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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numerous researches being studied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EC), that is one of the hottest issues for the 21 century in the various areas such as 

management, engineering and science*  etc. This paper concerns the logistics functions 

which are essential for completing a commerce process even under the EC environment. 

Even though both the traditional and the electronic commerce via internet share many 

common problems regarding logistics, new logistical issues are generated as the EC is 

being popularized. We study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under the EC environment and 

provide ways to improve the logistical performance. We first point the emerging 

logistical paradigm to check the issues under EC. Next, logistics competitiveness factors 

are provided. Finally we propose several ways for the logistical performance and cost 

perspective.

Key Word : Electronic Commerce, logistics, competitiveness



20 한국전자거래 (CALS/EC)학회지 제5권 제1호

1. 서론

전자상거래의 둥장은 인류의 삶과 기업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올 바꾸기에 충분한 

환경의 변화를 제공한 기술적이고 경제사회 

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으며 특히 21세기초는 

지난 몇 년간의 전자상거래 증가에 대한 예 

측이 실체화되는 시기이다. 사회과학과 이 

공분야의 많은 학문분야에서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천년에 대한 화두로 둥장하고 있으 

며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논의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 

는 흐름 (flow)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상거래 정보 

의 흐롬, 결제수단으로서 화폐의 흐름 그리 

고 상거래에 따른 배송으로 발생되는 재화 

의 흐름, 즉 물류가 해당된다. 우선 상거래 

정보의 흐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은 전자 

상거래 활용의 근원적인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학계, 기업, 연구소 둥 

에서 수 없이 많이 논의되어 왔다. 대금결 

제 혹은 지불 수단에 대해서도 종래의 거래 

방식하에서 지불방법과는 차별화된 전자화 

계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물류부문을 논의한다. 상거래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이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비전자방식이든지간에 서비스가 아닌 

재화의 공급인 경우 물류부문은 상거래 종 

결을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대부분의 재화는 속성상 디지털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비전자상거래 환 

경과는 차별화된 물류부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중 대부분의 논의는 

물류 정보화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 있거나 

［한국전산원, 1998］,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한 언론기사 둥이 주종올 이루고 있다.

전자상거래 환경과 관련하여 물류에 대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성룡, 1999］에서는 

몇몇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둘류문제를 재조用하였고, ［서필교, 

1999］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증가되면서 물류 

의 소량 다빈도화 상황하에서 생산자-중간 

거점-고객올 연결하여 수송비용올 고려하는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Keeney, 

1999］는 고객입장에서 전자상거래를 사용하 

여 획득하는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근원적 목적 중에 

배송시간의 최소화, 비용의 최소화, 상거래 

에 소요된 시간의 최소화, 편리성의 최대화 

둥을 연구조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Keeney, 1999］의 연구는 물류부문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전자상거래 하 

에서 물류의 경쟁력올 도출하는 데 필요한 

근거롤 제공하고 있다.

물류비용이 주종을 이루는 총거래비용이 

비전자상거래의 경우보다 증가한다든가 배 

달이 지연된다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있어 

서 물류부문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전 

자상거래 하에서 물류 문제는 결국 많은 부 

문이 비전자상거래 환경과 중복적으로 논의 

될 수밖에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 

래로 인하여 특히 주목받는 부문이나, 문제 

의 심각성이 가중되는 부문, 그리고 새로이 

발생되는 부문에 좀 더 연구의 초점을 두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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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선 물류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올 살펴보고 특히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물류이슈를 파악하여 본다. 다음으 

로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물류 경쟁력요소 

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근거로 경쟁력 향 

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물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범위를 전지구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하였고 이에 따라 경쟁과 협력의 범위와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새로운 패 

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로, 전자상거래와 아웃소싱이 보편화되 

면서 물류량의 증가로 육상, 해상, 항공 등 

각종 운송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으나 도로망 등 하부구조의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어 배달체계에서 체증, 병목 등으로 

배달지연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원가상승을 유발하고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 첨단기술 상품과 패션상품을 중심 

으로 제품수명주기는 현저하게 단축되어 가 

고 있는 반면에 지역에 따른 제품의 차별화 

가 약화되어 단일 제품의 시장이 광역화되 

면서 제품이 범시장적으로 동일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작은 제품영역에서도 시장 

이 세계화되면서 다양성과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주 

문은 소량화되고 다양화되며 개별화되어 물 

류의 소량다품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로, 환경 친화적 경영활동은 기존의 품 

질, 원가와 함께 중요한 경영요소가 됨에 

따라 재화의 재생산과 재활용의 이슈는 점 

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다. 또한 

품질보증과 리콜제도의 보편화 그리고 전자 

상거래의 경우 거래 특성상 상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반품 

증가 등 물류의 역흐름 현상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넷째로, 재고경감 방법의 하나인 제3자에 

의한 물류방식, 즉 물류의 아웃소싱 전략이 

기업의 물류관련 중요이슈로 되고 있다. 이 

는 기업 물류부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물류 

전문기업인 제3자에게 위탁하여 그들의 전 

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비용의 감소 

와 고객만족의 질을 최적화하려는 것이다. 

