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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c alliance between corporations is essential to build a CALS system. 

Specially, companies cooperate one another to accomplish the shared environment in the 

system. Dunng the construction of the CALS system, we can apply the concepts of ILS 

and SCM to develop the breadth and depth of shared environment between firms.

In order to build such intended environment in the CALS system, we propose five 

dimensions with 30 variables to be considered. These dimensions are Information 

Sharing, Task Sharing, System Sharing, Parts and Facilities Sharing, and Institution 

Sharing. Structured interviews were performed to measure the degree of shared 

environment designed in 7 CALS pilot system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the shared environment in the context of vertical 

relationships between firms in the CALS systems is fairly high. In contrast, the level of 

the sharing between competing companies in horizontal relationships is relatively low in 

most of the pilo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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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업종별로 진행되고 있는 CALS 

시범 시스템 구축사업들은 관련기업간 공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조직간의 BPR 

올 통한 경영혁신, 실시간 정보제공올 통한 

고객만족의 실현, 정보 및 업무 표준화를 통 

한 비용절감, 동시공학올 통한 신속한 제품설 

계 및 생산 등올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집 

단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 

업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CALS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아이디어 창출에 

서부터 개발, 생산, 판매, 사용 및 유지보수, 

그리고 제품사용 후 폐기에 이르는 제품수명 

주기의 전과정에서 물류의 흐름을 정보공유 

롤 바탕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통합 

물류지원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과 관 

련기업간에 최적의 역할 분담과 공유환경을 

제공하려는 공급체인관리 (SCM) 의 개념적 

활용은 업종별 CALS 시스템 개발에 중요 

한 공헌올 할 것으로 보인다. CALS 시스템 

의 구축은 단순한 정보공유의 수준을 넘어 

관련기업간에 서로의 자원을 최선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공유환경의 구축올 목표로 하 

고 있다.

현재 CALS 환경 구축을 선도하는 경영 

패러다임이나 경영전략이 정립되어 있지 않 

은 상태에서 공급체인관리(SCM)는 거시적 

으로 기업간 CALS시스템이 추구하여야 할 

기업 협력의 방향올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 

며, ILS는 개별제품에 대한 통합물류흐름과 

통합물류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들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야 하는 미시적 접 

근법올 제시하고 있다.

CALS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LS와 SCM의 개념은 기업간의 전략 

적 협력 (Strategic Alliance)올 바탕으로 하 

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적 협력의 정도는 

산업별, 업종별, 제품별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전략적 협력의 정도에 따라 

CALS 시스템의 정보공유의 수준, 업무공유 

(Process Integration)수준, 시스템 공유수 

준, 부품• 설비 공유수준, 시有공유수준 등 

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CALS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주요 관심올 끌고 있는 통합물 

류지원(ILS)과 공급체인관리 (SCM)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이들을 상호비교하며, 

이들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업간 

협력의 가능성들을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기업간 전략적 협력의 정도 

를 분석하는 틀(Framework)로써, 공급-제 

조-수요로 연결된 관련기업들간의 수직적 

협력과 경쟁기업들간의 수평적 협력을 중심 

축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CALS 시범사업들올 정보공유의 범위와 깊 

이, 업무공유의 범위와 깊이, 시스템공유의 

범위와 깊이, 부품 • 설비 공유의 범위와 깊 

이, 시설공유의 범위와 깊이 등을 파악함으 

로써, CALS 시스템들이 의도하는 공유환경 

수준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별 CALS 구축사업들올 기업간 전략적 

협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CALS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유환경의 범위와 깊이 설정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여 보았다.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CAL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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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과정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협력의 범위 

와 깊이는 다양한 산업에서 CAL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조모델로써 중요한 공헌올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간 전략적 협 

력을 분석하는 틀은 CALS 환경에서 정보 

공유와 관련기업간 제휴를 바탕으로 경영전 

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며, CALS 시스템의 전략적 활용에도 크 

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CALS 환경구축과 기업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

2.1 CALS 의 정의

CALS는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생성, 변환, 전송, 저장, 관리, 유통, 활용되 

는 각종의 자료들의 흐름을 디지털 정보의 

흐름으로 변환, 통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임춘성 1998). CALS 환경의 구 

현을 통하여 제품의 설계, 획득, 운영지원과 

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디지 

털화 하여 종이 없는 자동화된 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우리는 업무를 과학적이고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고, 제품획득, 운영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 

간을 단축하고, 종합적인 경영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김성희, 1995).

CALS 시스템을 구현하는 요소기술로는 

멀티미디어 기술, 통합데이터베이스(IDB) 기 

술, 네트워크 기술, 정보보호 기술, CALS 표 

준 둥이 있다(김효석 1997). CALS 관련 데 

이터 표준들은 SGML, CGM, STEP, IGES, 

Raster, IETM, CITIS, EDI 등이 있다. 이 

외에도 CE, BPR, IDEF Modeling, 제품표 

준 등이 CALS 시스템 구축올 지원하게 되 

며, PDM, ERP, ILS, SCM, SET 둥이 서브 

시스템이나 CALS 시스템의 일부로 공동으 

로 활용될 수 있다.

CALS 시스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 

던 배경에는 표준화에 따른 정보공유의 가 

속화, 기획 설계 생산 유통과정을 따르는 

제품 중심적 사고, 분산형 Open System하 

에서의 시스템 통합, 기업간 BPR을 통한 

업무 재설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2 전자거래 (CALS/EC)환경구축 

기술들의 경영활동에의 영향

전자거래(CALS/EC) 환경구축에 필요한 

기술은 기반기술, 요소기술, 응용기술로 구 

분할 수 있다. 이들을 3차원의 영상을 가지 

고 표현해 보면〈그림 1＞과 같다. 이 그림 

에서는 CALS 기술과 EC 기술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그림에서 정육면체의 

세 면은 밑으로는 기반기술올, 세로는 요소 

기술을, 위로는 응용기술을 표현하고 있다.

