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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LS has been a hot issue in the industry related to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strategic competitive advantage, especially in the field of logistics and 

manufacturing firms. Nonetheless, while there is an abundance of literature advocating the 

strategic role of the concept in the field of logistics and manufacturing firms,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lanning process to be applied to public administration sectors. This 

research conducts a case study on Firm C, which is one of the government institutes, 

investigating its planning processes for which CALS concept should be appli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ocument and interviews with the author, by applying information system 

planning and value chain models, this paper concludes that CALS concept can be successfully 

applied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s likewise industr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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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ALS는 1980년대 중반 점차 고도화되 

는 방위체계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 운 

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물류지원 

및 교육훈련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한 미국 국방성이 그 개 

념을 발전시키면서 태동하게 되었다. 

CALS는 한마디로 "조직에서 다루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CALS 표준에 의해 디지털 

화 하여 이들 정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유지하는 환경 

올 구축하는 것”이라고 폭 넓게 정의할 수 

있다[DOD, 1994][Magyar, 1994], CALS 개 

념은 초기의 "군수지원 전산화”(Computer 

Aided Logistics Support)개념에서 발전하 

여 조달'개념올 추가한 “무기체계 조달 및 

군수지원의 전산화” (Computer Aided 

Acquisition and Logistics Support) 로 발전 

하고, 다시 정부 기관으로 확산되어 수명 

주기 개념올 가미한 "조달 및 제품 수명주 

기 자원의 자동화”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개념으로 확대되었 

다. 이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인터넷 

의 둥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자 상거래를 

위해 통신에 의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광속의 전자상거래" (Commerce 

at Ught Speed)2]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김철환, 김규수, 1995], 이러한 개념 

올 대규모 공공 행정기관 조달 업무룔 수 

행하는 C 사의 정보화에 적용할 경우 C 

사는 제품의 조달행정 기간 단축, 제반 행 

정비용의 절감 및 제품 향상올 기대할 수

있올 것이다

CALS 개념 활용 면에서 볼 때 공공 기 

관에서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 

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1997년부 

터 모든 기업은 미국 정부에 물품올 납품 

할 때 CALS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DOD, 1994]. 한편 일본정부도 이미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개념 도입올 의무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미즈다 히로시, 1995]. 

민간 부문에서도 미국의 Boeing, GM, 

IBM, Ford 를 비롯하여 일본의 Honda, 

Toyota, Nissan 둥 대기업에서 CALS 도 

입올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Dofat, Randy, 

1994]. 우리 나라에서도 1996년 CALS/EC 

학회가 조직되어 이 개념올 본격적으로 보 

급하여 일부 대 기업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CALS Korea '94, 1994].

지금까지의 현황을 살펴 볼 때, CALS 

개념에 대한 이해는 제조업올 비롯하여 전 

분야에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 행 

정기관 업무에도 그 개념에 대한 관심은 

물론 실무 활용올 위한 추진계획이 진행중 

에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공 기관 정 

보화를 담당하는 많은 종사자들에게는 

CALS 체계 구현을 위한 계획올 수립하는 

데 참고할 만한 구체적 참조 모형 (Frame 

of Reference)0]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옹하여 최근 CALS 개 

념 적용에 대한 사례가 일부 발표되고 있 

기는 하나 기존의 사례들은 대부분 연구 

개발 및 제조업에 관련된 것[오재인, 1998] 

으로서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사례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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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계약 및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C 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 

제 적용을 위한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사 

례를 제시함으로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 

는 많은 현업 실무 요원들에게 참조 모형 

올 제공하고자 한다.

2. 기초이론 및 모형 연구

일반적으로 정보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수립된 계획을 

구현하는 과정올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 

체계 구축올 위한 계획과 이를 구현하는 

개발 과정은 서로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서, 정보체계 구축 

은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기본 전략, 조직이 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King, 

1978], CALS체계도 광의적으로는 기존의 

정보체계 개념 범주에 속하는 웅용체계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CALS를 정보체계의 

한 부분체계 개념으로 간주하여 체계 구현 

올 위한 계획 수립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2.1. 기존의 계획수립 모형

전술한 바와 같이 CALS 체계를 구현하 

려면 필연적으로 CALS의 대상이 되는 조 

직의 목표, 기본전략 및 특성을 분석한 후 

에 이에 맞는 CALS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성공적인 체계 구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정보체계 구현을 

위한 계획 수립 과정과 유사한 과정이다. 

정보체계에 대한 계획수립은 본질적으로 전 

체 조직의 전략군(Organizational Strategy 

Set)올 정보체계 전략군 (Information System 

Strategy Set)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ing, 1978], 이 과정을 간략히 그림 

으로 요약하면〈그림 1 ＞과 같다.

〈그림 1＞에서 조직의 사명 또는 임무 

라 함은 주로 조직이 무엇이며 존재 이유 

는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 문제에 대한 정 

의를 말한다. 이와 같이 조직의 사명이 정 

의되고 나면 조직의 목표가 설정되게 된다. 

조직의 목표는 그 조직이 장차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바람직한 위치 또는 목적지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는 경우에 따라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어떤 때는 개념적 

인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조직 

의 기본전략은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의 기본 방향올 말한다. 

이러한 기본 전략은 조직의 자원을 효과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내 모든 경영 

자들의 의사결정올 유도하는 지침이 된다. 

기타 조직 특성이라 함은 조직에서 정보체 

계 구축에 영향올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올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계획 수립 시에 

주요 고려요소로서 작용한다.