다섯째로, 구매지역과 판매시장이 전세계로 

다변화됨에 따라 물류의 범위가 전세계로 

광역화되고 수송망의 연결관계가 복잡해지 

게 되었다. 따라서 중간거점 확보 문제, 적 

정 재고결정 등 물류 의사결정 환경에 고려 

요소가 증대하게되었고, 관련정보의 종류와 

양이 많아지게 되어 의사결정의 난이도가 

증대하였지만 반면에 정보통신기술 발전으 

로 필요정보 획득이 용이해져, 이에 따라 

물류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물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은 

물류관리를 다음과 같은 통합적 시각에서 

보게 된다.

- 기업 내부기능의 통합화 (functional 

integration) : 생산, 유통, 판매, 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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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반 기능별 독립적인 의사결정에서 

내부 물류의 통합화된 전체적 관점에서 물 

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공급체인상 개별부문의 통합화 (sectorial 

integration) : 공급체인상의 구성요소인 원 

재료 공급자, 생산자, 고객이 상호 이익올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통합화 

현상올 지칭한다.

- 지리적 통합화 (geographical integration) 

: 지리적 경제활동의 전통적인 지리적 범주 

를 벗어나, 지식, 기술, 원재료, 고객의 원천 

을 전세계로 확장 통합하는 추세이다. 이러 

한 지리적 통합화가 가능한 것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기업 

활동을 영 위 하는 Federal Express, DHL, 

UPS, TNT 둥과 같은 물류전문기업(third 

parties)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전자상거래 환경하 물류 이슈

3.1 거레 상대의 광역화

3.1.1 기업 거래 상대의 지리적 확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상에서는 본 

질적 특성상 국가별 혹은 지역별 차별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 상대는 자연 

스럽게 지구촌 전지역으로 광역화되어가고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도 

거래상대를 광역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면서 제품이 전세계적으로 판매될 수 있 

는 기회가 확대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물 

류문제에 있어서는 수입과 수출에 따른 각 

종 서류구비와 관세, 통관절차를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거래의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배송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해외 물류의 증가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해외 현지생산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 

외 생산 거점에서 원재료 부품의 조달 물 

류, 해외 판매거점의 판매물류, 해외에서 본 

국으로 역수입에 따른 물류 둥이 증가하게 

된다.

3.1.2 통관에 따른 마찰

인터넷올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일 

반 소비자들은 수출입 관련 서류, 세금의 

납부, 세관신고 둥에 익숙하지 않으며, 통관 

절차의 복잡성은 거래의 번거로움과 함께 

신속한 수배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 

다. 또한 관세문제는 국가와 기업의 이익과 

맞물려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는 언제 상행위가 시작되고 언제 종 

료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과세해야 하는 

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는 관세 부과가 어렵고, 관세부과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시장올 왜곡, 축소한다는 논리로 

전자신호의 형태로 운송되는 무형의 제품 

(컴퓨터 S/W, 영상, 음악 둥에 대해 무관 

세화를 추진하고 있다[통상산업부, 1997],

3.1.3 생산과 물류의 지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적 

상거래의 빈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거점과 부품조달처 

의 세계화 현상도 더욱 보편화되어 갈 것이 

다. 특히 많은 기업들은 제품의 기본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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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한 상태에서 배송하고 수요지에 근접 

하여 조립을 완성하는 형태, 즉 생산지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생산지연의 경우 실제로 고객의 주문이 

있을 때까지 생산을 지연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 계획 생산에서부터 

오는 각종 비용은 발생하나 제품판매로 이 

어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 

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 

은 기업이 유연성과 신속성을 견지하여 고 

객의 주문이 가시화되었을 때 주문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그리고 생산의 경제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기업들은 

표준품목 흑은 기본품목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미리 계 

획 생산을 하고, 실제 주문에 따라 색깔, 형 

태, 옵션 둥에 대한 작업을 수요발생 지역 

에서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페인 

트 회사, 정유회사,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 

품 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생산지연 

의 경우, 공통사항중의 하나는 최종 상품의 

완성이 제조공장에서 창고나 유통채널로 이 

양되었다는 점이다.

물류지연의 경우 기본적 개념은 유통채 

널상 소수의 전략적 위치를 설정하고 이곳 

에 상품의 전체적 범위에 대해서 충분한 재 

고를 유지하고 실제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한 신속하게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수 

요예상에 의한 수송으로 발생되는 물류비용 

올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도 주문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주문처리에 대한 신 

속하고 정확한 배송능력을 견지하여야만 물 

류지연이 성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물 

류지연 경우도 생산자가 수요 발생지역에 

근접하여 위치하여야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 

이 가능해진다.