기반기술은 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되는 

환경적 변수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CALS 시스템 구축이나 EC 시스템 

의 구축이 동일한 기반기술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반기술에는 네 

트워크환경, 멀티미디어 기술, DB 기술, 통 

신기술, 인터넷기술과 더불어 시스템의 구 

축과정에서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오는 

BPR이나 CE 등의 지식도 기반기술로 포함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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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회환경적 변수들인 컴퓨터 

사용자의 옹용수준, 컴퓨터와의 접속정도, 

소비자들의 정보 마인드, 지역사회의 정보 

화정도, 사이버 의사소통의 정도 둥의 정보 

환경변수들도 기반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요소기술은 CALS/EC 환경구축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들을 결정하는 변수들로써 

CALS 측면에서는 STEP, IETM, IGES, 

Raster, CITIS, EDI, SGML, CGM 둥의 기 

술올 들 수 있으며, EC 측면에서는 인증 기 

술，메시징 기술, 암호화 기술, 보안기술 등 

이 요소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CALS/EC 환경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원 

재료 및 부품과 같은 역할올 하고 있다(김 

효석 1998).

옹용기술은 직접적으로 경영활동에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술들로써 개별 응용 소프트 

웨어 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경영활동에 서 비 

스를 제공하는 통합 소프트웨어들올 포함하 

게 된다. CALS 측면에서는 EDI, CITI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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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LSZEC 기술과 경영활동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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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ILS, SCM, PDM 둥이 있으며, EC 측면 

에서는 신용카드, 전자현금, 전자수표, 스마트 

카드를 포함하는 전자지불, 정보검색과 비교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에이전트, 미들 

웨어의 활용과 상품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머 

천트서버, 각종 문서를 관리해 주는 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EDI, 전자카다로그 등이 있다.

이들 웅용기술들을 경영활동에 어떻게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장기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CALS/EC 시스템의 개발 

초기부터 웅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축방향을 유도하는 전략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의 아래 부분은 위에서 정의된 

세 가지의 기술 중에서 응용기술들이 제품 

의 수명주기를 바탕으로 구분한 기업의 경 

영활동들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 

를 표현하고자 노력해 본 것이다. 이 그림 

에서 EDMS, ILS, SCM, ERP 등은 대부분 

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PDM은 주로 개발 및 생산어】, 전자 

지불은 수송과 폐기에 이르는 동안의 현금 

흐름에 사용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러한 분석은 제품의 특성과 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2.3 SCM, ILS, EDI, ERP, PDM, 

CITIS의 관련성

CALS/EC의 요소기술로 SGML, Raster, 

CGM, IETM, CITIS, IGES, STEP 등이 있 

고, BPR과 CE는 시스템 설계의 방법론을 

제공하는 기반기술로 여겨진다. SCM, ILS, 

EDI, ERP, PDM, CITIS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웅용 서비스들로 여겨지는데, 이 

들은 CALS/EC 환경에서 Subsystem들로써 

역할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응용서비 

스들을 기업내부의 경영활동의 범위에 미치 

는 영향과 외부기업과의 상호작용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SCM 은 BPR, CE 와 같은 수준에서 

CALS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배경지식(Back 

-ground Knowledge)올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ILS, PDM, ERP, CITIS 등은 한편으 

로는 CALS 시스템의 Client가 될 수 있으 

며, 다른 한편으로는 CALS환경을 지원하는 

부분적인 방법론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DI는 CALS나 EC와 같은 수 

준으로 보기보다는 CALS의 Subsystem으 

로 보거나 요소기술로 볼 수 있다.

2.4 CALS 환경과 기업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

CALS는 단순한 기업간 정보시스템 구 

축을 통한 자료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체계 구축 및 공 

동의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을 의미한다. 현 

재의 CALS 구축 시범사업 하에서 우리에 

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기업의 CALS 전략 

과 사업전략의 연계(Linkage)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의 통합(Strategic Integration)0] 

며, 이는 관련기업간 전략적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CALS 환경에서는 기업간 

어느 정도의 전략적 협력이 가능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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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CM과 ILS, EDI, ERP, PDM, CITIS의 관련성

개별기업의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전략의 퉁 

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기별기업들의 정보기술 활용전략 

들온 EDI, ERP, PDM, CITIS, QR, ECR 둥 

의 도입올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경 영 혁신활동들은 CE, BPR, IDEF Modeling 

둥올 활용한 기업 프로세스의 재설계룔 통하 

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간 제품을 중심으 

로 한 정보공유 및 협력관계는 ILS 구축이나 

SCM올 활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CALS 시스템 구축 환경에서 기업간 전 

략적 협력 (Strategic Alliance)의 정도는 두 

가지 축올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공급-제조-수요 기업간의 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기업간 수직적 협력의 정도(iQvel of 

Vertical Alliance)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산업 내 경쟁기업간에 존재하는 수평적 협 

력의 정도 (Level of Horizontal Alliance) 이 

다.

기업간 수직적 협력의 정도는 최근에 주 

요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간 통합물 

류지 원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이 나 

공급체인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에 의해 CALS 시스템 구축 영역뿐만 아니 

라, 이외의 영역에서도 활발히 실용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CALS 환경 하에서의 개별기업의 정보 

전략은 사내정보의 공개 방침에 따라 일정 

한 범위의 정보를 공공화 하거나 거래기업 

과의 전략적 협력의 정도에 따라 정보 제공 

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의 

범위관리는 기업의 정보전략의 중요한 부분 

이 되고 있는더］,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 

력에서의 정보의 공개범위를 설정하는 데에 

는 기업간에 상당한 긴장이 계속 존재한다 

고 하겠다. 특히, 경쟁사간의 수평적 협력에 

서는 경쟁적 지능 우위 (Competitive 

Intelligence)를 확보하려는 욕구가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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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10여 산업 분야에서 

CALS 구축 시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개발 초기 단계임으로 대부분이 시스템 

의 설계 및 실행에 중심올 둔 연구를 진행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성회 1997, 김효 

석 1997). 비록 초창기이지만 우리가 주의하 

여야 할 점은 CALS는 기업간의 단순한 데 

이터의 공유 및 전달 시스템의 구현이 아니 

라, 기업간 정보전략과 사업전략의 연계 

(Linkage)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기 

업간 전략적 협력 하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 

구하여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개별기업 고 

유의 경영전략 수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공동의 정보 인 

프라를 이용하여 개별기업 고유전략을 구축 

하여야 하며, 관련기업간의 협력올 바탕으 

로 개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3. 국내외 연구동향

김효석, 김창수(1997)의 연구는 CALS 

시스템의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들을 멀티 

미디어 기술, 데이터베이스 기술, 네트워크 

기술, 정보보호 기술, CALS 표준,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BPR), 동시공학 (CE), CIM, 

