 프로세스들이 규
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이 연구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공급사슬 통합
에 중요한 기업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전략 통합(strategy integration)
�물류 통합(logistics integration)
�성과측정 통합(metrics integration)
�인적 자원 통합(human resource integration)
�조직 통합(organizational integration)
�정보기술 통합(information technology integration)

전략 통합(strategy integration)
몇몇 기업들은 파트너와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제휴를 시
도한다. 또한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발휘해야 할지 모르는 기
업이 있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찾고자 하는 기업도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의 기업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 월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
신의 입지와 그들 고유의 추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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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다[Fuchs et al., 2000].
전략적 통합에 도움을 주는 기업간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략 통합에 의한 기
업의 성공을 이해할 수 있다. 이 특징은 의존성(dependence), 유연성(flexibility), 관계
의 속성(quality of the relationship), 그리고 관계가 지속된다는 관점 하에서 현재의 관
계(relationship’s temporal dimension) 등이다. 의존성은 필수적으로 전략적 통합에 대
한 바탕을 마련한다. 기업간 관계에서 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두고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도입하기 위해 경제적 교환활동을 하게 된다[Gundlash and Cadotte,
1994]. 기업들은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에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파트너 기업들을 받
아들이게 된다[Heide, 1994; Noordewier et al., 1990]. 기업들이 파트너에 대해서 유
연함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 내재적으로 선의의 의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와 전념에 기반을 둔 높은 수준의 기업간 관계는 또한 전략적 통합에
도움을 준다[Dwyer and Oh, 1987; Johnson et al., 1993; Kumar et al., 1995]. 기업이
파트너를 신뢰하고 상호간의 공정한 대우를 믿을 수 있을 때, 기업은 그 관계를 전략
적 자산 혹은 전략적 도구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기대는
파트너 기업과의 전략적 통합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전략적 통합을 위해서는 파트너
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만 해당하는 고유한 투자가 요구되는데[Johnston and
Lawrence, 1988; Konsynski and McFarlan, 1990; Larson, 1992], 그러한 투자는 그 관
계에만 한정되는 특이성(asset specificity)이 있으므로 다른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에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트너 기업 사이에는 최적의 전략적 통합을 위한 투
자 이전에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같은 이유에서 오
래 지속된 관계는 전략적 통합을 장려한다고도 볼 수 있다(Anderson and Weitz, 1989;
Doney and Cannon, 1997; Johnson, 1999]. 위에서 제시한 특징 뿐만 아니라 파트너와
의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중심기업의 목적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서 기업간 관계에 있어서 중심기업의 목적이 유사성의 추구(파트너가 중심기업의 전
략적 능력을 강화)인지 아니면 보완성의 추구(파트너의 고유한 능력과 자원으로 중
심기업에 기여)인지에 따라서 전략 통합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Johnson et al.,
1996].
전략 통합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설
명될 수 있는데, 이는 관리적/행태적 요소(managerial and behavioral components)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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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기술적 요소(physical and technical components)이다. 기업 내에 기능적 영역의
조직을 만들고, 외부 공급자나 고객의 대표 조직을 만들어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관리적/행태적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중심기업의 관
리자가 의장을 맡고, 공급사슬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책임을 지며, 공급사슬의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Krajewski and Ritzman, 2002].
비록 조정된 계획과 활동, 관리 시스템이 공급사슬 물류 통합의 전제 조건이지만, 성
공적 운영과 전략적 조정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전체 관계 통합에 있어서 자신
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할 필요도 있다. 관계 통합을 위해서는 전
체 구성원 조직들의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구조, 체계, 평가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공급사슬 구성원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한 협력을 통해 전략적 계획 프로세스에서
공급사슬 구성원의 조기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중요한 공급사슬관리 결정에 있어
서 공급사슬 구성원들의 전략적 목표 통합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Wachter and
Muller-Camen, 2002]. 이 협력은 또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 재무적
결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계획과 운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

판매자
전략

중심기업
기업차원 전략
공급자

고객

전략

전략
기능차원 전략

운영 전략

[그림 2] 공급사슬 구성원의 전략적 목표 사이의 피드백 시스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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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공급사슬 구성원의 전략적 계획 사이에 물리적/기술적 관리
요소([그림 2])로서 자동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협력적 관점은 다양한 기업들의 기능적 운영을 통합 시스템으로 엮을
수 있는 효과적인 공급사슬구조를 형성하는데 핵심이 된다[Stank et al., 2001].