3.2 고객 교섭력의 중가와 공급자간의

경쟁 심화

전자상거래하에서는 통신망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공급업자와 모든 고객간에 거래 

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최근에는 강력 

한 탐색 기능 덕분에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최대로 부합된 공급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이것은 공급자들에게는 고객의 

범위가 확대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급자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은 거래관계에 있어 

서 교섭력 (bargaining power)을 갖게 되고 

적시생산 개념처럼 소량 다빈도 주문과 다 

빈도 배송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구매와 관련하여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방식이 용이해지고 이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구매비용 절감, 구매 

시간 절감에 따른 업무부하 절감과 신속한 

조달, 우수한 협력업체와 거래처의 확보 등 

이 쉬워지고, 구매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3 아웃소싱과 전략적 제휴

3.3.1 물류 아웃소싱의 필요성과 효과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는 품질우위에 근 

거해서 고객의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제품올 제외하고는 경쟁요소로 원가를 지적 

할 수 있다. 특히 종전의 비전자 상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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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 

쟁력은 수송비를 포함하는 물류비용 부문이 

다. 이것은 특히 전자상거래 하에서 두드러 

지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고객의 비용이 

며, 이의 절감은 경쟁력 확보의 가장 중요 

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류의 양상 

이 소량다빈도화 되어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 

은 물류활동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물류전문 

기업에 위탁함으로써 경제성과 전문성을 추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류 아웃소싱으로 인해 ① 규모의 경제 

성과 ② 물류 전문기업의 전문성에 의한 서 

비스 품질의 향상을 얻을 수 있으며, ③ 물 

류설비에 대한 직접투자에서 오는 위험올 

회피할 수 있다.

3.3.2 물류부문의 전략적 제휴 형태

전략적 제휴는 경쟁적 관계에 있는 물류 

업체간의 제휴와 공급사슬에 있어서 공급기 

업-물류업체-고객기업간의 제휴의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예로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동물류센터나 

혹은 공동 배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빈도 

소량 물류환경하에서 물류량을 증가시켜 단 

위당 물류비용을 절감하려는 수단올 강구하 

는 것올 들 수 있다.

두 번째 제휴의 주요 골격은 공급자와 

고객 기업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물류비용과 

시간의 절감이다. 한 예로 주문자에 의해서 

작성된 주문자료가 공급자의 컴퓨터에 그대 

로 전달됨으로써 중복작업을 피할 수 있고, 

고객기업은 발주업무에 대한 부담올 줄일 

수 있으며, 공급기업은 주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류업체 경우, 고객기업 

과 공급기업간의 납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함으로서 물류 효율성과 정확성올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향의 제휴는 공급사슬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의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4 경쟁요소로서 「시간」의 부각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보편화되면서, 물류를 포함하는 기업경영활 

동에서 시간이 경쟁요소 (time based 

competition)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Stalk, 

1988： Hendrick, 1994],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로 정보의 획득과 처리가 실시간에 이루 

어지는 환경이 구축되면서 제품기획 단계에 

서부터 시작하여 구매 생산 유통, 판매에 

있어서 고객의 수요를 양과 품질의 측면에 

서 정확하게 만족시키려는 기업경영의 전략 

적 관점이 대두하였다. 가격과 품질에서 차 

이가 없는 경우 경쟁력은 신속배달 혹은 적 

시배달 (혹은 시장진입에 대해서 신속 진입 

이나 적시진입에 달려 있다는 시각이다. 물 

류부문에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신속성과 관련 

하여 기업은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능 

력올 보유하여 재고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 

객의 니드를 적시에 만족시키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3.5 유통경로의 단축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에 

있어서 중간 유통단계가 생략되고 생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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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유통경로의 단축이 가능해 진다. 유통경로 

는 단축이 되는 반면에 생산자로부터 고객 

으로의 직접 물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개별 

주문이 소량화될 수 있으므로 직접거래 상 

황하에서 물류 부문에 있어서 통합화를 통 

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거나 운영의 효율 

성을 이루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6 물류의 역흐름 현상

정상적인 거래상황하에서 재화가 생산자 

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물류를 순흐름 

이라 할 때 이와는 반대로 고객으로부터 출 

발하여 흐름이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물류의 역흐름이라 지칭한다. 이것은 순흐 

름에 비해서 소량 개별화되어 발생하기 때 

문에 물류의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 비용이 순흐름에 비해서 크게 발생하는 

데 심하게는 9배까지 이르고 있다[Lambert, 

1993]. 이러한 역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분 

류될 수 있다.

첫째로,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획득한 

상품정보와 상품 실체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품물류가 있다. 여기에는 운송 

도중 발생하는 상품 손상의 경우도 포함된 

다.

둘째로, 생산자의 생산과정 오류에 인한 

제품 결함으로 발생되는 반품물류가 해당되 

는 데, 제품 리콜제도의 보편화와, 기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판매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종류의 역흐름량이 증대되고 

있다.