EDI, EC 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CALS 개발과정의 주요 축을 조직환경, 

CALS 표준, 프로세스, 정보시스템 둥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네 축들의 개발을 계획, 

분석, 설겨】, 구축, 운영 과정으로 나누어 설 

명하는 CALS 구현 프레임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김종대(1997)의 연구는 4개의 기업을 대 

상으로 ERP의 도입과 Networking의 구조 

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기업의 다국화 

전략은 기업내부의 가치사슬의 통합과 기업 

간 공급사슬의 통합이 경쟁력확보의 관건이 

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간 통합 프로세스의 구현 밑바 

탕에는 공급체인관리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 

는데, 구현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과 

Networking은 필수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CALS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지 

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경일(1997)은 공급체인관리(SCM) 개 

념을 장치산업의 부품제조업체에 적용하여 

각종 계획업무의 효율과 주문대웅 시간의 

혁신적 향상을 달성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 

다. 이 업체는 세계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사차원의 프로세스 개선과 표준정보시스 

템의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 

은 CALS 시스템 구축 방향과 일치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김성희(1998) 둥의 연구에서는 전자산업 

의 CALS 시스템이 관련기업간 수직적 협 

력과 더불어 경쟁사간의 전략적 협력(수평 

적 협력)올 통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뿐만 아 

니라, 상호 견제와 기회상실 부담의 최소화, 

구조조정, 원가우위, 기술력 확보를 통한 산 

업 생산성 및 국가경쟁력올 향상시키려는 

일렉트로피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사 

례는 공급체인관리의 개념올 활용하여 기업 

간 공동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 

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Ross(1998)는 공급체인의 동반자 

관계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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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델올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 

르면, CALS 구현 절차와 더불어, 기업간 

전략적 협력올 구축하기 위하여 공급체인관 

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SCM 전략 수립, 

조직구조개발과 CALS 시스템 개발이 진행 

되어야 함올 주장하고 있다.

조직간 정보시스템 (Inter-Organizationa] 

Information System)의 일종인 CALS 시스 

템은 전자적 의사소통(Electronic Communi 

-cation), 전자적 중개(피ectronic Brokerage), 

전자적 통합(Electronic Integration) 둥을 실 

현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영혁신의 효과를 가 

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Choudhury(1997)는 

기존의 IOIS 연구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유 

형의 조직간 정보시스템올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은 양자간 전자 연결 (Electronic Dyads), 

다자간 전자 연결(Multilateral IOIS), 독점적 

전자 연결 (Electronic Monopoly) 등이다. 세 

가지 유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수 

요의 불확실성 (Demand Uncertainty)과 시장 

의 유동성(Market Variability)올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올 제안하고 있다. 또한, 

IOIS를 개발하는 접근법에 있어서도 전략적 

중요도(Strategic Significance), 기업의 규모 

(Size), 교섭력 (Bargain Power) 등을 기준으 

로 하여 배타적 접근법이나 전략적 협력 

(Strategic Alliance)을 선택할 수 있음올 설 

명하고 있다.

김성회(1997)등의 연구에서는 CALS 시 

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올 프로세스, 정보기 

술, 표준 등으로 나누고 있다. CALS 구축 

과정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필요로 하며, CALS 표준의 수용을 

통한 정보공유환경의 실현 및 구현 가능한 

기존의 정보기술의 최대한 활용올 수반하여 

야 한다. 이들은 전자산업에서의 CALS 시 

스템 구축경험을 바탕으로 CALS 시스템 

구축절차를 구축목적의 설정, 대상제품군의 

선정 및 프로세스의 분류, 도입시나리오의 

작성, IDEF 모델링, CALS 시스템구현 등 

의 다섯 단계로 제안하고 있다.

이기택(1998) 둥은 교환기를 중심으로 

수요자인 통신회사와 제조회사 및 부품회사 

간의 CAL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모델 

을 개발하는 과정올 보고하고 있는데, 교환 

기는 고가의 장비로서 구입과 동시에 유지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CALS의 개념이 본래 미군의 무 

기 및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의 비용절감에 

서부터 출발하여 통합물류지원 (Integrated 

Logistics Support：종합군수지원)으로 발전 

하고 현재의 광속의 상거래(Commerce At 

Light Speed)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때에 

교환기산업을 바탕으로 한 CALS 모델의 

개발은 미군의 CALS 개발과정에 매우 충 

실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에서 보듯이 CALS 관련 연구 

들은 선험적 연구(Exploratory Study)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CALS 시스템의 기술적 

실현(Technical Implement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올 볼 수 있다. 정보기술의 전 

략적 활용의 측면에서, CALS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틀 

이나 경영전략과의 연계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가까운 미래에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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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LS 구축과정에서의 ILS와 

SCM의 개념적 활용

4.1 ILS 개념을 활용한 기업간 수직적 협력

통합물류지원(Integrated Logistics Support) 

은 장비의 가동(Operation) 중에 필요한 지 

원업무들을 정의하고, 설계하고, 구입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기술적 활동들 

올 규정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반복적으 

로 관리하는 일관된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물류지원에 관한 정 

책, 계획 및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노력으로, 제품의 수명주기를 바탕으로 물 

류과정을 분석하고, 지원업무를 계획하고 

분석하여 제품의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제 

품의 개념형성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동안 

의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다.

민간차원에서의 ILS 는 물류정보체계와 

물류운영체계가 물류시설체계와 결합된 종 

합적인 물류활동들을 지원하는 통합물류지 

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물 

류흐름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각각의 물류흐름 프로 

세스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활동들을 정의하 

고 개발하는 계획절차를 거쳐, 물류흐름 프 

로세스와 지원프로세스에서 필요로 하는 정 

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CALS 시스템 구축환경에서 통합물류지 

원(ILS)의 개념은 제품의 수명주기를 중심 

으로 공급회사와 수요회사의 정보공유 및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설비를 구매한 

회사는 이 설비를 운영하는 동안에 운영, 

유지, 보수, 정비, 보급에 대한 정보를 공급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올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제품의 성격이나 산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이들 회사들이 공동으로 

CALS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때에 이들 

은 공급계약 체결 시에 공동으로 수립하였 

던 제품에 대한 통합물류지원 구축 노력을 

시스템 설계 및 실행에 체계적으로 반영함 

으로써 성공적인 CALS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4.2 SCM 개념을 활용한 기업간 수직적 

수평적 협력

공급체인관리(SCM)는 기업내부와 공급채 

널을 따라 결합된 사업파트너들의 사업기능 

들을 중심으로 생산능력과 자원들을 집합적 

으로 통합하여 혁신적 해결책들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제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을 조화 

시켜 최종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 

킬 수 있는 소비자 만족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차원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경영철학이다(Ross 1998).

