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관리의 디지털화 : 구성요소와 전략적 파급효과
박성택1, 김태웅2, 김미량3*

1선문대학교 SW융합경영전공 교수, 2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3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Digitization of Supply Chain Management
 : Key Elements and Strategic Impacts
Seong Taek Park1, Tae Ung Kim2, Mi Ryang Kim3*

1Professor, Division of SW Convergence, Sunmoon University
2Professor, 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3Professor, College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디지털화가 수반되지 않는 공급망은 마케팅, 상품개발, 제조, 물류 및 고객에의 상품 인도라는 여러 단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디지털화는 이런 여러 단계 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투명하
고 통합된 네트워크로의 변신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공급망관리의 최종 목표는 속도와 가시성이다. 이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망 테크놀러지가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통합계획수립 및 운영체계, 공급망 애널리틱스, 자율적 물
류관리, 스마트 물류센터와 스마트 팩토리 등이 포함된다. 이런 기술들은 예상치 못한 운영조건의 변동사항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공급망 상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예측력을 강화시킨
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의 디지털화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기술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시한다.
주제어 : 디지털 공급망, 가시성, 공급망 운영속도, 공급망 테크놀러지, 4차 산업혁명

Abstract  The supply chain without digitization is just a series of discrete, siloed steps taken through 
marketing, product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logistics, and finally into the hands of the 
customer. Digitization brings down those walls, and the chain becomes a completely integrated network 
fully transparent to all the parties involved. The ulitimate goals of digitizatized supply chain 
management are velocity and visibility. This network will depend on a number of key technologies 
including integrated planning and execution systems, supply chain analytics, autonomous logistics, 
smart warehousing and factory, etc, enabling companies to react to disruptions in the supply chain, and 
even anticipate them, by fully modeling the network, creating “what-if” scenarios, and adjusting the 
supply chain in real time as conditions change. This paper presents a number of studies on 
digitalization of supply chains and provides a discussion on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technology 
adoption. Implications of the study findings are also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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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급망이란 고객, 소매업자, 도매업자, 제조업체, 자재 

및 부품 공급업체, 물류업체 등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로 구성된 망
(supply chain)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
하는 기업조직으로 구성된 공급망내에서는 상품의 흐름 
외에도 정보와 자금의 흐름을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을 통
해 기술과 신뢰가 쌓이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급망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공급망과 공급망 간의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영업망
을 확장하면서 공급망도 복잡해져가고 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 물류 및, 
판매부문에서 거래 기업수가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상
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지고 물류관련 데이터 축
적이나 소비자 관련 자료를 시의적절한 시간 내에 수집
하기 어려워진다. 공급망관리의 충분한 역량이 뒷받침하
지 않으면 시장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기 힘
들어져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익 창출이 용이하지 않다. 

공급망이 구성되었다 해서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도입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Burt(2002)가 제시한 구조적 공백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점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힘든 기업들을 연결해주거나 이들이 보유하지 못한 다양
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급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영향력
을 가지는 선도기업만이 공급망관리 도입이 가능할 것이
다[1]. 공급망관리의 핵심은 공급망 구성 기업 간의 정보
공유와 동시적 의사결정에 있다. 공급망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로서 
자사와 거래하는 기업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정보
만을 토대로 결정을 이끌어간다면 채찍효과를 방지할 수
도 없으며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동시적 의사결정과 
실행 역시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처음 공급망관리의 정착을 통
해 리드타임 단축, 재고 절감, 원가절감 등을 이룩하고 이
를 통해 고객서비스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2]. 그후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공급망관리를 도
입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도입·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조직내외의 이질적인 부서나 조직들을 상
호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공급망내의 가시성을 확보하며, 
공급망내에 축적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

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
급망관리의 전략적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게 된다. 

월마트, 아마존, 델, 자라, 3M, 나이키 등과 같은 글로
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플
랫폼을 활용하여 경쟁기업들이 흉내 내기 어려운 공급망
관리의 역량을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
나 이제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 이들 글
로벌 기업수준의 투자여력이 없는 기업들도 공급망관리의 
디지털화(digitization of supply chain management)
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공급망은 단순히 외부협력업체와의 연결고리
가 디지털화된 수준을 넘어선다[3]. 디지털 공급망관리
(SCM)는 (a)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디지털 기술로 연결
(connected)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
며; (b) 공급망 참여업체들이 시장에서 수집·축적하는 다
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며(informed); (c) 공유·축
적된 데이터와 정보를 강력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공급망의 변동에 대한 실시간적인 인사이
트를 끌어낼 수 있으며(smart); (d) 로봇이나 자동화된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automated)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이룩하겠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다[4]. 
연결망의 디지털화와 정보의 공유는 참여기업 모두에게 
공급망과 시장환경 변동에 대한 가시성을 증대시켜주고, 
참여기업 간의 실시간 의사결정 및 동시적 협업을 가능
하게 한다[4]. 