세째로 생산, 패킹, 유통, 판매의 과정에 

서 발생하는 각종 잉여물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물류를 지칭한다. 이는 임시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재활용, 재생처리 혹은 폐기 

처리를 위한 장소로 운반된다. 특히 환경문 

제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슈로 자리잡아가 

면서 대량폐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고 있고 재활용과 재생처리가 가능한 

포장재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일부 선 

진국에서는 포장재에 대한 수거와 처리를 

생산자의 몫으로 규정하는 둥 법적, 제도적 

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물류 

의 역흐름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

이와 같이 물류의 역흐름 현상이 증대되 

면서 물류에 대한 사고 방식은 종래의 조 

달, 생산, 유통의 선형 일방적 사고 방식에 

서 탈피하여 다시 생산자로 흐르는 순환형 

사고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부문적, 단계 

적 접근에서 벗어나 물류순환의 전체적 관 

점에서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4.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물류의 

경쟁요소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방식은 혁신적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물류 방 

식의 개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완만한 

진행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 

는 것과는 달리 물류 부문은 교통, 항만, 물 

류센터 등 물리적 하부구조, 제도부문,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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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와 운영 관행 둥이 상호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관련기술의 발전만으로 단 

기간내 가시적 성과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 

이다. 여기서는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물 

류부문의 경쟁력 요소를 지적해 보기로 한 

다.

4.1 적시성

현대 기업운영의 한 가지 큰 흐름은 시 

간에 대한 관심이다. 재화와 서비스 창출에 

서부터.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관심 

은 특히 물류부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있 

고 전자상거래 상황하에서는 배송의 적시성 

이 중요한 경쟁우위의 요소로 부각되고 있 

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수요, 주문, 생 

산 둥의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 

게 되었고, 실시간 정보의 획득은 예측오차 

와 배송 오류의 가능성올 줄여주고 따라서 

재고에 의존하는 운영방식올 개선하는 데 

도움올 줄 수 있다. 실시간 정보의 획득 이 

외에도 적시성올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부의 기능간에, 공급체인상의 주체간에 정 

보공유를 통한 협력체제가 필요하고, 중첩 

적인 작업의 배제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 

스에서 가능한 병렬과정 파악 둥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적시성은 하나의 공급사슬에 있는 협력 

업체, 생산자, 고객 모두에게 주체별 부문 

최적이 아니라 공급사슬 전체가 최소의 비 

용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노력올 기울이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특히 전자상 

거래와 관련된 물류업체의 경우, 적시배달 

을 통하여 공급사슬 전체의 재고 비용을 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상대 

적 경쟁력올 점하기 위한 주요 경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사슬상에 있어서 

상호협력체계를 갖춘 운영방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속한 배달이나 적시배달은 리드타 

임올 줄일 수는 있으나 수송비나 재고 유지 

비롤 증가시키게 된다.

4.2 비용

전자상거래 경우 특히 제품의 품질에 의 

한 차별화가 어려운 제품 (혹은 제품수명주 

기상 성숙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 

품가격과 배송비용올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 

불하여야 하는 총비용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물류비용은 전자상거래가 비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 

요요소인 것이다. 또한 주문이 다품종 소량 

다빈도 양상올 보이게 되고 이는 결국 물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88년 14%에서 97년 16%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동안 총물류비는 연평균 17.1%의 증 

가율올 보이고 있다［건설교통부, 각년히. 

특히 기업물류비 부문에 대한 1998년 상공 

회의소 조사［대한상의, 1998］를 보면 매출액 

의 약 12.9%를 물류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났다.

물류비용의 최소화는 전체 공급사슬에서 

물류관련 총비용 최소화의 시각으로 접근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비용을 구성하 

는 요소를 파악하고 요소간에 상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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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여야 한다. '96년 

우리나라 물류비 요소중 재고유지비가 

21.7%, 수송비가 66.5%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재고비용 

과 수송비용이 총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인 

데 재고비용이 높은 제품의 재고수준을 최 

소화하고 몇 개의 물류센터에 집중하여 배 

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수송비용 

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신속한 배송을 위 

해서는 항공 수단 둥 비싼 수송 수단을 사 

용하는 데 이는 총비용을 높이게 된다. 같 

은 조건하에서 총비용과 리드타임과의 관계 

는 일반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4-1＞ 리드타임과 물류비용과의 관계

〈그림 4-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리드타 

임올 감소시키면서 비용 곡선상으로 이동하 

면 총비용은 증가하게된다. 따라서 기업은 

리드타임과 총비용간의 trade-off를 찾게되 

고 나아가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총 

비용 증가율을 완화하면서 혹은 총비용을 

중가시키지 않고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방법 

을 모색하게된다. 이것이 가능하면 그림상 

의 비용곡선은 좌측 아래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물류비용올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 