SCM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직으로 연 

결된 기업들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 

써 재고의 흐름을 공급라인에 효율적으로 

조화시킨다. SCM은 탁월한 경쟁우위를 가 

지고 시장기회에 성공적으로 반응할 수 있 

는 융통성올 가지는 하나의 채널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체들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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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물류관리의 발전과 SCM의 출현 (Ross 1998)

1960년대

단개 1

1970-80 년대

단거호

1980-90년대

단게 3

1990-2000년대

단게 4

창고 잋 수송 층비용관리 ■합을葬관리 공급체인관리

관리상의 主저

운 용

성 과

―>
관리상허 초점 

운용비용 미 

고객서비스 최저화

―*
관리상의 2S

전宙/전야

8# 계획

―>
관리상의 초점

공급체인 

비전, 옥적, 목표

조지 8 계

기농의 본산화

圣지曲겨1

기능의 중앙집권화

조직網개

뮬葬기능의 亀합

丕지서게

파트너쉽, 가상조직

자원과 능력올 결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 

한 전체적이고 범 기업적인 시각을 제공한 

다고 하겠다.

기업들은 하나의 통합된 공급체인 속에 

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SCM의 근본은 독립적인 회사들의 그룹이 

높은 수익올 보장하는 시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동맹올 형성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물류체널의 통합 

(integration)올 뛰어넘어 하나의 공급체인 

과정 으로의 결 합 (unification) 을 의 미 한다. 

SCM의 개념올 CALS 시스템 구축에 활용 

함으로써, 관련기업들은 상호간에 수직적 

수평적 협력의 범위 및 깊이롤 설정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CALS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간 전자적 결합은 

재고계획, 구입, 수송 둥의 물류활동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업들이 행하는 마케팅, 판 

매, 제품개발 둥의 주요사업과정들이 기업 

간 채널팀 들에 의해서 통합적인 업무과정 

으로 수행되는 것올 의미한다.

4.3 공급체인관리 (SCM)와 ILS의 비교

SCM온 지난 30년 동안 개발되어온 통 

합물류지원 (ILS) 의 개념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업간 전자적 결합 (Electronic 

Integration)이 가능하게 되면서, 경영전략적 

혁신적 차원으로 발전한 개념이다. 다음의 

〈그림 3〉은 통합물류관리로부터의 SCM 

(공급체인관리)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다.

SCM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전자거 

래 환경의 도래로 과거의 통합물류관리 

(Integrated Logistics Management) 7} 발전 

하여 확장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 

맹(Alliance)를 통해 관련기업 그룹간 공동 

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새로운 경영전 

략으로 이미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에서 

활용사례돌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통합물류지원(ILS)은 미 국 

방성을 중심으로 30여년 동안 발전된 성숙 

된 물류관리기법으로 특정 제품의 수명주기 

를 바탕으로 구매업체와 제조공급업체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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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통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노 

력이라고 할 수 있다. SCM과 ILS를 목적, 

관계, 수혜자, 관련기업관련성, 기간, 정보공 

유, 독립성, 상호작용 둥을 기준으로 비교하 

면〈표 1>과 같다.

ILS는 개별제품을 중심으로 관련기업간 

의 통합물류흐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것 

이라면, SCM은 관련기업들의 내부 및 외부 

사업과정올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동 

시에 모든 제품 및 정보의 흐름을 관리함으 

로써 기업간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 

영 전략이다.

SCM은 거시적으로 CALS 시스템과 같 

은 기업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기업들이 협력하여야 하는 영역과 범위 

를 제시할 수 있으며, ILS는 개별제품을 중 

심으로 미시적으로 공급/수요기업들간에 이 

루어질 수 있는 공유환경의 범위와 깊이를 

제시하게 된다. 이들은 CALS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 

이다. 이러한 SCM과 匹는 조직간 BPR과 

더불어 기업간 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거래환경을 구현하려는 방법론이 

며, 동시에 전자거래환경이 추구해야 할 기 

업간 협력의 방향올 제시하고 있다.

5. 업종별 CALS 시범사업 동향

국내의 CALS 시스템 구축 가속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분위기는 정보기술의 전 

략적 활용의 초점을 개별기업 위주에서 기 

업간 협력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간 전자적 결합(Electronic Integration) 

으로 옮기고 있다. 우리는 정보기술의 공유 

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업간의 관계를 구축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상통합 (Virtual 

Integration)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 

존 사업에서의 경쟁우위 뿐만 아니라. 새 

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표 1> SCM과 ILS 의 비교

므*  

비교기춘、 SCM ILS

목적
관电기由간 공동 毎쟁우위

소비자 만족

개별제품의

수명주기 비용최소화

내용 기업간 공동능력 및 자원관리 逐비의 통합물류지원관리

차원 전략적 차원 전술적 기능적 차원

기업관련성 관련기업간 동맹(Alliance) 수주 계약

수혜자 관련기업모두 발주자

관련기업관계 협력적 파트너쉽 공급자-수요자 관계

기간 장기적 관계 ' 단기적 관계

정보공유 광범위한 정보공유 관련정보제공

독립성 상호의 존 상호독립

상호작용 광범위한 상호작용 최소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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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내 CALS 시범사업 진행 현황

국내에서는 산업별로 10개의 선도시범사 

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전자산업 

의 Electropia, 국방 CALS, 전력 CALS, 교 

환기 CALS, 건설CALS, 조선CALS, 자동차 

CALS, 철강CALS, 조달CALS, 무역 CALS 

(EDI) 둥이다. Electropia에서는 국내의 4개 

전자업체들이 컨소시움올 형성하여 공동으 

로 CALS시스템올 구축하고 있는데, 이 시 

스템에서는 전자산업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전자입찰시스템, 기술정보시스템, 고객 서비 

스 시스템, 전자쇼핑프라자 둥이 구현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는 전력 CALS 

에서는 납품업체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자료 

관리시스템, 도면관리시스템, 문서 전자유통 

시스템, 전자메뉴엘(IETM)시스템, 자재조달 

시스템, 종합물류지원시스템 둥이 하위시스 

템으로 개발되고 있다.