상기와 같은 조직의 전략군올 기초로 

하여 정보체계 전략군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게 되는더｝, 여기에는 체계의 목표, 

제약사항, 구축 전략 및 설계방향이 포함된 

다. 체계 목표란 정보체계가 제공하고자 하 

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 

따라서 체계 목표는 조직의 목표로부터 도 

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조직목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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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전략적 정보체계 계획수립 모형

훨씬 구체적인 형태로 정의된다. 체계 제약 

사항은 체계 설계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으로서 이의 규명올 바탕으로 효과적 

인 정보체계 계획올 수립하기 위한 정보라 

고 볼 수 있다. 체계 구축 전략 및 설계방 

향은 체계의 목표와 제약사항올 토대로 발 

전시키는 것으로 기본 방향올 조직의 목표 

와 기본전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정보체계 계획 

수립 과정은 조직 전략군으로부터 정보체 

계 전략군으로의 변환과정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이는 곧 조직 전략군의 규명단계와 

규명된 조직 전략군올 정보체계 전략군으 

로 변환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조직 전략군올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이해집단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일 

반적으로 조직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집 

단으로는 고객, 주주, 정부, 경영진, 일반 

대중 및 각종 관련 기관들이 포함되는데, 

일단 이러한 이해 집단들이 규명되면 이들 

이 특정 조직에 가지고 있는 이해가 무엇 

인지 파악이 가능흐｝•다. 이해 관계가 파악되 

면 이해 집단에 대한 조직의 대응목적과 

전략이 식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직의 

전략군올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직 

전략군을 정의한 후로는 여기에 최고 경영 

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보체계 전략군으 

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다음 단계는 전 단계에서 규명된 조직 

목표, 기본전략, 조직의 특성과 연계하여 

정보체계 목표, 제약사항, 구축전략 및 설 

계방향 설정이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완 

료되면 조직 전략군에서 정보체계 전략군 

으로의 변환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주로 정보체계 설계 담당자의 

경험과 지식올 바탕으로 한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획일적 지침설정이 어렵기 때 

문에 CALS 체계 추진에 관심올 가지고 있 

는 실무자들은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 기 

본 참조 모형올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전략적 정보체계 

계획 수립 분석 모형은 일견 단순 명쾌하 

고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실제 

CALS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 수립시에 

는 참조 모형으로서 활용하기에 매우 미흡 

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CALS체계의 목 

표를 도출하는 단계는 조직의 사명과 목표 

에서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으나 CALS 

추진상의 제약사항, 구축 전략 및 설계 방 

향 둥 기술과 연관된 업무 활동 내용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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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필요한 분야는 개념적인 조직의 전략 

군 만을 분석하여 도출하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CALS체계 설계에 직접 참고가 

될 제약사항이나 설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업무 활동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2.2. 업무활동 분석 모형

전술한 바와 같이 CALS체계 설계에 필 

요한 제약사항이나 설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업무활동 분석 방법으로서 본고에서 

는 포테Porter, 1985a] 의 가치 사슬 (Value 

Chain)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포터는 시 

장경쟁 구조하에서 기업들이 경쟁우위의 

원천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전략 

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그림 2＞와 

같은 가치 사슬(Value Chain) 모형을 제시 

한바 있다.

가치사슬 모형에서는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들올 가치를 부가하는 일련의 상호 연 

관된 활동들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가치 

활동(Value Activities)이라고 한다. 일반적 

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들은 경쟁 우위 

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조직에 비하여 보 

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차별화를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가치사슬 모형에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을 크게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으 

로 나눈다. 본원적 활동은 가치를 부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하는 활동을 말 

하며, 지원적 활동은 본원적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돕는 활동이다.

〈그림 2 ＞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산조 

직에서의 예를 들면 본원적 활동이란 원재 

료의 유입, 제품의 생산 활동, 산출 물류, 

고객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 그리고 판매 

후 서비스(A/S) 등 생산 조직의 기본적인 

업무를 말하고, 지원적 활동이란 이러한 활 

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의 제반 업무들, 즉 조직의 하부구조 

활동, 인사 및 인력관리를 비롯한 인적 자 

원관리, 기술 개발, 자재조달을 위한 구매 

활동 둥의 업무를 말한다.

이와 같이 가치사슬 모형은 조직의 업 

무활동을 분할하여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 

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기 

술의 활용성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다 

[Porter, Victor, 1985b], 일찍이 맥화란 

[McFarlan, McKenney, 1983] 도 정보체계 

구축 전략과 방향올 식별하는데 있어서 업 

무활동 분석올 실시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 CALS계획수립 통합모형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항에서 기술 

한 계획수립 모형과 가치사슬 모형을 통합 

하여 C사의 업무수행체계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모형을 제안하고 실제 사례 분석올 

통해 이의 활용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C 사는 비록 제조업무를 수행하는 조 

직은 아니지만 업무 성격올 기준으로 분석 

하여 볼 때 주임무인 계약 및 조달집행올 

위해 조달계획, 계약 및 사후관리 3개의 본 



78 한국CALS/EC학회지 제3권 제2호

원적 활동과 원가관리, 목록관리, 규격관리 

둥 5개의 지원적 활동으로 나누어 업무룔 

수행하고 있다. 이 두 활동을 포터의 가치 

사슬 모형에 근거하여 모형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치 사슬 모형은 업 

무 기능에 대한 분석에는 매우 유용한 모 

형으로서 활용 될 수 있으나 CALS체계의 

목표롤 도출하는데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 

반면 전략적 정보체계 계획 수립 모형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조직이 생존과 발전올 추구 

하기 위해서는 가치활동의 생산성올 높이 

고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데반포트［Davenport, Short, 

199이와 해메Hammer, Champy, 1993］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조직의 업무혁신 즉,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개 

념을 제안하였다. BPR개념은 "비용, 품질, 

속도 둥의 기업 핵심 요소를 극적으로 향

이

윤

추

구

통해서는 조직 전략군에 속해있는 속성들 

즉, 조직의 사명, 목표 둥을 분석함으로서 

CALS 목표와 제약사항은 어느 정도 명확 

히 도출할 수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이 강 

한 CALS 구축 전략과 설계방향 도출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모 

형올 통합하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올 할 

상시키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 

으로 다시 생각하여 완전히 새롭게 재 설 

계하는 것"이다［Hammer, Champy, 1993］.