로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물류의 소량 다 

빈도 현상에 따라 물류 공동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단순히 배송 공동화의 

단계를 넘어 전반적인 물류기능의 공동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라는 새 

로운 거래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소규모 업체까지 물류정보를 실시간내에 접 

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4-2＞는 물류 거점수와 총비용과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거점수가 증가하게 되 

면 재고 비용, 거점 운영비, 주문처리비 둥 

은 증가하는 반면에 배송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상의 총비용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 공동화 작업을 통하여 적정 

물류거점수를 유지하여 물류 총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4.3 신뢰성

물류 부문의 신뢰성은 물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으로 논의할 수 있다. 정확성이란 거 

래와 이에 따른 생산, 재고, 물류정보가 실 

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실시간 정보 

를 획득함으로써 정확한 수량과 내용, 장 

소, 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물류 정보시스템을 확보하 

고 있어야 가능하다. 정확한 물류정보의 확 

보는 물류활동의 오차를 줄여 정확성을 향 

상시킬 뿐만 아니라 투입인력 수준과 안전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물류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또한 자재나 제품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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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투명해지고 가시화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물리적 통제력올 높여주게 되어 물류 

기능의 정확성올 향상시키게 된다.

일관성이란 오랜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물류 활동에서 배송시간의 준수율과 재고 가 

용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관성은 앞에서 

논의된 정확성에 기반올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확성은 일관성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확한 물류정보 

이외에 고객의 주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생 

산능력올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물리적으로 

물류 기능올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4 유연성

일반적으로 유연성이란 조직내부와 외부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 외부 상황의 변화는 경기변화에 따른 

양적 수요의 부침, 정부 정책이나 각종 이 

익단체에 의한 법적, 제도적 변화 그리고 

물류에 대한 개별 고객의 주문 변화 둥을 

포함한다. 조직내부상황의 변화에는 물류설 

비 능력의 변화, 인적자원의 변화, 새로운 

물류 서비스의 도입, 경영정책의 변화 둥이 

포함된다. 유연성은 이러한 내외적 상황 변 

화에 충격이나 비용올 최소화하면서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올 지칭한다. 특히 

고객의 주문과 관련하여서 주문내용과 형태 

의 변화에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는 전자상거래 시대의 물류 경쟁 

력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4.5 서비스 우월성

물류기능올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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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단품 혹은 소량 주문, 특수지역 배송, 

납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 주문처리에 대한 

진행 정보의 가용성, 재고 정보, 비용정보, 

품질검사, 반품 및 교환 처리, 재활용 및 폐 

기물 처리 둥을 포함한다. 특히 약속된 물 

류 내용의 실현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 

하여 어려워지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빨리 알리고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서비스는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서비스의 우월성을 증대시키려면 대부분 

의 경우 특수 서비스는 유료화되어 있어 추 

가적 물류비용의 증대가 수반되고 물류 공 

급자와 고객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올 초래 

할 수 있다. 즉 물류 서비스 수준과 비용은 

trade-off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물 

류 서비스별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 

를 파악하고 있어야 서비스 내용과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5. 전자상거래 하에서 물류의 개선 

방향

전자상거래가 성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올 다음과 같이 세가 

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배달체계 : 제품의 배달속도 및 배달효율의 

향상

전자상거래의 경쟁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서비스의 적시성과 낮은 비용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배달속도 및 

배달효율의 향상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통관절차의 개선, 우편체계와 

유사한 배달체계 확립, 그리고 물류 표준화 

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수요 대비 : 고객의 물류 기능 참여로 

물류수요 흡수 및 완화

급증하는 물류수요를 배달속도 및 효율 

향상으로 홉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과는 다른 물류체계를 도입하여 물류수 

요 자체의 증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 

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물류거리를 단축시 

키거나 기존 대형매장들을 활용하는 방법, 

물류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고객에게 이양하 

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총비용을 감소시키 

는 방안 등이 있다.

산업지워 : 택배산업 활성화 및 전략적 제 

휴 유도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물류부문의 아웃소싱, 즉 제3자 물류산업의 

활용이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되고 있다. 또 

한 소량화물 운송을 위한 택배산업의 전략 

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한편, 공동수배송, 공동 물류센터의 

이용 등을 유도하여 경쟁업체간（횡적） 제휴 

와 공급사슬내의 부문간（종적） 전략적 제휴 

를 적절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류 개선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1 수배송 및 포장의 표준화

전자상거래하에서는 다품종 소형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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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이 증가하므로 원활한 배달, 운반 및 

분류룔 위한 물류의 표준화가 더욱 요구된 

다. 현재 물류회사마다 물류의 집배송을 위 

해 서로 다른 규격의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 

고 전반적인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타 

회사의 물건이 제휴나 하청올 통해 유입되 

었을 경우 이를 다시 자사에 맞도록 분류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규격화가 

이루어지면 분류 및 관리가 용이해진다. 또 

한 규격화된 물품에 Bar Code를 이용한다 

면 분류 및 관리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매 

입, 판매, 배송 등과 같은 활동에서 발생하 

는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각 부문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POS(Point 

of Sale) System의 도입을 할 수 있다. 특 

히 소형화물에 있어 Bar Code의 도입은 자 

동화 측면에서 그 효율성이 크므로 필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다.