조선 CALS 구현 사업에서는 현대중공 

업을 중심으로 CAD 지원시스템, PDM 시 

스템, Intelligent Manufacturing 시스템 등 

이 구상되고 있으며, 포항제철이 중심이 되 

고 있는 철강 CALS 시범사업은 철강의 구 

매 및 유통 거래들올 대상으로 설비, 자재, 

구매, 주문, 생산, 판매, 물류관리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디지털머니, 전자 카다로 

그, 전자거래문서 변환 송수신 서비스들이 

구현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건설 CALS 시범사업은 전자자료교환 

체계, 통합데이터 관리체계, 건설사업관리, 

전자조달시스템, CITIS 등의 하위 서비스들 

이 개발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한국 자동차공업협회 

를 중심으로 개별기업차원에서 납품업체들 

과의 거래를 지원하는 CALS 구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차세대 PDM, 설계정보, 

통합제품정 보, 공개구매시 스템, 정 비 정보시 

스템, 등록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서비스, 표 

준화관리 서비스 둥이 개발되고 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구현되고 있는 국방 

CALS사업에서는 국방조달 CITIS, 국방규 

격기술정보체계, 하이퍼미디어 정보체계 둥 

이 구축되고 있다. 무역 CALS 또는 무역 

EDI는 구축이 완료되어 이미 실용화되었는 

데, 영문거래 알선서비스, 업체정보조회서비 

스, 인터넷 통관 정보서비스, 인터넷 국제전 

화서비스, 인터넷 국제팩스 서비스 등이 제 

공되고 있다.

CALS 시스템 구축과정에서는 산업별로 

관련기업들간에 일정한 형태의 협력이 진행 

되고 있지만, 이들의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산업의 특성 및 제품의 

특성, 특히 제품의 조립 성격, 제품의 보관 

중요성, 인도의 신속성 등 산업내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핵심성공요인에 따 

라 다른 모습을, 가지고 CALS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5.2 CALS 시범사업들의 전자거레유형 비교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의 유형에 

는 쌍방간 전자거래 (Electronic Dyads), 다 

차원 전자거래(Multilateral IOIS), 전자적 

독점(Electronic Monopoly) 둥의 구조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구조 중에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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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ALS 人:스템들은 다차원 전자거래 구 

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업별 특 

성에 따른 CALS 시스템의 전자거래유형을 

공급-제조-수요 구조와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소유관점에서 비교하면〈표 2> 

와 같이 구성됨을 볼 수 있다.

5.3 산업별 CALS 시범사업들의 시스템

구축 주목적

관련 기업간에 공유환경을 구현하는 

CALS 시스템들은 서비스하고자 하는 거래 

의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성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들에는 전자의사 

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중개 

(Electronic Brokerage), 전자결합(Electronic 

〈표 2> CALS 시범사업들의 공급-제조-수요 구조와 교섭력 M： many P： 100이하

업종별 CALS 공급 : 제조 : 수요 구조 예측된 관련기업의 수
교섭력 

소유업체

Electropia M （공급） : P （제조） : M （수요） 5000（공급 : 5（제조） : 30（수요） 제조업체

국 방 CALS M（공급） : P （제조） : P （수요） 20（공급） : 11（제조） : 12（수요 수요업체

건 설 CALS M （공급） : M （제조） : M （수요） 500（공급） : 30,000（제조） : 3000（수요） 공급업체

자동차 CALS M （공급） : P （제조） : M （수욘 1000（공급） : 3（제조） : 1000（수요） 제조업체

철 강 CALS 1（공급） : P （제조） : M （수요） 1（공급） : 40（제조） : 700（수요） 공급업체

조 달 CALS W공급) : P (제조) : P 수요) 1000（공급） : 100（제조） : 100（수요） 수요업체

전 력 CALS M （공급） : P （제조） : P （수요 3000（공급） : 50（제조） : 10（수요） 수요업체

〈표 3> 시범사업들의 CALS 시스템 구축 주목적 ★: 강함 ☆: 비교적 강함

시범사업
전자의사소퉁 

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중개 
Electronic 
Brokerage

전자결합 
Electronic 
Integration

Electropia ☆ ★

국방 CALS ★ ☆

건설 CALS ☆ ★

자동차 CALS ☆ ★

철강 CALS ☆ ★

조달 CALS ★ ☆

전력 CA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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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둥이 있다. 이들올 기준으로 7 

개의 시범사업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CALS 

시스템의 주목적올 성격별로 구분하면〈표 

3＞과 같다. 대부분의 시범사업들에서 전자 

중개 (Electronic Brokerage)의 목적이 반영 

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과 철강산업에서 

는 전자결합이 의도되고 있음올 볼 수 있 

다.

6. CALS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기업간 전략적 협력의 분석틀

최근의 CALS 시스템 구축 가속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분위기는 정보기술의 전 

략적 활용의 초점을 개별기업 위주에서 기 

업간 협력체제 구축과 이룔 바탕으로 하는 

기업간 전자적 결합(Electronic Integration) 

으로 옮기고 있다. 우리는 정보기술의 공유 

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간 전략적 연계를 분 

석하고 기존 사업에서의 경쟁우위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의 틀올 필요로 하고 있다.

기업간 협력은 공유의 범위를 통하여 가 

시화 된다. 공유는 교환, 제공, 활용을 의미 

한다. 기업간 협력의 내용은 기업간의 관계 

파악이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더】, ILS 

는 제품 중심의 물류 및 정보 흐름올 파악 

할 수 있으며, 공급자, 제조자, 유통자, 수요 

자의 관계를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SCM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유의 정도는 수직적 공유의 정도와 

수평적 공유의 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즉 수직적 공유의 정도는 공급자 수 

요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공유의 정도 

를 의미하며, 수평적 공유의 정도는 경쟁자 

간의 공유의 정도를 의미한다. CALS 시스 

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수평적 공유의 정 

도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낮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 산업의 Electronic 시스템에 

서는 상당한 수준의 수평적 공유가 의도되 

고 있옴을 볼 수 있다. 수직적 공유는 산업 

의 특성이나 생산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공 

유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공급 

회사 수요회사간의 전통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공유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CALS 환경에서 기업들의 전략적 협력 

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 

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들은 정보공유의 

정도, 업무공유의 정도, 시스템 공유의 정 

도, 부품• 설비 공유 정도, 시설공유 정도 

둥이 가능하다. 각 시범사업들의 전략적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산업별로 수준 높은 전략적 협력올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의 변수들의 세부적인 내용 

들은 CALS 시범사업들의 문헌정보들을 바 

탕으로 ILS와 SCM 개념을 활용하여 개발 

되었다.