공급망의 디지털화가 늦어지면 자사내 부문간, 또는 
협력업체와의 연결고리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예
를 들어 수요예측, 협력업체로부터의 자재와 부품의 구
매, 주별·일별 생산할당량의 결정, 재고의사결정, 물류의
사결정 등은 그저 더하기 빼기 수준의 수학만으로 가능
하지 않다. 모두 공급망내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및 계
획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규칙을 만들고 그 결과를 협력
업체와 유통업체 등을 포함하는 공급망의 연결고리를 통
해 의사결정결과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연결고리의 디
지털화가 미진하면 모든 정보가 매끄럽지 못하게 흘러가
면 정보의 시의성이 저하되고 환경변화에 대한 공급망의 
대응도 뒤쳐진다. 

디지털 SCM의 전략적 기대효과는 보스턴 컨설팅그룹
의 연구에 의해서도 널리 알려진 바 있다[5]. 이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SCM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상품 가용성이 
10% 증가했으며, 시장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25% 
이상 증가, 운전자본은 30% 이상 절감, 현금전환주기 역
시 17%에서 64% 정도 절감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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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대부분 디지털 공급망하에서 
데이터와 정보의 투명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
으로 공급망 움직임의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들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
스를 최소한 리드타임내에 공급하는 실행전략이 현실화
되고 있다. 

SCM의 디지털화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도 불구하
고 SCM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성과, 성공요
인, 영향요인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SCM의 
디지털화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연구는 현재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
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M의 디지
털화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디지털 공급망관리의 개념과 사례
2.1 디지털 SCM의 핵심개념

공급망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의사결정 메커
니즘이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해서 디지털 SCM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포털서비스, 상품
개발, 협력업체 포털, 물류망관리 등이 디지털·자동화되
어 있어도 기능이나 부문 간에 정보공유가 자동으로 이
루어지고 자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상대방의 시스템 
안에 일정 부분 녹아들어가(embedded) 있어야만 SCM
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디지털
화된 프로세스가 연결되지 않아 실시간 정보공유나 동시
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디지털 SCM의 핵심개념은 속도(velocity)와 가시성
(visibility)이다[6]. 속도는 특히 운전자본의 회전율과 직
접적으로 연계되는데, 정보와 자재흐름의 지연은 운전자
본의 회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급망의 계
획수립주기를 길게 가지고 가는 것, 예를 들어 주별 계획 
대신 월별계획을 수립·운영한다면 그만큼 의사결정 속도를 
지연시키고 긴급한 변동에 대한 대처능력을 저하시킨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시성이 높아야 한다. 가시
성은 대개 정보나 데이터에 미진한 부분이 많거나 여러 
부문을 거쳐 오면서 정보의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데이터 표준화의 미비로 내용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자주 발생한다. 가시성은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해관계집단 사
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여주고 리드타임 절감에 기여한

다. 갈등은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급망내
의 불필요한 재고를 증가시킨다. 

2.2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사례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공급망 상에서의 디지털 및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사결정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런 간이 사례를 통해서 공급망 선도 기업들이 공
급망내에서 창출되는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부
문에서 효율화를 도모하는지 살펴보고 공급망 디지털화
의 잠재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2.1 월마트 
월마트는 제조기업에서 배운 Operation Playbook

과 인공지능, 로봇, 최적화,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SCM을 구현하고 있다[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peration Playbook은 Lean 
operation, Continuous flow, Single piece versus 
batch, Optimization of bottleneck, Logistics 
Network는 Logistics hubs by purpose, Last mile 
logistic network, Network optimization, Supply 
Chain Optimization은 Consumer Behavior Analysis, 
Demand Forecasting, Inventory Deployment, 
Real-time Planning, Digital Technology는 Artificial 
Intelligence, Video and Voice Recognition, KIVA, 
Scout (Robots), Anticipatory Shipping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서비스인 dash button, 
amazon Go, echo, Prime Air 등의 고객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2.2.2 Saffron technology
Saffron technology는 공급망 복잡도의 문제에 대응