물류통합
성공적인 물류통합은 보다 효율적인 물류운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물류통합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원가절감을 달성해 왔다. 재고감소에 의한 이익, 짧아
진 납기, 고객만족의 증대 그리고 예측과 스케줄링에 있어서의 개선이라는 점들이 주
로 언급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의 대부분은 예시적이거나 기업특유의 것이다.
Kenderdine과 Larson(1994)은“현재의 경쟁상황은 전반적인 유통시스템에 걸쳐서 통
합된 물류운영을 필요로 한다.”
고 언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적인 기업들은
물류통합을 훨씬 더 넓은 범위로 보고 있다[Daugherty et al., 1996].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들에 있어서 전략적인 동인은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 납기단축, 전략적
제휴와 파트너십의 개발이라는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확장 전략들은
공급자에서부터 최종사용자까지 모든 채널의 참여자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한 이
유로 물류통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예측, 유통소요량계획, 생산계획, 자재소요계획,
재고관리, 구매, 보관 그리고 운송까지 전략적이고도 운영 가능한 광범위한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제조와 유통시스템의 통합은 실질적인 재고감소와, 궁극
적인 납기시간의 단축, 고객서비스의 증대 그리고 예측과 스케줄링 능력의 개선이라
는 중요한 유형의 실익을 창출한다.
물류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몇의 경영 요소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채널을
구성하는 모든 기관들을 통해 제품수요와 공급 사이에 관계를 확고히 해줄 컴퓨터를
통한 주문경영, 2) 채널 내의 각기 다른 교체마디에 위치한 제품의 활용을 보장하고,
세계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기능들 사이에
연속적이고 조직적인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에 의한 재고 운영과 통제, 3) 제
품들이 다른 기관이나 위치로 물리적인 이동을 할 때까지 제품들을 관리해주는 컴퓨
터에 의한 창고관리, 4) 제품의 수령과 발송에 이르는 내부적인 제품의 흐름과 관련
된 모든 자재관리, 5) 단일제품과 혼합된 제품, 또 생산공장 및 중앙과 지역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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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들 사이의 물류통합을 개선시키는 하위 집합의 자동화된 포장과 설비, 6) 생산자
가 공장, 중앙, 지역의 창고 그리고, 운송지점으로부터 운송 시 발생하는 최초의 총비
용을 줄일 수 있는 만적운송의 경영[Mauro and Valeria, 1996]

성과측정의 통합
통합측정시스템 역시 완전한 공급사슬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통합된 성과측정은
공급사슬의 많은 부분들을 측정하는데 기준을 제공한다. 좋은 측정기준과 강력한 시
스템은 올바른 행동을 취하고 월등한 결과를 창출하는 경영을 하도록 하는 적시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내부의 기능적인 영역의 경계와 외부의 공급사
슬 참여자들 사이의 성과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급사슬의 운영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
적으로 말하자면, 측정기준의 통합이라는 것은 자원에 대한 결정과 그 결과를 연계하
는 것, 그리고 그것의 관리를 설명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Everson, 2002].
성과 측정의 통합은 이루기 어렵기는 하지만, 기업들로 하여금 최종 고객의 만족을
위한 혁신적인 구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기도 한다. 특정한 기능들은 단순
이 전통적이며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보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기
여해야 한다. 이는 기능적인 운영자들이 총 물류비용의 감소라는 목표로 매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통합된 측정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공급사
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Stank
et al., 2001].