6.1 정보공유의 정도 분석틀

CALS 환경에서는 정보공유 수준 관리 

에 대한 기업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별기업의 정보전략에 따라 수직 

적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간의 정보공유 

정도와 수평적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간의 

정보공유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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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환경의 변화와 신제품의 출시 등 

으로 정보 공개 및 공유와 관련된 정보변화 

관리도 표준관리와 함께 CALS 환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보공유의 

정도를 중심으로 CALS 환경에서의 기업들 

의 전략적 협력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면 다음의 여덟 가지 수준이 가능하다고 하 

겠다.

Level-1. 단순한 제품정보 공유수준

Level-2 공급자 수요자간의 개별 제품에 대 

한 부품정보 공유수준

Level-3 공급자 수요자간의 제품 및 부품관 

련 설계정보 공유수준

Level-4 공급자 수요자간의 제품 및 부품관 

련 유지보수정보 공유수준

Level-5 공급자 수요자간의 제품 및 부품 

계약 및 판매정보 공유수준

Level-6 공급자 수요자 및 경쟁사와의 물류 

정보 공유수준

Level-7 공급자 수요자 및 경쟁사와의 소비 

자정보 공유수준

Level-8 공급자 수요자 및 경쟁사와의 공동 

정보전략 구축수준

6.2 업무, 시스템, 부품 • 설비, 시설공유의 

정도 분석틀

CALS 시스템올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 

업간 전략적 협력의 수준을 상호 비교하는 

데에는 정보공유 이외에도 업무공유 정도, 

시스템공유 정도, 부품 - 설비 공유 정도, 시 

설공유 정도 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업무공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CALS 시 

범사업들의 전략적 협력의 수준을 비교한다 

면, 제품개발업무공유, 구매업무공유, 생산 

업무공유, Marketing업무공유, 유통업무공 

유, 유지 보수업무공유, A/S 업무공유 등으 

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시스템공유의 정도는 하드웨어 공유, 소 

프트웨어 공유, Vendor 공유, 정보지원센터 

공유, 정보관리요원 공유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겠다. 부품• 설비의 공유정도 

는 원자재 공유, 부품공유, 설비공유, 공급 

처 공유, 유통채널 공유 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공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개발시설 공유, 생산시설 공유, 판매시설 

공유, 유통시설 공유, A/S시설 공유 등이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 영역별로 

측정기준들을 요약하면〈표 4＞와 같다.

6.3 CALS 시범사업들의 전략적 협력에 

대한 분석결과

이 연구를 위하여 1차 문헌정보 조사가 

있었으며, CALS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과 개발업체들에서 시스템 개발에 핵 

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대상으 

로 2차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적 인 

터뷰(Structured Interview)가 진행되었다. 

이들 자료 및 설문올 바탕으로 산업별 

CALS 시범사업들이 설정하고 있는 공유환 

경의 범위와 깊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을 바탕으로 산업별 관련기업간 전략적 

협력의 정도를 살펴 볼 수 있었다.

7개 산업의 시범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CALS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수직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기업들간에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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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ALS 구축과정에서 전략적 협력의 분석틀

영역
정보 一

공유정도 广;：；*휴 箫도;"三
시스템 

".공유정도:

"「부善 S 설비. 

공휴정도

시설 

공유정도

단순제품정보 개발업무 하드웨어 원자재 개발시설

측 부품정보 구매 업무 소프트웨어 생산시설

정 설계정보 생산업무 Vendor 판매 시설

기

준

들

유지보수정보 Marketin坦업무 정보지원센터 공급처 유통시설

계약판매정보 

물류정보 

소비자정보 

정보전략

유통업무

유지 보수업무

A/S 업무

정보관리요원 유통채널 A/S 시설

업무공유, 시스템공유를 구현하려는 의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부품 • 설 

비의 공유나 시설의 공유는 특정 산업올 제 

외하고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산업의 Electropia와 자동차산업의 경우 

경쟁사간의 수평적 협력 하에 공유환경을 

구축하려는 눔직임이 CALS 시스템에 강하 

게 반영되고 있음올 볼 수 있었다.

6.3.1 정보 공유의 정도

관련기업간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정 

보의 공유는 CALS 시스템 구축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보공유의 범위는 

산업별 특성과 제품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관련기업간의 교섭력 

(Bargaining Power)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게된다. CALS 환경에서는 개별기업의 정보 

전략에 따라 수직적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들간의 정보공유 정도와 수평적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간의 정보공유 정도가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다. 정보공유의 범위룔 설정하 

는 데에는 기업간에 이루어지는업무의 성 

격, 공급-제조-유통으로 연결되 

는 관련기업간의 구조 등도 크게 영향올 미 

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개 부문의 CALS 시범사업들은 대부분 

부품정보, 설계정보, 계약판매정보 둥의 공 

유에 있어서 비교적 적극적임올 볼 수 있었 

으나, 물류유통정보, 소비자정보나 정보전략 

의 공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시스 

템에 반영되고 있음올 볼 수 있었다(〈표 

5> 참조). 자동차CALS, 철강CALS, 전력 

CALS 시스템들에서 제품, 부품, 설계정보 

둥을 공유하려는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간의 수평적 협력 차원에서 

의 정보공유수준은 7개 산업 모두에서 반영 

되지 않거나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3.2 업무 공유의 정도

기업간 정보시스템올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공유란 경쟁기업간 수평적 협력 하 

에서 상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전자산업계의 Electropia 

프로젝트에서 부품구매를 타 경쟁사를 대신 

하여 할 수 있다든지, 대고객 서비스 업무 

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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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ALS 시범사업들의 정보공유의 범위와 깊이

- 수직적 협력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제품정보 부품정보 설계정보 유지보수 계약판매 녜유틍 소비자 정보전략