5.2 EDI에 의 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통관관련 업무는 물품 자체의 흐름도 중 

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상하역, 

외환, 통관 둥의 여타 부문의 원활한 서류 

상의 흐름도 중요하다. 특히 국외로 물류의 

흐름이 발생할 때 각종 서류의 흐름은 더욱 

중요하며 복잡한 절차롤 거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체하는 방법이 EDI 서비 

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무역관 

련 서류의 60〜70%가 중복 입력되고 있으 

며 상품가격의 7〜15%에 상당하는 부대비 

용이 발생하는데[신정한, 19%8] 이는 EDI에 

의해 없앨 수 있는 부분이다. EDI 도입에 

따라 수출입 화물 통관 및 입출항 관련 절 

차와 서류 간소화로 수출입 선적일수의 경 

우 현행 3~4일에서 1〜2일로, 수출입화물 

인도일수의 경우에는 현행 15〜16일에서 

4〜5일로, 관련서류는 230여종에서 140여종 

으로 간소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국 

전산원, 1997].

5.3 우편체계와 같은 소형화물 베달체계 

도입

소형화물의 배달체계에 있어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우편체계와 동일한 배달체계 

의 도입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업체 

는 고객의 주문이나 계획생산에 의하여 제 

품을 생산하여 각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로 

보내고, 지역의 물류센터는 제품의 주문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의 물류센터로 제품을 

보낸다. 중앙의 물류센터는 각 지방 물류센 

터에서 도착한 물건올 취합하여 제품의 행 

선지에 따라 분류를 하고 해당 지방 물류센 

터로 제품올 수송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 

당 지역의 물류센터는 우체국에서와 같이 

기 업

——>

지역 물류센터

―・
중앙욜류센터

--►
지역 물류센터

주문에 따라 제품을 

지역물류센터로 발송

각 중앙 센터로

배송

지역별 율류의 취합 

분류 및 지역혈 발송

분류 후 

고객에게 배달

〈그림 5-1> 우편체계를 이용한 소형화물 배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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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각 가정으로 배송을 하게 된다. 이 

때, 각 지방의 물류센터와 중앙의 물류센터 

를 여러 기업들이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 

고, 제품의 최종수송은 각 지역에 있는 물 

류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실시한다. 중앙 

물류센터는 기존 대형물류업체들이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또는 공공부 

문 차원에서 대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4 기존 시설 및 고객접점 지역 이용

5.4.1 우체국의 활용

전자상거래에서는 우편물과 같은 소형의 

물품의 배송이 다빈도로 발생한다. 따라서 

우체국의 소포서비스를 전자상거래의 수단 

으로 재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올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체국은 전국각지에 분포되어 

있고 체계적인 우편물관리, 신속한 배달체 

계 및 오랜 기간의 운영을 통한 노하우의 

축적 등 기반이 확고하다. 우체국과 같은 

대 고객 접점지역의 활용은 급증하는 물류 

의 흡수라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중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업체가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그 수요가 발생했 

을 때 더욱 중요시된다.

또한 공공서비스라는 신뢰성과 경제성을 

활용할 수 있고 서비스 차등화, 가격차등화 

정책의 도입올 통하여 다양한 소포서비스의 

개발과 서비스내용별 가격체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소 

포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해외 물류의 수요 

에도 일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5.4.2 고객이 물류의 일부를 담당

전자상거래에 의해 구매한 제품은 대부 

분 door-to-door 형태로 배달되기 때문에 

물류거리가 길어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게 되 

고 결국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의 부 

담이 되거나 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가입점이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또는 아파트나 마을 인근 소 

형 편의점 등과 기존 신용카드가맹점과 유 

사한 형태의 회원계약올 체결하고 고객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을 하면 그 고객이 

원하는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올 pick-up흐卜 

도록 하거나 가맹점이 배달하는 방안이 있 

다. 이는 고객이 물류의 일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부담을 줄이며 이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를 가격에 반영하여 보 

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배송의 최종목적지 （즉, 고 

객의 위치）에 근접한 지역에 접점을 마련함 

으로써 재배송, 반송 서비스 보완 둥의 기 

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고객과 물류기업이 상호 win-win 전 

략의 형태로 볼 수 있다.

5.5 상품의 디지털화로 물류량과 비용 완화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류량 증가 요인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물 

리적 제품의 디지털화를 제시할 수 있다. 