C 사의 CALS체계 계획수립은 이러한 

BPR 개념을 함께 적용하면서 조직 전략군 

과 가치 활동 분석올 실시하고 CALS계획 

에 반영함으로서 CALS 도입이 단순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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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적 

활 동

지원적 

활 동

〈그림 3 > C 사의 가치사슬 모형

C 사 조직 하부 구조 활동

목록 및 규격 관리 활동

원가 관리 智동

기획 및 일반 행정 지원 활동

■
조달 집행 4 
계혹 수립

> 계약 및 집 j
업 무

고객에 대한

►

사후 관리

무 전산화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이러한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 

운 통합 모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사례 연구에서 

는 전술한 킹［King, 1978］의 전략적 정보체 

계 계획수립 모형과 포테Porter, 1984a］의 

가치사슬 모형의 제한점올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모형, 즉 상기 두 모형과 BPR 

개념올 통합한 'CALS 계획수립통합모 

형”（〈그림 4 >）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CALS 체계목표, 제약사항, 구 

축 및 설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CALS 추진시〈그림 4>에 나타난 통합 

모형올 적용하여 조직전략군과 가치활동 

즉 업무활동 분석을 한다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사용자 및 이해집단 

의 정보 소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 

게 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BPR 개념을 

적용한 시스템 구축전략과 설계방향을 비 

교적 쉽고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면 조달체계 선진화를 추구하 

는 C사의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록 및 규격관리의 디지탈화가 시급히 필 

요하다. 그러나 C사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볼 때 목록관리는 목록식별과에서 다수 인 

원에 의해 수（手） 작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비록 부분적으로 전산화는 되어 

있지만）, 규격관리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특정 품목 규격의 품명과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이의 수정 작 

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인터넷 웹 

（Web） 시스템과 전자 문서 시스템을 구축 

하여 활용한다면 인터넷을 통한 목록접수 

와 목록자료 발간을 한다든지 또는 규격이 

나 기술 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 많은 인력 

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수행하는 부서의 

통.폐합이 가능하여 조직의 BPR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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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CALS계획 수립 통합모형

4. 통합모형의 웅용사례

4.1. C사의 조직 전략군 분석

4.1.1. 이해집단 식별

C 사의 조직 전략군올 식별하기 위해서 

는 먼저 C 사 조직에 관련된 이해 집단 구 

조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어떤 조직의 

전략군 즉 조직의 지향 목표나 기본전략은 

그 조직과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 

에 영향올 받기 때문이다[King, 1978]. 전 

술한 바와 같이 어떤 조직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에는 서비스나 물품의 수요 

자와 공급자, 채권자, 주주, 정부, 조직 종 

사원, 경영진, 일반 고객 등이 포함된다. 이 

해 집단이 명확히 식별되어 정의되고 나면 

각 이해집단의 조직에 대한 바라는 바 즉, 

목적올 식별해야 된다. 이해 집단의 목적올 

파악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각 이해 집단에 

대한 조직의 대웅목표와 전략방향올 구체 

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이 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음 단계인 CALS 전 

략군으로의 변환과정에 들어갈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C 사의 내규집과 간부들 

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C 사의 이 

해 집단은 크게 1) 유관기관 그룹, 2) 각종 

정부 규정, 3) 고객 그룹, 4) 공급자 그룹, 

5) 경영진의 의지, 6) 조직의 기본 임무 및 

사명으로 나눌 수 있다[임무기능, 1994],

여기에서 우선 유관 기관으로서는 국세 

청, 관세청, 예산청, 은행 연합회, 시중의 

각 종 거래은행 등이 식별되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규정으로서는 

예산회계법, 각종 업무관련 훈령, 조달내규 

및 보안규칙이 식별되었다.

C사와 관련된 고객들은 크게 물품 및 서 

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정부의 각 기관, 일 

반 수요자를 들 수 있고, 고객에게 서비스 

나 물품을 납품하는 각종의 조달원들이 식 

별되었다. 또한 C 사의 기본 임무 및 사명 

은 1) 물품조달, 2) 각종시설 공사 계약, 3) 

물품의 표준화/규격화, 4) 각종 물품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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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 4 가지로서 조직 내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다[임무기능, 1994]. 이와 같 

이 이해집단의 이해관계를 파악한 후 이를 

종합하여 C 사의 조직 전략군 즉, C 사의 

목표, 기본전략, 조직 톡성올 식별하는 것 

이 다음 단계의 일이다.

4.1.2. 조직 목표 도출

C 사의 조직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C 

사의 경영진에 대한 면담 결과와 조직 내 

규 및 업무 성격을 분석하여 본 결과 조직 

목표 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다 

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고객들 

이 계약 및 입찰 행위시마다 일일이 C 사 

를 방문해야되는 번거로움, 필요시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자료, 각종 규정 및 근거가 

최신화 되어 있지 않아 즉시적인 조회 곤 

란, 조달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미흡으로 발생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 

용역의 부실 위험과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었다. 또한 최고 경영진의 입장에서도 조직 

의 기본 임무와 고객의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경영정보를 신속히 보고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불 

확실성이 중대되고 있는 둥 여러 가지 현 

체계에 대한 개선 사항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 사 

의 경영진은 조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우선 신뢰 

할 수 있는 조달원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둘째로는 적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로는 수요자에게 적 

정서비스 조건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와, 넷째로는 공급 물품을 적정량 확보 

하여 필요 납기와 장소에 조달하며, 마지막 

으로 조달행정을 자동화하여 사무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할 계획임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이를 요약하면, 1) 우수 조달원 확보, 

2) 고품질의 서비스 및 물품 확보, 3) 적정 

가격 및 서비스 조건 계약, 4) 적시, 적소 

에 적량 조달, 5) 사무행정 자동화에 의한 

조달체계 선진화로 나타낼 수 있다.