인적 자원 통합
공급사슬의 능력과 기업간 자원통합의 필요성 사이의 잘못된 이해는 많은 조직들
로 하여금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기술과 비조직적인 설계해법을 수행토록 오도하였
다. 자원통합의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사결정과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
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많은 고용인들은 그들의 일에서 개인수준으로 조직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생산적이며, 그들의 일에 만족하고 있다. 그
들은 종종‘스스로 시작하는 사람’
이라고 언급되어 지는데, 이들은 아주 동기부여가

42 經 � ,

37 卷 4

잘 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성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직은 성공적인 성과를 창
출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시되어진 개인들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통해서 개인들은 성공과 실패 모두에 대해서 동등한
의무감을 생각할 것이다[Duvall, 1999].
자원통합을 위한 경영요소로서, 직무책임, 성과평가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고려되
어질 필요가 있다. 이중 직무책임의 개념을 확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와 연
쇄과정 모두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프로세스와 전통적인 전술상의 구매 프로세스
역시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직무책임은 연계 기능 팀들 내의 조달의 역할을 확인한다.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의 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Carter et al., 2000]
직무책임은 개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팀의 측면 역시 촉진하여야 한다. 성과목
표가 설정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올바른 성과측정이 이
루어질 수 있고, 일관되고 정확한 결과 그리고 경영, 고객, 팀원 그리고 공급자들(내
부 혹은 외부)로부터의 프로세스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다.
성과평가는 다른 기능력인 영역들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구매
하는 개인이 외부기관의 수준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직원과 공급자 모두를
훈련시키는 것은 성공을 위해 필수불가결 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과 훈련은 가치기
반 경영의 적용전반에 걸쳐 계속적으로 필요 되어진다. 이러한 훈련은 다음과 같은 4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가치와 프로세스 경영의 개괄, 2) 연계기능 팀
들 내의 개인의 조달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훈련, 3) 컴퓨터 시스템, 전략
계획 그리고 문제해결기술, 통계적 공정관리의 훈련, 4) 커뮤니케이션, 목적수립 그
리고 실행회의와 같은 기술에 있어서의 팀 훈련
이러한 기초 위에, 경영자들과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들이 함께 기능의 전략적
인 가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직무책임감을 발전시키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적절
한 성과척도를 결정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피드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구조는
기능의 프로세스와 연쇄를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팀이나 개인들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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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통합
Bowersox, Closs 그리고 Helferich는 통합에 있어서의 공급사슬과 정보시스템의 역
할에 대한 토의에서 조직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Bowersox
(1986)는 통합되어진 공급사슬관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과 마케팅과 같은 독립
기능적 활동들이 우세한 전통적인 조직구조에서는 관찰되어지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급사슬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조
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SCM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별도의 사업부의 역할과 지위를 고려하여 조직구조가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급사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조직구조를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하지만, 공급사슬경영에 적절
한 단일의 조직구조를 제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별도의 위
치에 새로운 사업부를 둘 것이냐 아니면 공급사슬경영을 위해 새로운 사업부를 설립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미 존재하는 사업부들 중에 적당한 곳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별도의 새로운 사업부를 만드는 경우에도, 운영적
인 측면에서의 역할에 대한 결정과 새로운 공급사슬관리 부서와 현존하는 사업부 간
의 조직내의 계층구조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이 따라져야 한다. 그리고 각 기업
들의 다양한 산업적인 요인 혹은 환경적인 요인들 역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런 어
려운 점이 또한 조직 내에서의 공급사슬관리 부서의 지위를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며,
공급사슬관리 부서의 이런 불확실한 지위는 그들 사업부의 독립적이고 확고한 지위
를 가지는 생산이나 판매 사업부에서는 좀처럼 보여지지 않는 현상이다.
위에서 언급된 별도 공급사슬관리부서의 지위문제는 공급사슬통합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연구 의문을 제기한다. 첫번째 의문은 공급사슬통합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에
서 전략적인 공급사슬관리활동의 책임이 있는 별도의 부서의 존재와 지위에 관한 것
이다. 다시 말하면, 공급사슬통합의 관점에서 별도의 공급사슬관리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의문은 공급사슬관리 부서가 공급사
슬통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부서
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또 공급사슬 통합과 공급사슬
관리부서와 다른 기능적인 영역들과의 조직적인 관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연구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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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 통합
통합되어진 공급사슬관리를 위해 기업이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현존하는 물류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Goldhar and Lei,
1991; Sullivan, 1985]. 한 예로, 현재의 창고운영 하에서는 기업이 적시의 배달을 위
해 충분히 큰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공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통합공급사슬관리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급사슬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적정 재고수준을 알려주고, 창고의 공간을 감소시키며, 재
고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Kaeli, 1990; Shull, 1987; Kaplan, 1986]. 새로운 통합공급
사슬관리 시스템은 적당히 활용되어 진다면, 더 높은 제품품질수준, 생산성 증대, 효
율적 설비 활용, 공간축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류의 효율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Kaltwasser, 1990; Gross, 1984]. 더 나아가 지난 연구들은 기업들이 안정적이
고 지속적인 조달을 위해 그들의 공급자와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나 네트워크 관계를
설립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ilanus, 1997; Coleman et
al., 1995; Goldhar and Lei, 1991]. 결과적으로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의 도입과 활용은 품질을 증대 시키고, 배달소요시간을 단축시키며,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과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공급사슬관리의
지위를 강화시킨다[Huggins and Schmitt, 1995; Goldhar and Lei, 1991; Lalonde and
Masters, 1990; Kaeli, 1990; Kaltwasser, 1990].
Closs(1994)는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적용은 광범위하게 살펴봐져야
한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변화되기 위해 리엔지니어
링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은 경쟁우
위를 창조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현존하는
어플리케이션 역시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Daugherty
(1994)는 정보처리를 위한 대표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자료교환(EDI)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강조한 Porter와 Miller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녀는 EDI가 전
략적인 결합을 설립하는데 기초를 제공하지만, 그것의 기술적인 측면만 보자면 가치
사슬을 통해 전략적인 결합을 획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
본적인 EDI를 넘어선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략적인 결합을 획득하고 궁
극적으로는 차별화 된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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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급사슬통합 프로세스와 관리요소
통합절차