Electropia 저 중 중 저 저 저 저 -

국방 CALS 저 저 중 저 중 저 저 저

건설 CALS 중 중 중 중 중 - 저

자동차 CALS 고 고 고 중 중 중 저 중

철강 CALS 고 고 중 고 고 저 중 저

조달 CALS 중 중 - - - 중 - -

전력 CALS 고 고 고 고 중 중 중 저

〈표 6> CALS 시범사업들의 업무공유의 범위와 깊이

- 수직적 협력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제품개발 牛!쿠려 제품생산 Marketing 제품유롱 유지보수 "업무

Electropia 중 고 고 중 중 중 중

국방 CALS 저 중 중 저 저 저 저

건설 CALS 중 - 중 - - 중 -

자동차 CALS 중 중 고 중 고 중 중

철강CALS - - - 저 - 저 -

조달 CALS - - - - 중 - -

전력 CALS 卫 고 중
중 중 고 고

다고 하겠다. 기업간 정보시스템 특히 

CALS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시스템 

분석과정에서 앞으로 사용기업들 간에 이루 

어질 수 있는 업무 대행, 업무 교환, 업무관 

련 자료 공유에 대한 범위들이 명확히 설정 

되어야 한다. 공급업체와 수요업체간의 수 

직적 협력의 입장에서도 업무의 공유는 정 

의될 수 있는데, 제품개발에 공동으로 참여 

한다든지, 제품 및 부품의 개발대행, 부품, 

원자재의 구매 업무 대행, 공동의 

Marketing 추구, 제품부품유통업무 대행, 

제품 • 서비스 관련 유지보수 업무대행, A/S 

의 대행 등을 들 수 있다.

7개의 업종별 CALS 시범시스템 중 

Electropia, 자동차 CALS, 전력 CALS 등에 

서는 관련기업간 수직적 협력의 차원에서 

제품개발업무, 부품원자재 관련업무, 제품생 

산 업무 등을 공유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 

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6> 참조）. 

전력CALS에서는 유지보수 및 A/S업무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 

된다.

경쟁사간의 수평적 협력에 있어서는 자 

동차산업의 경우 제품개발, 부품 원자재구 

매, 제품생산, Marketing, 제품유통, 유지보 

수, A/S 업무 공유수준이 대체적으로 높게 

CALS 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자산업에서도 제품개발, 유지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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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를 위한 업무공유를 CALS 시스템에 반 

영하려는 시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3.3 시스템 공유의 정도

CALS 시스템올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 

련기업들간에 정보시스템 요소들올 공유하 

는 것은 동일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Vendor, 정보지원센터, 정보시스템 관리 요 

원 둥올 공유하는 것과 동종의 이들 요소들 

올 소유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시범사 

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CALS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일정하게 조직되 

어 있는데, 이들은 관련기업들이 정보지원 

센터나 정보시스템 관리요원을 공유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공유란 

CALS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주변 소 

프트웨어의 공동 공유 및 활용을 의미한다. 

시스템 공유의 정도는 미들웨어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미들웨어의 

발전은 관련기업간 이 기종 시스템과 연계 

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래의 시스템 공 

유의 목적은 시스템의 공유를 통한 활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올 얻기 위해서 CALS 시 

스템의 개발 초기에서부터 공유의 범위와 

깊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CALS 시범사업들에서 수직적 

협력올 바탕으로 하는 관련기업들 사이에서 

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벤더, 정보관리요 

원의 공유의도가 비교적 높게 CALS 시스 

템 개발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특흐］, 5개의 업종별 CALS 시스 

템 개발과정에서 정보지원센터를 공유하려 

는 의도는 매우 높게 반영되고 있었다.

경쟁사간의 수평적 협력에 있어서는 자 

동차 산업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정보지원 

센터 등의 공유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경쟁사 

간에 정보시스템올 공유하려는 시도는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Vendor, 정보지원센터, 

정보관리요원 등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6.3.4 부품 • 설비 공유의 정도

관련기업간의 부품 및 설비의 공유 정도 

〈표 7> CALS 시범사업들의 시스템 공유의 범위 및 깊이

- 수직적 협력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 하制靡어菴* W 소프토외어공유 정보지원센터공유 정보관리요원공유

Electropia 중 중 저 고 중

국방 CALS 저 저 중 중 저

건설 CALS 중 중 - 고 중

자동차 CALS 중 고 중 고 중

철강CALS 중 중 고 - 저

조달 CALS 중 중 - 고 고

전력 CALS 고 고 고 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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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기업간의 수직적 관점과 수평적 관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직적 관계에 

있는 관련기업간에는 부품의 공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원자재 공유와 

부품의 공유를 포함하여 설비공유, 공급처 

공유, 유통채널의 공동이용 등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 

쟁기업들간에 있어서의 부품•설비를 공유 

하려는 노력은 효과 면에서 훨씬 높은 성과 

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들사이에 동일 원 

자재 사용, 동일 부품의 사용, 공동의 설비 

사용, 동일 공급처의 이용, 공동의 유통채널 

을 이용하거나 구축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산업에서는 부 

품 • 설비의 공유에 대한 노력이 타 산업에 

비해서 강하게 일고 있으며, 이를 CALS 시 

스템 설계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다. 경쟁사 

들 간에는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부품 및 

설비공유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들이 CALS시스템 구축으로 현실화되어 

야 한다.

공급-제조-수요로 연결되는 관련기업간 

의 수직적 협력차원에서 7개 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품• 설비의 공유 의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설비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었으 

며, 철강산업에서는 유통채널 설비（창고）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반영되고 있음올 볼 수 

있었다（〈표 8> 참조）. 국방 CALS의 경우 

대부분의 장비와 무기를 종합군수지원（ILS） 

하는 측면에서 타 산업에 비하여 부품 • 설 

비를 공유하려는 의도가 CALS 시스템에 

높지는 않지만 넓게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쟁사간의 수평적 협력차원에서는 전자 

산업의 경우 원자재, 부품, 유통채널에 관련 

된 업무를 공유하려는 의도가 비교적 높게 

CALS 시스템 개발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6.3.5 시설 공유의 정도

기업간 시설 공유는 물류의 저장, 사후 

서비스센터의 공유, 공동의 판매시설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표 8> CALS 시범사업들의 부품 • 설비 공유의 범위 및 깊이