4.1.3. 기본 전략 및 조직 특성

전술한 5 가지 C 사의 조직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여 볼 때 다음 

과 같은 추진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첫 

째, 우수 조달원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지속적이며 정확한 조달원 관리가 요구 

되며, 고객과의 유기적 연계체계가 확립되 

어야 한다. 또한 최신의 조달 목록올 조달 

원에 제공하고, 납기 관리를 강화해주고 분 

야별 전문 인력올 배치하여 서비스를 강화 

하여야 한다. 둘째, 고품질 확보를 위해서 

도 지속적 조달원 관리, 최신의 조달 목록, 

분야별전문 인력 확보 등 유사한 전략이 

수행되어야 한다. 기타 셋째 적정 가격과 

서비스 조건 확보, 넷째, 적시 정량 조달, 

다섯째, 조달 행정 세계화 목표 달성올 위 

한 기본전략도 같은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다.

CALS 관점에서 파악한 C 사의 조직 

특성은 우선 대부분의 종사원이 고등교육 

을 받은 비교적 양질의 인적 자원으로 구 

성되어 있고, 1 인 1 대 수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어 윈도우 95 둥 PC 용 소프트 

웨어 사용 경험이 있다. 또한 업무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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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정보를 많이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지원이 없으면 수행 불가능하다 

는 사실올 잘 인식하고 있다. 경영진도 정 

보화만이 업무 능률 향상과 투명한 조달 

행정을 보장하고, 고객들의 신속한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 

식하고 있다. 그러나 IMF로 인한 가용 예 

산의 제한올 받아 대 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체계 운 

용올 담당할 전산 인력은 과거 코볼(Cobol) 

세대에 입사한 인원이 많아 신기술 수용에 

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 

정이다.

4.1.4. 조직 전략군 종합

전술한 분석올 종합하면 C 사의 조직 

목표, 기본 전략, 조직의 특성은 ＜ 그림 

5＞와 같이 요약, 종합 될 수 있다.

4.2. C사의 가치(업무) 卷동 분석

C 사의 CALS 전략군 도출올 위하여 C 

사의 조직 전략군 분석뿐 만 아니라〈그림 

4＞에 제시한 CALS 통합 계획 수립 모형 

과 가치사슬 모형에 근거하여 업무 활동을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하여 보면 조달 

CALS 체계에 대한 목표와 체계 설계시 유 

념해야 될 각종 제약 사항과 구축 전략 및 

설계 방향올 도출하여 낼 수 있다. 분석 결 

과를 하나 하나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4.2.1 본원적 활동

조 달집 행관리 : 조달집 행 관리 는 조달지 시, 

조달판단, 시설설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업 

무로서 여기에서 조달지시는 조달지시서 

접수 및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수요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하 

여 지시서를 접수하고 각종 참고 자료를 

통하여 조달 판단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 

는 기능으로 목록, 규격, 원가 등 지원 정 

보와 예산에 관련된 정보, 시설 설계도 등 

시설공사에 관한 정보 둥이 요구된다[조달 

관리, 1994].

계약관리 : 계약관리 업무는 수의 상담, 

절충협상, 오퍼 관리, 공고/입찰 및 계약 

업무룔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계약에 관련 

된 여러 가지 정보 즉, 가격 협상, 구매에 

필요한 오퍼 관련 사항, 입찰 및 낙찰 절차 

에 관한 정보, 계약서 및 계약 현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조달관리,1994].

사후 관리 : 사후관리는 진행관리, 대금지 

급 및 이력관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행관 

리는 조달원 둥과의 협조를 통해 계약된 

물량의 납지 및 납기 준수 여부를 확인하 

고, 물량의 납지 및 납기 준수 여부를 확인 

하는 단계이며 외자의 경우 L/C 등과 같은 

수입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단계로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가 필 

요하다[조달관리, 1994],

4.2.2. 지원적 활동

원가 관리 : 원가 관리는 크게 원가 산정, 

기준 설정, 원가 실적 자료 관리 3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원가 산정은 원가 

계산과에서 조달 판단서를 검토하고, 기초 

자료 수집과 실사확인올 거쳐 원가를 계산 

하여 예가를 건의하는 업무이고,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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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Objective, S： Strategy, A： Attribute의 약어

조 직 전 략 군

조직 목 표 기 본 전 략 조 직 특 성

S1： 지속적이고 정확한 조 A1： 양질의 종사원 확보

01： 우수 조달원 확보 달원 관리 A2： PC 보급양호, 인프라

02： 고품질의 서비스 및 S2： 고객과의 유기적 관계 부족

물품 확보 유지 A3： 경영진의 정보화 의지

03： 적정 가격 및 서비스 S3： 최신 조달목록 관리 양호

조건 계약 및 납기강화 A4： IMF로 인한 예산의

04： 적시,적소에 적량공급 S4：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제한

05： 조달체계 선진화 S5： 정보기술전략적 활용 A5： 기존 전산인력의 능력

S6： 최신 가격정보유지 미흡

〈그림 5 > C 사의 조직 전략군

은 원가 기준과에서 일반물자 제 비율, 방 

산 물자 감손율을 산정 전파하는 업무 및 

원가 관리과에서 원가 자료를 수집 전파하 

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가 

신속히 필요하다[원가관리, 1994],

목록관리 : 목록관리는 크게 검색/식별, 

목록자료관리, 발간, 통계현황 및 목록도구 

관리 5 가지 기능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검 

색/식별 업무는 목록 식별과에서 목록요청 

을 접수하여 품명, 목록자료 작성, 중복 검 

색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는 업무이고, 목록 

자료관리는 목록관리과에서 수요자에게 목 

록자료를 지원하거나 목록자료를 획득하여 

이를 수정 통보하는 업무이다. 또한 발간 

업무는 목록 운영과에서 목록자료, 목록 도 

구, 고유목록올 마이크로휘체(M/F)/테이프 

(M/T)로 발간하고 있으며, 목록 발간 체계 

에 의해 목록자료, 목록도구, 고유목록을 

발간한다. 목록도구관리 업무는 목록 체계 

과에서 목록협정국가로부터 목록도구 변동 

자료를 입수하여 수정 및 한글화하여 전파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통계현황은 목록관 