을 하고자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 기술을 
적용하여 글로벌 소싱 업무를 혁신하였다. Saffron 
technology는 자율주행자동차, 하이브리드 공법 등의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과 사어의 성장, M&A로 인한 복잡
도가 증대(19,000여개의 공급업체, 50,000개 이상의 품
목/서비스 협업)하기 시작하였다[7]. 이에 소싱 인텔리전
스(Sourcing Intelligence)를 통해 MRP와 구매 및 주
문 데이터의 내부데이터와 뉴스, 리서치, SNS 등의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인지 컴퓨팅(자연어처리 및 분
석)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 평가, 이슈 정보 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잠재 파트너의 발굴, 협력업체 선
정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의 구매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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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삼성 SDS
삼성 SDS의 경우에는 실절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실 

사례에 근거를 한 디지털 SCM 구현의 프레임워크를 제
시하였다. Intelligent Sensing, Real Time Planning, 
Autonomous Fulfillment, End-to-End Control 
Tower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AI/머신러닝, 디
지털 트윈, 최적화, 블록체인,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 인메모리 컴퓨팅, Decision Cockpit, 데이
터 통합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7].

Intelligent Sensing은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통합하
고 분석하여 마케팅과 수요 예측을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 체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Real Time Planning은 
초고속 엔진과 인메모리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계
획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계획 리드타임을 획기적
으로 단축이 가능하게 한다.  

Autonomous Fulfillment는 수요 변경과 공금 이슈 
등에 대해 신속한 자원의 검토를 통해 긴급한 주문에 대
한 대응의 속도를 높이고 주문에 대한 기성을 향상하게 
한다. End-to-End Control Tower는 E2E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 실적과 이슈 등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
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한다. 이를 통해 삼성 SDS는 향후 AI기반의 자동 계획 
체계 구현을 통해 Planner의 개입을 최소하하고 이를 통
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동 계획 체계로의 발전을 목
표로 하고 있다. 

2.2.4 3M과 바스프의 디지털 협업 
공급망의 디지털화는 외부 협력업체나 파트너기업과

의 디지털 기반의 상호작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쌍방 간
에 신뢰가 쌓이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수만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3M의 공급업체 중 대표적
인 기업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바스프
(BASF)이다. BASF는 3M 공장과의 연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공급망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감행하였다. 
10여개 이상의 바스프 공장이 3M공장과의 실시간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3M공장의 원자재 수요변동과 동기화된 
공급활동을 전개한다. 3M 제품에 대한 수요가 불규칙하
게 변화하더라도 바스프는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바스프는 실
시간으로 자사의 공급물이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 볼 
수 있으며 3M도 바스프의 공급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실
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다. 바스프와의 디지털화

된 연결고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3M은 이와 유
사한 디지털 연결고리를 다른 글로벌 공급업체와도 구축
하였다[8]. 양사의 ERP 시스템이 동일한 업체의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두 시스템이 직접 정보를 교환하
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들웨어의 도움이 필요 없
는 디지털 연결고리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2.2.5 몬산토와 고객과의 협업 
원가절감에만 주력하던 몬산토(Monsanto)는 고객과

의 긴밀한 상호작용 유도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연간 사십만 명 이상의 고객과의 거래 및 상
호작용 과정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그 결
과가 공급망 전체에 공유되어 연구개발 및 마케팅부문이 
효율적이고 주도적인 의사결정과 상품개발을 이끌어 나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새로운 디지털 공급
망관리시스템은 고객과의 거래 마무리시간을 50% 이상 
단축하였으며, 수십 개 국에 퍼져있는 고객 농장과 주변 
자연환경(기후, 토양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
해 해당 농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9]. 

2.2.6 월마트의 정보공유
월마트는 매주 2억 6천만 명 이상의 고객이 27개국 

12,000개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며 10개국에 인터넷 매
장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만 4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
하고 있는데, 월마트는 이들 매장과 220여개의 물류센터
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주요 상품공급업체와 
CFPR 관계를 구축하면서, 매장의 상품별 판매데이터, 매
장과 물류센터의 재고자료, 판매추세 등을 공유하는 것으
로 유명하다. 이런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공급망 전체
시각에서 재고 최소화, 품절 방지와 원가절감에 매진한다
[10]. 

월마트는 지난 20년간의 판매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데, 상품공급업체들이 자신들이 공급한 상품에 대한 실시
간 매출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매장 단위의 
개별상품(stock keeping unit)수준까지의 세밀한 정보
까지 공유한다. 공급업체들은 자사의 PC 화면에서 자사
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의 매출을 매장별, 지역별, 주별로 
추적ㆍ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느 장소의 어느 품목
에 대해서든지 일간 매출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국 내의 
어느 매장에서든지 신규 품목을 테스트하고 판매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공급업체는 이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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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신속히 개발․
공급할 수 있는 소위 time-to-market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고객들의 1회 구매량 패턴 및 생
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
는 패키지(사이즈 , 디자인 등)의 디자인도 가능해졌다. 