현재 기술수준으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제품 

은 주로 제품 제조공정상에 기존 인쇄 공정 

에 해당하는 부문을 포함하는 제품들로 한 

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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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기존 관련산업의 생산, 물류, 유통 부 

문에 지대한 변혁올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상품의 경우 일단 물류 

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디지털 상품은 판 

매 단위에 커다란 유연성올 부가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서적의 경우 부문판 매 혹은 

편집판매가 가능하여 좀 더 고객지향적 판 

매방식올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디지 

털 상품 거래의 확대는 몇 가지 문제점올 

내포하고 있다. 상품 생산과정이 기존 물리 

적 상품생산 공정과 디지털 상품의 생산공 

정으로 이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상품의 기술적 특성상 복제나, 변형 

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부문에 대한 법적, 

기술적 부문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6 물류업체의 수평적 제휴에 의한 물류 

공동화

물류공동화란 다수의 업체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자사의 물류시 

스템올 개방하여 공유함으로써 수배송, 보 

관 등의 물류활동올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 

력관계이다. 다빈도 소량생산시대로 접어들 

면서 소비자의 서비스 증대요구에 대처, 기 

업간 과당경쟁방지, 독자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기업의 물류효율화 등을 위 

해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6.1 공동 수배송 실시

공동 수배송이란 수송, 보관 및 배송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동화에는 동종 

업종간이나 이종 업종간에 공동화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공동 수배송시스템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 

어야 한다[송계의, 1998],

첫째, 일정 지역내에 유사한 영업대상과 

수배송을 실시하는 복수기업이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기입간에 수배송조건(상품종 

류)상 서로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공동수배송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 

치하여야 한다.

넷째, 신뢰성이 높은 물류 전문화 업체 

가 있어서 공정한 회계처리와 물류시설의 

관리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 

는 간사회사가 있어야 한다.

공동 수배송은 이론적 우월성에도 불구 

하고 현실적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전제조건 

올 충족하기 어렵고 특히, 참여기업간의 이 

해상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현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동 수배송의 제반 장점올 

적극 홍보하고 각 기업별로 공동 수배송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근거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물류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공동 수배송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간사 기 

업 혹은 공동 수배송 주관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간의 영업정보 누설올 금지하고 운 

영의 공정성올 확보하도록 유도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 회계정보 시스템올 도입하게 

하고, 운영, 물류량, 사용량 할당에 대한 과 

학적 논리를 갖게 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운 

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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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사이버 물류 중개센터

사이버 물류 중개센터는 사이버 공간상 

에서 각종 쇼핑몰로부터 배송을 중심으로 

한 물류에 대한 주문과 물류업체간의 물류 

공동화 작업을 통하여 물류수요와 공급의 

연결 기능을 갖는다. 이는 소량 다빈도 주 

문 환경하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물류비 

용의 절감과 적시 배달의 가능성을 높여주 

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센터는 다수의 쇼핑몰로부터 배송수 

요 실시간 정보를 받고, 물류업체로부터 현 

재 진행중인 배송 내용과 여유 능력, 향후 

배송 계획 둥에 대한 공급능력 정보를 받는 

다. 물류 수요자와 공급자의 실시간 정보로 

부터 수요의 긴급성, 수요내용에 따라 통합 

혹은 분류하고 배송공동화 작업을 한 뒤 물 

류 공급자를 할당한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참여기업의 영업 정 

보가 경쟁기업 혹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고 센터의 공정한 운영 방식과 참여기업 

간의 물류 품질과 서비스의 차별화에 문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개센터는 물 

류배분의 원칙과 쇼핑몰과 물류업체 모두에 

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배분의 

알고리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로 중소기업이 사이버 중개센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이버 

중개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에 해당되는 

정보화 부문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5.6.3 제휴 및 통합

택배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제조, 유통업 

체에서 독립 또는 분리한 신생 물류전문업 

체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제3자 물류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신생물류업체 

와 기존의 물류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서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물류 

업체의 대형화, 전문화 등 물류산업의 구조 

조정이 가속할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6.4 지역별 Franchise형태의 도입

현재 국내 물류업체는 대부분의 물류업 

체가 영세한 상황에서 그 규모에 관계없이 

전국적인 물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서비 

스의 정확성, 신속성 등이 생명인 전자상거 

래 하에서는 서비스의 품질이 기준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각의 

물류업체에 규모에 맞는 지역별, 영역별 물 

류서비스 지역의 구분확보가 필요하다. 즉 

물류업체의 규모에 따라 지역별 물류거점을 

기준으로 배달 및 서비스를 하게 하고, 또 

그 하부 지역에서는 또 다른 물류업체의 이 

용 등 지역별 위치별로 물류서비스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물류 거점을 기준으로 일정업체의 배 