리과에서 품목관리통계, 목록화 작업 통계 

둥올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통계현황 체계에 의해 목록화 작업 통계 

등을 산출하는 업무로서 가장 먼저 전산화 

가 필요한 분야이다[목록관리, 1994],

규격관리 : 규격관리는 제정품목 선정, 규 

격 작성, 제정 심의/승인 및 규격자료 관리 

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품목 선정 업무는 

규격 실에서 각 과로부터 전달된 미 규격 

조달지시 품목으로부터 제정의뢰 받은 품 

목, 국산대체품목 둥을 대상으로 규격제정 

품목을 선정하는 업무이고, 규격작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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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규격실에서 규격자료를 수집하여 규격 

서와 규격 도면올 작성하는 업무이며, 제정 

심의/승인은 규격실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표준 심의회를 통해 제정올 숭인하는 업무 

로서 CALS 기본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업 

무이다[규격관리, 1994],

기훅 및 헹정관리 : 기획 및 행정 관리 

기능은 조달원 관리, 심사분석, 예산관리 

및 회계/결산 업무와 일반 행정올 지원하 

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조달원 관리 

는 조달원 둥록과 에서 조달원 등록, 추가, 

변경관리 둥올 수행하는 업무이고, 심사분 

석 업무는 기획과 주관으로 각 부서에서 

분기별 사업 계획에 대한 실적올 보고하는 

업무이다. 한편 예산관리는 예산 총괄과와 

통제과에서 조달 지시된 품목에 대한 사업 

별 예산올 배정, 할당, 집행 및 대조하는 

업무이고, 회계 및 결산 업무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자금관리, 지출관리, 세입관리, 유 

가증권관리, 세금계산서 관리 둥의 업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리는 주로 사무 행 

정 범주에 속하는 업무로서 행정실에서 담 

당하는 인사/급여관리, 예산관리 업무와 기 

타 법무, 감사 기능올 수행한다[조달관 

리,1994].

4.3. BPR 개념적용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사의 업무 

CALS화는 긍극적으로는 BPR올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부분 전산화에 의한 비능률적인 업무 수행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업무혁신올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과 인력올 

대폭 경량화 하여야 한다. 이를 조금 더 구 

체적으로 분석 열거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조달집행관리 : 그룹웨어(Groupware)를 

이용하여 관련 부서간 도면정보를 공유하 

고, CAD시스템올 도입하여 시설부에서 생 

성된 도면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통합DB에 저장하여 네트웤을 통해 

외부 시공업체에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 

로서 관련 부서 또는 조직의 업무혁신에 

기여할 수 있올 것이다.

게야관리 : 인터넷에 조달공고 및 입찰신 

청올 위한 웹(Web) 서버를 구축하여 다수 

의 조달원에게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초 

고속 정보통신망올 통한 전자 입찰체제를 

구축함으로서 계약관리의 혁신적인 선진화 

를 달성할 수 있올 것이다.

사후관리 : 조달상황 확인 시스템을 구축 

하여 조달원이나 운송업체의 홈페이지에 

조달 상황 조회페이지를 마련하면 일정 시 

간 간격으로 생산, 선적 등의 납품상황을 

갱신하여 수요자와 C사에서 상황올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원가관리 : 원가 산정 지원 시스템을 구 

축하여 원가담당부서의 업무 능률올 향상 

시키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원가 계산 

과 예가 산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 

다.

목록/규격관리/헹정지원업무 : 인터넷올 

이용한 목록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외 목록자료를 신속히 획득하고, 표준화된 

목록자료 발간시스템을 통해 발간과 수정 

이 용이하고 발간 주기를 단축시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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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사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자 조달과 관련된 각종 규 

격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획득하거나 교환 

하고 전자 문서시스템을 정착시켜 규격자 

료, 목록자료, 기술교범 둥을 필요시 인터 

넷을 통해 전파함으로서 업무혁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4.4. C사의 CALS 전략군 도출

4.4.1. CALS 목표 식별

전술한 바와 같이 C 사의 CALS 목표 

는 C 사의 조직 전략군에서 도출된 조직의 

목표, 기본 전략 및 조직 특성 및 업무 수 

행 활동 분석을 종합하여 도출 할 수 있다. 

즉 현재 및 미래에 C 사가 추구하는 목표 

가 무엇인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 무엇인지와 C 사 조직의 가치 

활동 즉, 업무 수행 활동을 분석하므로서 

앞으로 C 사가 지향해야 할 대략적인 

CALS 의 목표가 도출 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 사는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 확보, 고품질 유지, 적정 가격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를 적정 

량 조달하며 아울러 선진 행정을 구현함으 

로서 조달 행정올 한 차원 격상하려는 목 

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수행 활 

동을 분석하여 본 결과 원가, 목록, 규격, 

기획 관리 및 일반 행정 업무를 정보화 하 

여 생산성올 높이고, 본원적 활동인 조달 

집행 계획 수립과 계약 및 사후 관리에 최 

신의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화함 

으로서 고객,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고자 한다.

이상 전항에서 분석하여 도출된 조직 

전략군과 가치 사슬 상에서의 업무 활동 

기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결 

과 C 사의 CALS 목표는 크게 7가지로 요 

약될 수 있다.

C01. 최신 가격과 원가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 가격 및 서비스 제공,

C02. 실시간 조달 목록/규격 정보 제공을 통 

한 조달업무의 스트림라인(Streamline) 

화 달성,

C03. 각종 근거 및 규정에 대한 신속한 정 

보의 제공,

C04. 회계결산, 조달원 관리, 예산관리 둥 

에 대한 적시 정보 제공으로 관리회 

계 달성,

CO5. 조달 지시, 판단과 대금 지급, 이력관 

리, 납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즉시 

적인 정보 제공,

C06. 상담, 오퍼 관리 및 계약 절차(공고, 

입찰, 계약)를 선진화할 수 있는 온 

라인 정보제공,

C07. 유관 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 서비스 

향상올 위한 최신 정보 제공 둥이다.