- 수직적 협력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 원차刈等矿: ；匸뷰爲공유 : 설비 공유 공급처공유 유통채널공유

Electropia - - 중 - -

국방 CALS 저 저 저 저 증

건설 CALS - - - - -

자동차 CALS - - - - -

철강CALS - - - - 저

조달 CALS - - -

전력 CAL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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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CALS 시범사업들의 시설 공유의 범위 및 깊이

- 수직적 협력올 중심으로

시범사업 개발시설공유 생산시설공유 판매시설공유 유퉁시설공유 A/S 시설 공유

Electropia 저 저 저 중 저

국방 CALS 중 중 저 저 중

건설 CALS - - - -

자동차 CALS - - - -

철강 CALS 저 - 저 저

조달 CALS - - - -

전력 CALS 중 - - -

시설 공유는 관련기업들 간의 수평적 관계 

와 수직적 관계에서 동시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경쟁기업들 

사이에서 공동의 물류 창고 이용, 공동의 

A/S 센터 이용, 공동의 유통 채널 이용 등 

올 통하여 구체화 될 수 있다. 공동의 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설정은 CALS 

시스템 설계과정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7개 시범사업에 있어서, 전자산업의 

Electropia, 국방CALS, 철강CALS 등에서시 

설올 공유하려는 의지가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음올 볼 수 있었다(〈표 9>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CALS 시범사업에서는 

시설의 공유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미한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쟁사간의 수평적협 

력차원에서는 전자산업의 경우, 판매시설, 

유통시설, A/S시설 등올 공유하려는 의지가 

CALS 시스템 개발에 높게 반영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6.4 산업별 CALS 시범사업들의 전략적 

협력의 정도 비교

이 연구에서는 국내 CALS 시범사업들 

을 중심으로 관련기업들의 전략적 협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특성을 비 

교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 

안하고 이들을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인 분석 

틀을 개발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들 변수들 

에는 정보공유의 범위, 업무공유의 범위, 서 

비스 공유의 범위, 시스템 공유 정도, 시장 

공유 정도, 시설공유 정도 등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위에서 제시된 

구조적 인터뷰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살펴보 

면, 수직적 협력의 차원에서는〈표 10>으 

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종별 CALS 시범 

사업들올 기업간 전략적 협력의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ILS와 SCM의 활용 입 

장에서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의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그림 4>와 같다.

전력 CALS는 수직적 협력의 정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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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CALS 시스템 구죽 시범사업들의 공유환경의 범위와 깊이

- 수직적 협력을 중심으로

U云럭 CALS^) 

(［조동차 cal§D

산J사업
胃育号로imi

tropia

i 국방'土껀설匸 
Bals."

자동차 

CALS

철강 三초달"

CALS

전력 

CALS

정보공유 정도 중 저 중 고 고 중 고

업무공유 정도 고 저 중 고 저 저 고

시스템 공유 정도 중 중 고 고 증 고 고

부품 • 설비공유 정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시설공유 정도 저 증 저 저 저 저 저

고

U__pectropf二＞수
직
적
협
력

건설 CALS

철강 CALS

조달 CALS

《二亍 방 CAlg二)

수평적 협력 고

〈그림 4> CALS 시범사업들의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의 정도

은 반면에 수평적 협력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Electropia는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의 정도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자동차 CALS는 수직적 협 

력의 정도가 수평적 협력의 정도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방 CALS의 경우에는 

수평적 협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 

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업종의 

CALS에서는 수평적 협력의 정도가 거의 

고려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7. 결론

CALS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기업간의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수 

평적 관련기업들간의 협력(Goperation)과 경 

쟁 (Competition) 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협력의 범위와 경쟁의 범위를 설정 

하는 것은 쉽지 않다.

CALS 시스템 구축과정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협력(Strategic Alliance)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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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내 경쟁사와 공존올 전제로 한 상호 최 

선책(Co-option)올 찾는다든지, 수직적 수평 

적 관련기업들간에 자원, 기술, 지식의 상호 

전문화(Co-specialization)올 꾀한다든지, 산 

업내 선도기업올 중심으로 관련기업들이 신 

기술의 학습(Learning) 및 내부화(Intemali 

-zation)를 도모한다든지 둥의 세 가지로 구 

분하여 볼 수 있다(Doz and Hamel, 1998).

10여 개의 선도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별로 관련기업들간에 일 

정한 형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의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올 볼 수 있 

다. 산업의 특성 및 제품의 특성, 특히 제품 

의 조립 성격, 제품의 보관 중요성, 인도의 

신속성 등 산업내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핵심성공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의 

CALS 시스템 공유환경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CALS 시범사업 

들에서 시스템 개발을 이끌고 있는 개발자 

들을 중심으로 설문지와 전화를 이용한 구 

조적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이 계획하고 개 

발하는 시스템에서 가정하고 있는 관련기업 

간의 공유환경의 범위 및 깊이를 파악하여 

보고자 하였다. 관련기업들간의 수직적 협 

력의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유환 

경올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 

되고 있었으나, 경쟁사간의 수평적 협력 차 

원에서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각 영역에서의 공유의 깊이는 고, 중, 

저로 표시하였으나, 이들은 시범사업들의 

우수성이나 성공올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구조 및 관련제품의 툑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올 받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연구에서는 CALS 시스템 개발 시범사 

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관련기업들의 전략적 협력의 정도를 파악하 

고, 이들올 산업별 특성에 따라 이들의 차이 

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전략적 협력을 

분석하는 출발점은 통합물류지원(ILS) 접근법 

과 공급체인관리 (SCM) 접근법에 바탕을 둔 

기업간의 관계성(Relationship)올 파악하는 것 

이었으며, 이들을 바탕으로 수직적 협력과 수 

평적 협력을 구분하여 시범사업들올 비교하 

였다. 기업간 협력의 정도에 대하여 정보공 

유, 업무공유, 시스템공유, 부품• 설비공유, 

시설 공유 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의 

정도를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CALS 시스템의 도입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산업에서 진행 

되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시스템의 실행가능 

성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기업간 전략적 

협력을 통한 경영전략의 핵심올 이끌어 보 

려는 노력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이 연구 

는 CALS의 도입기에 경영전략적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흐］, CALS의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기업간 경영전략의 연 

계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확산시키는데 큰 

공헌올 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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