달지역 둥을 할당하여 각 지역별로 특색 있 

는 물류업체를 선정 육성하는 것도 물류서 

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 경우 Franchise제 또는 하주 

기업과 중소물류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 

가 형성되려면 무엇보다 제휴 기업간에 정 

보시스템 및 물류표준체계의 통합이 선행되 

어야 한다. 또한, 각 지역별, 단계별로 서비 

스를 대행하는 업체가 달라지므로 동일한 

서비스 품질의 보장, 상위 업체와 하위 업 

체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등의 문제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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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으므로 지역별 단계별로 서비스 수 

준올 조사하고 연계된 물류업체들간의 원활 

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5.7 SCM에 의한 수직적 효율화 추진

SCM(Supply Chain Management)은 공 

급자에서 고객까지의 Supply Chain상의 정 

보, 물자, 현금의 흐름에 대해 총체적 관점 

에서 체인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합하고 관리 

함으로서 효율성올 극대화하는 전략적 기법 

이다. SCM은 원자재 공급자,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둥 Supply Chain상의 모든 업체 

가 공동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공 

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둥 선진국에서는 SCM추진을 통해 전 

체 유통공급과정에서 41%의 재고감축과 

5.7%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요시아키, 1998].

SCM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 

지만, 이를 확장하여 물류부문올 포함한다 

면 정보의 흐름이 신속 정확하게 되어 공급 

업체와 유통업체의 안전재고량 축소, 공급 

과정상의 배송시간 단축을 이룰 수 있다. 

SCM은 공급자관리, 생산관리, 물류관리, 영 

업관리를 포함하는 전사적이고 전략적인 개 

념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유행패턴의 

불예측성, 신제품의 돌연한 출현 둥의 시장 

위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대 

부분의 업체들이 정보의 공유를 꺼리고 있 

지만 SCM이 성공하려면 기업간의 생산, 관 

리, 유통 둥의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업들이 네트워크로 연 

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구성원들의 정보에 

대한 마인드가 변화해야 한다.

SCM의 일부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우선적으로 가능한 제휴 형태가 창고업체와 

운송업체의 제휴이다. 창고업체의 경우 규 

모, 자본의 영세성, 기술, 시설, 인력자원의 

낙후 운영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둥으로 점 

점 쇠퇴해가고 있다. 이런 창고업체를 제3 

자 물류로 끌어들일 수 있는 창고업체와 운 

송업체의 전략적 제휴는 이들이 각 분야에 

전문적 지식 및 경험올 보유했다는 점과 거 

점운송체계를 구축할 수'있다는 점에서 상 

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향후 단독으로 창고업올 영위하는 사 

업방식은 쇠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창고업 

체는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척, 운송업체는 

일정한 물류거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생성될 수 있다. 현재는 약 

30%의 창고업체가 제3자 물류로 진출올 고 

려하고 있지만[대한상의, 1997]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송업체와 

창고업체의 전략적 제휴도 실효성을 거두리 

라 본다.

6.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류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전자상거래는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까 

지도 거래상대를 전지구로 광역화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문비용의 

감소로 주문의 다품종 소량 다빈도화 현상 

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와 전문성올 확보하기 위한 물류업종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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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적 제휴와, 공급사슬내에서 공급자, 생산 

자, 고객간의 종적 제휴의 필요성이 증대하 

고 있다. 한편 고객은 좀더 많은 공급자에 

접근이 용이해졌고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고 

객이 원하는 웹상의 공급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되면서 공급자간의 경쟁은 심화되게 되 

었다. 생산자와 수요자가 직접 연결이 가능 

해지면서 유통경로가 단축되어 가고, 전자 

상거래의 속성상 상품실체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물류의 방향이 고객에서 생산자 혹 

은 제 3의 장소로 이동하는 역흐름 현상에 

대한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하의 물류의 

경쟁력 요소를 적시성, 비용, 신뢰성, 유연 

성,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 

스 능력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물류의 경 

쟁력 화보에 현실적인 장애요소는 관세 및 

통관문제와 운송부문의 비효율성, 보관 하 

역체제 낙후, 물류업체의 영세성을 포함하 

는 물류기반의 취약성과 함께 정보화의 후 

진성을 들 수 있다. 특히 물류의 효율성과 

공동화 작업에 필수 부문인 표준화가 미비 

된 점도 중요하다.

개선 방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배달 

체계축, 물류 수요완화축 그리고 산업지원 

축으로 구성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개선안으로 수배송 및 포장부문의 표준화, 

EDI기술에 의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소형 

화물체계도입, 고객접점지역 확보, 상품의 

디지털화, 수평적 제휴에 의한 물류 공동화 

그리고 최근 초미의 관심부문인 SCM에 의 

한 수직적 효율화를 제안하였다.

전자상거래 하에서 물류 문제는 결국 많 

은 부문이 비전자상거래 경우와 중복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특히 주목받는 부문이나, 문제의 심 

각성이 가중되는 부문, 그리고 새로이 발생 

되는 부문에 좀 더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이미 실 

체화되어 가고 있으며 상거래의 큰 흐름으 

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논 

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학문적 근거를 제공 

하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뒤,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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