*CO 는 CALS Objective 의 약어임

4.4.2. 체계 구축 제약 조건

조달 집행 단계에서의 현행 체계는 파 

일 체계로 전산화되어 있어 즉시 조회나 

데이터 반영이 곤란하다. 주요 문제점은 수 

요자별 코드체계가 상이하고, 조달지시 전 

달매체의 상이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재고 

번호가 상이한 품목이 과다하여 수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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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합적 시설도면 관리 전산화 미비로 외부 

시공업체와의 즉시적인 도면 정보교류가 

불가능하고 개별 부서별로 미미하게 운용 

되고 있다[조달업무분석, 1997].

계약관리 분야의 주요 문제점은 내자 

및 입찰정보에 대한 DB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공고매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수의 계 

약 품목이 과다하고 따라서 홍보의 제한으 

로 인한 기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외자 입찰 데이터의 수 작업 입 

력이 과다하여 이에 따른 업무 과중이 우 

려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수 작업 오 

퍼 수 발신 업무로 인하여 신속한 업무 처 

리가 어려운 실정이다[조달업무분석,1997].

사후관리 분야의 주요 문제점은 우선 

대외 기관과의 수 작업 문서 수발 과다로 

인한 업무 지연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 운송업체, 수요자, 보험사 둥 다수의 

기관을 상대로 많은 량의 문서룔 수발하고 

있어 수발 지연시 업무 지연 발생이 일어 

나고, 다 단계의 결재 절차로 인한 업무 과 

중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금 지불 

결재 둥의 다 단계별 결재 획득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시 결재 대기 발생이 빈번하다. 또 

한조달 완료된 사항에 대한 피드백 

(Feedback)이 미흡하며 조달 이력관리 기능 

이 미흡하여 추후 계약 추진시 참조 자료롤 

수 작업으로 취합함으로서 이로 인한 업무 

가 과중한 실정이다[조달업무분석, 1997],

한편 지원적 활동에 대한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면, 우선 원가관리 업 

무는 수 작업에 의한 원가 산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서 원가 산정 소요기간의 장기화 

로 인해 납기지연이 초래되며, 원가 담당관 

의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다. 또한 원가 산 

정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부족하고 원가 실 

적 자료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하여 반복적 

인 원가 산정 작업시 신속히 활용하기 곤 

란한 실정이다[조달감리보고, 1997],

목록관리 분야는 신뢰성 있는 목록 DB 

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고번호가 이 

중 부여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수요자 

와 재고번호가 불 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타 체계 지원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목록자료가 지원되지 않고 있 

으며, 목록자료 검색속도가 매우 늦어 현업 

사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업무 효 

율이 저하되며, 수요자의 목록 활용도가 매 

우 낮아 재고 번호가 누락된 조달 지시가 

많은 실정이다[조달감리보고, 1997],

규격관리 분야는 규격자료 구축이 미흡 

하여 타 체계에 영향올 주고 있는더】, 예를 

들면 규격의 품명과 목록의 품명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재고번호가 누락된 

규격품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규격 도면 

에 대한 관리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책자 

로 발간 이용되므로 대민 지원시 규격 열 

람 및 복사업무로 업무 부하가 가중되고 

있으며 대민 불평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조달감리보고, 1997].

기획관리 분야의 현 실태는 조달원 정 

보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예를 들면 파일 체계로 되어 있어 타 

DB 체계와 연동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원 정보가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 

율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미등록 우수업체 

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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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 작 

업에 의한 심사 분석자료의 산정으로 자료 

도출을 위해 현업 부서의 업무부하가 가중 

되고, 분석자료의 신속성, 정확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조달감리보고, 1997].

일반관리분야의 문제점은 행정업무의 

많은 부분이 수 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산관리의 체계화가 미 

흡하여 수 작업에 의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면 결재 대기시간의 낭비와 기타 

행정(자료실 운영, 출입통제 둥어】 소요되 

는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문서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각종 문서 검색시 과다한 

시간 소요와 보관 공간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조달감리보고, 1997].

조직 특성 면에서는 양질의 인적 교육 

자원, 1 인 1 대 수준의 컴퓨터가 보급 및 

윈도우 95 둥 PC 용 소프트웨어 사용 경 

험, 높은 컴퓨터의 필요성 인식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IMF로 인 

한 가용 예산의 제한, 정보체계 운용을 담 

당할 전산 인력의 노령화 둥 부정적인 요 

소도 내재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올 체계 구축상의 제약이라 

는 측면에서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CC1. 현재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계 

는 파일 체계로서 DB 체계로 전환 

필요,

CC2. 조달 집행, 목록 및 규격 체계에 코 

드 및 재고 번호 둥 기초 자료의 체 

계가 상이하여 에러 발생

CC3. 시설 도면 관리, 규격 관리 등을 위

한 최신 정보기술 소요

CC4. 수 작업 입력 및 수신, 발신 관행화 

의식 개선 요망

CC5. 원가, 목록, 규격, 조달원 관리 둥을 

위한 DB화와 각종 의사결정 모델링 

의 연계 필요

CC6. 문서 기안, 결재 및 송수신 둥올 자 

동화하여 신속한 문성 행정 체계 

전환 필요

CC7. 가용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대규모 

사업 동시 추진 곤란

CC9. 자체 체계 개발 및 운용 조직 미약으 

로 인해 아웃소싱(Outsourcing) 필요

* CC 는 CALS Cons计aint의 약어임

4.4.3. CALS구축전략 및 설계방향

업무 전산화 분야 : 앞에서 분석한 자료 

를 종합하여 볼 때 조달 집행, 계약 관리를 

위해서는 초고속 통신망, 공중 통신망, 인 

터넷을 이용한 전산망의 온-라인화가 이루 

어져야하며 파일 체계의 DB화, MIS의 구 

축 및 업체와의 도면 정보 교류를 위한 통 

합시설관리체계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계약관리를 위한 대책 

으로서 입찰 홍보가 공중 통신망, 인터넷을 

이용해 이루어져야 질 때 외부망 사용을 

규제하는 보안규정의 완화가 필요하고, 단 

기적으로는 입찰매체를 변경하고 장기적으 

로는 전자 입찰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EDI를 이용한 오퍼 수발 업무를 전산화하 

여야 한다.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수 발신 

업무의 전산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 메일을 이용한 전자결재 체계의 도입 



88 한국CALS/EC학회지 제3권 제2호

및 활용과 응용체계의 조달 이력관리 기능 

올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원가 산정제도의 

표준화와 체계적 원가산정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외부데이 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 

도록 체계를 구성하고, 원가 실적자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여야한다.