관리요소

전략통합 회사 내 각 기능 영역들의 대표자와 외부공급자의 대표자와

주석
Johnson et al. 1996

고객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발족

Krajewski/Ritzman 2002

공급사슬 멤버들의 전략계획 중 자동피드백 시스템 확립

Stank et al. 2001

물류통합 컴퓨터에 기반 한 주문관리
컴퓨터에 기반 한 재고운영과 통제

Gustin et al. 1994
Mauro/Valeria 1996

컴퓨터에 기반 한 창고관리
단일제품 혹은 혼합된 제품과 그들의 하위 집합들을 위한
최종라인의 자동화된 포장과 설비
성과측정 내부의 기능적인 영역의 경계와 외부의 공급사슬 참여자들

Everson 2002

통합

Stank et al. 2001

사이의 성과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적시 피드백 시스템

인적자원 직무책임의 명확화

Duvall 1999

통합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의 확립

Ellen 1996

내부 고용인과 공급자 양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Carter et al. 2000

1) 가치와 프로세스 운영의 개괄
2) 연계기능팀들 내에서의 조달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
훈련
3) 컴퓨터시스템, 전략계획, 통계적 공정관리를 포함한
문제해결기술의 훈련
4) 커뮤니케이션, 목표설정과 실행회의와 같은 기술에
있어서의 팀 훈련
조직통합 독립적인 공급사슬관리부서의 설립과 해당부서의 전략적