2.3 SCM 선행연구
SCM과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이루

어졌다. 대부분의 연구는 SCM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
공요인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SCM과 관련된 연구들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과 
SCM 접목을 시도한 연구가 몇몇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
이다. 

김태웅(2018)은 EPC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급방 관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자 학술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실무적 차원인 사례분석
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11]. 노경호외(2014)는 포
스코의 사례를 기반으로 SCM 첨단계획수립시스템의 도
입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12]. 

박성택외(2019)는 대형병원의 운영을 헬스케어 공급
망관리 도입을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의 분
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13]. 

Saberi et. al.(2019)는 공급망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블록체인기술을 적
용하는데 있어서의 장벽을 명확하게 4가지 차원으로 식
별을 하였다[14]. 

Kshetri(2018)는 블록체인이 공급망 관리의 목표(비
용, 품질, 속도, 신뢰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15]. Genovese et. al(2017)는 화학산
업과 식품산업의 사례를 통해 생산시스템의 성능을 다양
한 지표를 통해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16]. 

Dubey et. al.(2017)은 지속가능한 SCM을 위해 이
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증을 하였다[17]. Rajeev et. al.(2017)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의 지속가능
성 문제의 핵심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제안하였다[18].

Tiwari et. al.(2018)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의 
공급망과 관련된 문헌들들을 토대로 하여 공급망 관리에
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19].

3. 디지털 공급망관리의 구성요소

공급망 참여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연결고리를 구축했다고 해서 디지털 
SCM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정보공유로는 환
경변화로 인한 공급망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급망 참여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선도기업
의 여러 부서를 거쳐 신뢰성이 확보된 정보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
결정 플랫폼을 통해 전략적 최적화를 위한 입력 자료로 
역할이 바뀌게 된다. 수요예측, 구매, 생산, 주문처리, 물
류 등의 공급망내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비즈니스 애널
리틱스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화되고, 실질적인 생산과 공
급과정도 다양한 자동화 설비와 자율적 매커니즘을 통해 
실행된다. 이제 공급망이 디지털화 되기 위해 필요한 다
양한 인프라와 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
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연구에서 도출이 된 
중요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Researcher Key elements

Schrauf & 
Berttram(2016)

[4]

integrated planning and execution, logistics 
visibility, Procurement 4.0, smart 
warehousing, efficient spare parts 

management, Autonomous and B2C logistics, 
SC analytics, digital SC enablers

Kearney(2015) [20] SC integration, SC autonomous, SC 
reconfiguration SC analytics

Farahani et. 
al.(2017)

[21]
Digital Customer, Digital Production system

Plate & Winkelhaus
(2016)
[22]

SC analytics, Production automation, 
modularization & composition

Mckinsey
(2016)
[23]

Planning, Physical Flow, Performance 
Management, Order Management, 

Collaboration, Supply Chain Strategy

Table 1. Components of SCM 

연구자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요인들도 보인다. 각 연구자별로 중요한 요인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 Schrauf & Berttram 연구
Schrauf & Berttram(2016)는 디지털 공급망의 요소

로서 다음 8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4]. 
첫째, 통합계획수립과 실행(integrated planning 

and exe -cution) : 기존 APS(Advanced Planning 
System)이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통
합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급업체,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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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체, 물류센터 및 고객을 디지털기반으로 연결함으
로써, 공급망내의 어느 한 곳에서의 변동이나 사건에 대
한 실시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관
리자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리드타임, 재고, 물류활동이 
최적화되며, 고객니즈와 요구에 대한 대량고객화가 가능
하도록 공급망 움직임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행전략이 극
도로 유연하다.

둘째, 물류 가시성(logistics visibility) : 물류망이나 
SNS로부터 창출되는 데이터는 물론 날씨나 교통정보와 
같이 공급망내에서 자재와 상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축적되어 단일 플
랫폼으로 보내진다.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는 공급망 애
널리틱스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공급망 운영의 최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예상치 못한 수요의 
변동이나 공급망내의 상품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사건에 
대한 대비책도 이 프로세스를 통해 제시된다. 

셋째, 구매혁신(Procurement 4.0) : 원자재와 부품공
급업체와의 효율적인 통합은 디지털 공급망의 핵심구성
요인이다. 다양한 빅데이터기법을 활용한 구매관리는 공
급업체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이끌어가고 자재계획수
립, 공급프로세스의 리스크관리 및 협업을 촉진시킨다. 이
를 거듭할수록 구매프로세스는 자동화 수준이 제고된다.