목록관리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목록 체 

계를 보완하고, 타 체계와의 유기적 연대와 

DB 튜닝 및 검색 기법올 보완하고 초고속 

국가망을 통한 최신 목록 자료제공이 필요 

하다

규격관리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규격관 

리체계를 전산화하고 관련 체계와 연동되 

도록 하여야 하며, 광화일체계 및 도면관리 

체계를 통하여 이미지 도면을 관리하고 초 

고속망을 통한 온라인 지원올 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통합 조 

달원 관리를 위한 DB 체계를 구축하고, 미 

등록 우수업체를 위한 DB롤 구축하며 외 

부 DB서비스를 활용하여야하며 MIS를 구 

축하여 심사분석 체계를 완성하여야한다. 

일반행정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사무자동화 

를 통한 그룹웨어 도입과 전자 결재 체계 

도입 및 광화일올 이용한 문서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한다.

또한 체계 통합 및 연계를 위해서 업무 

흐름과 데이터 흐름의 일체화와 데이터의 

공유 및 자동채집이 가능한 체계의 통합/ 

연계체제를 갖추어서 종이 없는 사무실의 

실현과 동시에 조직 역량의 강화와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용 예산의 제한을 받으므 

로 모든 업무를 동시에 CALS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으로 구축 설계 

는 통합체계로 하되 사업 추진은 연도별 

예산을 반영하여 축차적으로 추진하고, 자 

체 개발 및 운용 요원의 질 문제를 고려하 

여 외주 용역에 의한 개발 전략올 채택하 

여야 할 것이다.

기반체계 및 환경 분야 : CALS 시스템 

이 완성되어도 기반체계가 뒷받침 되지 않 

고서는 운용 단계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 설계시 소프트 

웨어와 함께 하드웨어 면에서도 동시에 고 

려가 되어야 한다. 현 실태를 분석해 볼 때 

주 전산기(TICOM)는 체계의 불안정으로 

유지 보수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진 

부화 장비 및 공급업체의 지원 미비로 인 

하여 사용치 않는 장비들이 발생하고 있고, 

개발 운영 환경 면에서도 컴퓨팅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 응용체계 및 향후 

개발 웅용프로그램들에 대한 전환/환경 투 

자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DBMS는 이질적 

인 DBMS환경의 사용, 응용체계간 실시간 

연계의 불가 및 DB 운용관리체계의 표준 

부재 등으로 인한 자료의 중복관리와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있다.

네트워크 면에서 현행 네트워크 구성 

형태는 10Base5 이더넷으로 비교적 안정되 

게 구성되어 있으나 데이터 트래픽 

(Traffic)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아 LAN상 

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연시키는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초고속국가정보 

통신망에 접속하여 멀티미디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네트워크 구성이 적합하 

지 않으므로 재구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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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은 정보화 기능을 수행할 인원 

보강과 기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접점 부서의 신설, 전산 실무위원회 활성화 

가 필요하고, 인력운영의 연속성 보장을 위 

해 한 번 보직된 후에는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 

한 전문가 육성과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부서 명칭 부여 및 조직의 편제 및 인원올 

증원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CALS 목표를 달성하면서 C 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제약 사항을 극복할 수 있 

는 CALS 체계를 구축 전략을 도출하면 아 

래와 같다.

151. 초고속 국가망을 적극 활용한 EDI 

체계 구축

152. 경영 및 관리 정보 지원을 위한 

MIS 구축

153. 목록 및 규격기술정보체계 구축

154. 유관기관 및 대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대민정보체계 구축

155. 사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무자동화 

체계 구축

156. 인원 및 조직 증원과 재 구조화

* IS 는 Implementation Strategy 의 약어임

이러한 체계 구축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CALS 설계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DL 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개선（ATM 화）

DD2. 정보처리율 제고를 위한 전산기 성 

능 개선

DD3. 현행 파일 체계의 통합DB 체계 전 

환 및 외부 DB 적극활용

DD4. 코드체계 표준화 및 광화일 체계 도 

입으로 도면관리 전산화

DD5. CALS 표준 적용으로 국제화 대비 

DD6. BPR/CE 개념 적용으로 CALS 효 

과 극대화

DD7 외부망 접속통제 등 정보보호대책 강구 

DD8. 인터넷 환경에 부합되는 하이퍼미디 

어 환경 구축

* DD 는 Design Direction의 약어 임

4.5. CALS 계획수립 과정 종합

전 항의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 

하여 보면〈그림 6＞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조 

직의 CALS계획은 단순히 현존하는 정보기 

술을 지엽적인 단위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 

의 단편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의 장기적 사명이나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축 전략과 설 

계 방향을 구상해야 된다. 일단 구축 전략 

과 설계 방향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실행계 

획 단계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는 

정보 기술을 구체적으로 계획화하는 기술 

적 접근 단계이다. 이 단계는 상기 구축 전 

략과 설계 방향에 따라 가용 자원 및 기술 

을 고려하여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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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사슬 모형

조직 전략군 분석

조직 목표 기본 전략 조직 특성

01： 1■수 王달常 학보

02： Jl즈¥쇠 서비스 S
■층 확보

03： 작처 가귀 实 서바스 

壬건 用呀

04： 객시’ 긱소세 걱쟣공

05： 조말체게 선괸爵

Si： 지會착이고 정차冬 

圣단췬 란리

S2： 고개콰싀 *기책  «

苏지

S3： 抖신 壬달옼흑 *리

羹 납기강爵

S4： 분야■ 젠푼인럭 라 

보

S5： 겡보가슬 쳔，척 • 

용

S6： 취신 가개차보弁저

AI： 眷4쇠 증사싄

A2： PCH■귭얗煮, 기整 인 

프라 부죽

A3： 젱■긴서 체보*  쉬

지 샹호

A4： IMF로 인着 4산시

A5： 기른 전산힌큭서 눟

서 버 S

가치 餐著 분석

본원적 활동 지원정촐동

BPR
개념

적용

텨

（技:뭌로,규4.希가 둥 지 u 청보. 