Bowersox et al. 1986

포지셔닝

Germain et al. 1989

책임의 강도와 공급사슬관리부서의 조직 내 공급사슬

Bowersox/Daugherty 1995

통합에 대한 권한
공급자와 고객에 대한 경계확장에 대한 통제
정보기술 효과적인 가치사슬활동의 하부구조의 설립을 제공하는

Closs 1994

통합

정보시스템의 활용

Daugherty 1994

개별 가치사슬활동의 물리적인 측면의 발전과 자동화에

Narasimhan/Kim 2001

초점을 맞춘 가치창조경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활용
기업 내외부의 가치사슬 활동간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물류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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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arasimhan and Kim(2001)은 공급사슬 통합을 위한 정보기술 어플리케이션
을 세 개의 주요한 이용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자동화와 개별 가치사슬 활동의 물리
적인 측면의 개선에 초점을 둔 가치창조경영을 위한 정보시스템활용(생산/공정관리,
재고/창고운영, 판매/가격관리, 고객서비스/고객관리); 기업 내외부의 가치사슬 활
동들 간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물류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활용(공장/창고 입지
선정, 자원운영, 주문처리, 유통/운송관리, 예측); 가치사슬 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하부구조의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활용(망 계획 및 설계시스템, 사무정보시
스템, 회계정보시스템). Closs와 Daugherty의 이러한 주장들을 정보기술에 기반 한
공급사슬 통합을 위한 현명하고 의미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실제로, 정보기술에 관한 과거 연구들은 주로 정보기술 그 자체에 관한 이용과 중
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공급사슬관리에 있어서의 정보기술의 도입은 초기에
는 사무적인 기능의 자동화에 제한된 것이었다. 정보시스템은 가치사슬을 지원하는
하부구조를 제공한다고 보아졌었고 그들은 제품의 경쟁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었
다. 기업들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이용은 고객들에
게는 주요한 방법이 아니라고 느껴졌었다. 그러나 경쟁의 강화로 인해 기업들은 정보
시스템을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보시스템을 활
용하기 시작했다[Rushton and Oxley, 1994; Williams et al., 1997]. 그러한 정보시스템
의 이용을 통하여 기업들은 서로 다른 영역들에 펼쳐져 있던 유사한 기능을 통합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활동들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고객들의 세분
화된 요구에 응대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강화했으며 제품들의 표준품질을 충족시
킬 수 있었다[Bardi et al., 1994; Carter and Narasimhan, 1995].

V. 결 론
공급사슬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통합과 조정이다. Hitt et al.(1997)은
다각화 전략과 같은 기업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업이 다각화 전략이 창
출해 내는 내부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관리할 조정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 조정역량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내부 주요 기능영역의 관리자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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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상호작용과 공급자 및 고객과의 효율적 외부거래를 이끈다. 결과적으로 기업
의 경쟁전략은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조정역량을 필요로 하
며 그런 의미에서 공급사슬통합은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결정적
인 역할을 한다. 공급사슬통합의 잠재적 혜택은 더 이상 간과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혜택은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구성 주체들 간 상호연계의 중요성이 인
식되어지고 또한 실제로 기업 경쟁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그러한 중요성이 반영되어
질 때 실현되어질 것이다[Stevens, 1989]. 즉, 공급사슬통합은 구성 주체들 간 단기적
이고 시장 거래적인 관계구조로부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제휴관계로의 전환을 이끌
며[Morash and Clinton, 1998], 공급사슬 내의 흩어져 있는 각 구성 주체들의 주요 활
동 영역들이 하나의 가상조직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사슬 네트
워크의 설계를 촉진한다.
이처럼 공급사슬통합의 중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사슬통
합의 구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업이 아니며, 공급사슬 외부의 환경과 공
급사슬 구성 주체들의 역량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야 한다[Stevens, 1989; Wikner et al., 1991; Bowersox and Closs, 1996]. 이를 위해서
는 체계적인 공급사슬통합을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프레임워크의 제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공급사슬통합 프로세스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통합
프로세스들간 관계구조가 공급사슬구조 및 각 통합 프로세스들의 구체적인 운영 요
인들과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구축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급사슬통합 프레임워크 구축의 시발점으로서 공급사슬
통합의 대상이 되는 6가지 프로세스들(전략통합, 물류통합, 성과측정통합, 자원통합,
조직통합, 정보기술통합)의 소개와 각 통합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경영
요인들에 대한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공급사슬통합 아키텍쳐의 구축을 구체화시키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과제들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첫째, 공
급사슬통합의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들 및 각 프로세스의 경영요인들, 그리고 공급사
슬구조 유형에 대한 좀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세분화
된 공급사슬통합 프로세스들간 구조적 관계, 그리고 이러한 통합 프로세스들간 관계
와 공급사슬구조와의 연계 형태에 대한 분석이 이어져야 한다. 또한 위의 관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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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급사슬관리 성과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간과되어질 수 없
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선도 기업들에 대한 사례
분석, 데이터 수집을 통한 관계구조 모형의 통계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는 본 연구
프로젝트가 앞으로 진행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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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ablishment of Supply Chain Integratio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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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meaning of the supply chain integration and to
determine the processes that are supposed to be included in supply chain integration and
managerial elements that are needed to manage each process theoretically. That builds the
framework for the future study on structuring desirable integration architecture for
systematic supply chain integration. This study introduces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6
processes (strategy integration, logistics integration, metrics integration, resource integration,
organizational integ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integration) that are included in supply
chain integration and brings up core managerial elements of each integration process on the
basis of reference.

Key Words: Supply chain integration processes, Supply chain structure, Management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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