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gistics의 고도화 및 통합화 

 

월간 자동화 기술, 1999년 9월호, 제5장 Logistics의 고도화 및 통합화 (pp.47-50) 요약 

 

Logistics의 고도화, 통합화의 요구 

 불확정성이 높은 시장환경에서는 판매량 일변도의 통합경영은 자산효율의 저하, 경영자원

의 분산화를 초래하여 cash flow(감가 상각비를 가산한 순이익)의 악화시키고, 기업의 시장

부가가치(EMV: Enterprise Market Value)를 감소시킨다. 핵심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시켜 

자산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영의 기민성, 재고압축, lead time 단축 등이 필요하며 생산, 

판매, 회계 등과의 전체 최적화를 위해 보다 고도의 logistics가 필요하다. 물품의 흐름과 

real time 정보의 흐름의 동조로 조달물류/생산물류/제품물류를 통합한 정체가 없는 

logistics 파이프라인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Logistics는 고객과의 접점이 많고, 고객 지

향 logistics 전략을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것은 기업의 차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Logistics

는 수발주, 창고관리, 배송 시스템 등의 기능으로 성립되어 있으며 이들 기능의 통합 없이

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보다 고도의 logistics 통합관리는 고객 만족도 향상에 필요

하다. 

 

Logistics 고도화, 통합화의 방법 

Logistics를 발전시키기 위해 SCM을 많이 도입한다. SCM은 계획계의 SCP와 실행계의 

supply chain execution(SCE)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SCE는 기업내의 각 부문과 실시

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logistics를 더욱 발전시켜준다. SCE를 수용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logistics의 업무를 다양화 하여 스루풋 타임(supply chain상의 재고를 

시간으로 환산한 것)을 최소화 하고, 부가가치 업무 등을 증가시키는 등 프로세스의 변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기술이나 SCE를 활용한 물류의 아웃소싱 사업을 전개하는 3PL도 

logistics를 고도화 하는데 쓰인다. 

 

Supply Chain Execution (SCE) 

 SCE는 수발주관리, 창고관리, 배송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주에서 납품에 이르기 까

지 물품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완전 관리하고 포괄적인 재고상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logistics system을 구축한다. 먼저 창고관리 system은 기업 전체의 재고의 흐름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는 통합형 시스템에서 자재의 수령부터 고객에 발송하기까지의 수령, EDI/ASN, 

자재관리, 선택물의 보충과 발주, flow-through, 크로스독, inventory management, 주기 계

산, 설비통제, 등의 모든 정보와 logistics 업무를 통합하여 조절한다. 그리고 



Transportation execution management는 여러 가지 운송업무나 일원관리를 통합하여 운송

효율을 높인다. 수발주 시스템/WMS/TEM에 의하여 통합된 logistics는 총비용을 대폭 절감

시키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lead time을 단축시키고 quick 

response를 실현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재고 정보는 원격지에 있는 물류 거

점이나 고객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화가 가능하며, ERP나 SCP관련의 소프

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패키지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이 용이하며 

logistics를 경영의 중추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다른 재무회계, 생산, 판매 등의 부

문과의 통합 일원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