세산게보. 시설궁사準보 신숙지셜 

・乂（조달젭 ■로리갱보）

G2： 가게■상.오到着更사警. 홥蕾/ 

낙善4보,*햑뢆켄챙보  신숙지싈 

宣구 （胃 햑란리）

G3：세산.선적 理 납지/납기 존수휵 

인겡보,대급치귭嬰 겡#. 최자*켠  

L/C 등 개보지* R구（사후卷리）

S1： 电가산갱,기준설겅 단순진산 

科자업

S2：윽로/규저 DB머鲁으로 善융 

도 적하

S3：코드»게고번호 불일치 또는

누학사调

S4：王달쉰란리 DB마 구츠,심사 

분석근란

$5：¥서륜리 비貫율,결測시간자 

다소요

CALS 시스템 구축 전릭군

CALS 목 S. CALS 추진 제약사항 CALS 구축전략/방향

C01： 처신 가격, 원가겅보晉 瑚공하여 척청 가차 잋 

서비스 재공

C02： H시간 조달 목록/규격겅보 

제궁을 륭한 조달업무 스트림랑인화

C0& 각중 근기 멏 규징에 대한 신속한 겡보 제공

CO4： W게결산, 조달원관리, 엑산관리 정보 적시제공

으로 也리춰게 달성

C0& 조;달지시/판단과 대금지급, 이력관리, 납기관리 

강#■ 쉬한 즉시 적인 정보제공

C06： 상담/오퍼관림 및 개약절차에 대한 욘라인 청보 

4 끙
C07： 유관기환에 대한 락종 정보 서비스 향상욘 위한

JI 신강보저공

81：헌체의 마殂체기를 DB새개로 전强 項요

CC2： 조달집붕, 목륵/규거치*  코드 및 게고번호 상이 

로 베러발书

CC3： 시설도면电리, 규4관리 DB 구측이 안 되었용

CG4： 수작업 입력, 송수신乏로 ■낭산성 제하

CC5： 원가/윽흌/규적/조달원 會리 DB 구측 부실

CC& 확善 의사경청 DBS» 모*항  平제

CC7： 虽서 기안, 玄게 및 충수신 자등薛체*  정착 미 

진

CC8： 에산 网한으로 인시 대규모 사업 증시 수曽 곤 

란

CC9： 자체 개발 및 운용 인력 부족으로 아웃소싱 4 
A.

구측자聲

IS1： 초;고속 국가망을 적극 瞥용한 EDI 체계 구측

IS2： 경勺 핓 픈리 정보 지也을 위반 MIS 구축

IS3： 목록 및 규거가슬정보첵기 구측

IS4： 요판기픈 및 대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대민정보채甫 구축

IS5： 사무생산성 향상욜 위한 사무자등화 체개 구축

1S6： 인쒐 및 조직 중원博 제 구조혀■

설*  밪챰

DD1： 젱보유릉 警성화*  위한 내트워크 개선（ATM聲）

DD2： 젱보처리율 재고를 위한 전산기 성눙 用선

DD3； 毛电 파일 网4외 暑핱DB 체게 전환 맟 외부 DB 적극휼용

DD4： 코드체개 표준화 및 뢍爵일 체재 도입으로 도면퐌리 전산剪

DD5： CALS 표준 적용으로 국체鈴 대비

DD6： BPR/CE 개넘 적응으로 CALS 宜과 극다혀

DD7： 의부망 접속롱게 등 정보보호대M 강구

DDB： 인터냊 駐겅에 부합디는 하이퍼미디어 艳경 구축

체계구축 계획 수립 및 구현

〈그림 6 > C 사의 전략적 CALS 계획수립 과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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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기존의 대부분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과정은 조직의 전략군 분석을 통 

한 전략적 활용 차원에서의 접근방식보다 

는 업무 자체의 전산화,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었다. CALS 시스템도 광의적으로는 정 

보체계의 한 부분체계 개념이므로 이러한 

오류는 CALS 실무적용에서도 반복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CALS 시 

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비록 시스템 자체는 

기능적으로나 성능 면에서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본래의 목적인 조직의 사명이나 

목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CALS 계획 수립시에 조직의 향후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 요소 즉 조직 전략군에 대 

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적 

인 면에만 중점을 두고 체계의 목표, 설계 

방향 둥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CALS 연구는 대부분 

제조업이나 물류분야 및 무기체계 설계 분 

야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CALS 개 

념은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 

업무를 기본 업무로 수행하는 C 사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비교적 등한시되어 온 

공공 행정 기관에 대한 적용 사례를 제시 

하였다.

본 사례 연구의 이론적인 근거는 킹 

［King, 1978］의 전략적 계획 수립 모형과 

포테Porter, 1985a］의 가치사슬 모형을 통 

합하여 공공 행정기관의 조직 업무 수행 

과정에 적합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 적 

용하였으며, 이 모형을 C 사의 실제 업무 

분석에 적용하여 본 결과 CALS 계획 수립 

을 위한 체계 목표, 설계상의 제약사항, 구 

축 전략 및 설계방향을 큰 어려움 없이 도 

출할 수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미흡한 점으로는 

실제 업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료 접근 

및 인터뷰의 제한으로 인하여 완벽한 결과 

를 얻기 곤란하였다는 점과 정보기술을 활 

용한 BPR 개념올 도입하여 C 사의 BPR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예: 조 

직 통.폐합 방안） 단지 CALS체계 계획수 

립을 위한 분석 모형과 개략적인 사례 적 

용 케이스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 그러나 

본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통합 모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 

로 앞으로 이 분야에 보다 많은 사례 연구 

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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