넷째, 스마트 물류센터(smart warehousing) : 로봇 
및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물류센터의 자동화는 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며 고객만족과 리
드타임 절감이라는 공급망 운영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
소이다.

다섯째, 스페어 부품관리(efficient spare parts 
management) : 부품업체와 연결고리가 디지털화되고 
정보공유가 일상화되면서 부품관리도 디지털 공급망의 
일부분으로 녹아 들어가지면 여기에 3D 프린팅기술이 
상용화되면 불규칙한 수요를 나타내는 부품관리는 더욱 
혁신화된다. 안전재고를 높게 가져가야하는 부담도 덜고 
부품구매와 관련된 리드타임도 절감된다. 애널리틱스 소
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스페어 부품에 대한 수요예측을 시
도함으로써 예측오류 축소를 통한 부품관리의 최적화도 
가능해진다.

여섯째, 자율적 B2C물류(Autonomous and B2C 
logistics) : 자동화공장에서는 사람의 간섭이 필요없는 
자율적(autonomous) 현장 자재운반기기의 도입이 기본
이다. 생산프로세스의 진척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작업장에 공급한다. ERP시스템에 연계되
어 생산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재를 적시에 

적재적소로 운반한다. 센서와 레이저 안전범퍼 등을 장착
하여 현장 근로자의 산업안전도 제고에서 기여한다. 이제
는 무인트럭도 가시화되어 단지 공장 내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물류관리에 대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일곱째, SC애널리틱스(SC analytics) : 공급망 상에서
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는 디지털
화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활용
되는데, 분석목적에 따라 기술적(descriptive), 예측적
(predictive) 그리고 처방적(prescriptive) 애널리틱스
로 구분된다. 기업은 일차적으로 ERP, CRM, e-커머스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자동으로 창출되는 데이터부터 활
용한다. 고객과의 계약 및 거래내용, 고객의 불평 및 불
만, 내부 이메일, 생산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도
출되는 각종 이미지 데이터, SNS 상의 비구조적 데이터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기술적 애널리틱스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계획수립
한 바대로 진행되는지 또는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유형
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닝 역할을 한다. 
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도표와 차트를 이용하
여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한다. 예측적 애널리틱스는 소비
자와 기술에 대한 예측을 위한 것으로 상관관계분석, 회
귀분석, 키워드분석, 패턴 인식 프로세스 등을 활용하여 
공급망이 움직여야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특정 사안이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처방적 애널리틱스는 공급망의 운
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이
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주거나, 주기적 또는 배치
(batch) 형태로 수학적 알고리즘을 토대로 최적 대안을 
찾는데 활용되기 한다. 처방적 분석은 향후 인간 대신 의
사결정을 담당하는 자동화 또는 자율적 의사결정 메카니
즘의 등장도 촉진시킬 것이다. 예들 들어 구매담당자의 
결정 없이도 협력업체의 컴퓨터에 구매요청 오더를 발주
할 수도 있다.

여덟째, 디지털 공급망 인에이브러(digital SC 
enablers) : 공급망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는 지원요소
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다양한 공급업체와 유통업
체, IT서비스업체 등과의 협업 등이 포함된다.

3.2 Kearney 연구
2015년 A.T.커니의 연구에서는 공급망 디지털화를 

위해 SC통합(integration), SC자동화, SC 재편성
(reconfiguration), SC애널리틱스의 네 가지 유형의 디



공급망관리의 디지털화 : 구성요소와 전략적 파급효과 115
지털 혁신을 제안한 바 있다[20]. SC 통합은 공급망 선도
기업과 협력업체 전체를 엮는 통합 정보망의 구축과 종
이서류 없는 디지털 의사소통을 통한 공급망 통합을 의
미하며, SC 자동화는 공장자동화, 상품 상태를 감안한 스
마트자동포장, 자재 및 상품에의 인식태그의 부착으로 자
재흐름의 실시간 모니터링, 공급업체·유통업체 등과 표준
화된 공용라벨의 활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망 운영
체계를 자동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C 재편성은 3D 
프린팅, 스마트 물류를 위한 e-플랫폼의 구축 및 어플 활
용을 통해 공급망의 구조를 혁신화하고 재편성하는 활동
이며, SC 애널리틱스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과 유사한다.

3.3 SAP사의 연구
SAP사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21], 미래 

SCM운영에 영향을 미칠 기술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
퓨팅, 예측적 애널리틱스, 소셜 미디어,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기술혁신을 통해 디
지털 SCM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첫째, 디지털 고객 : 수요센서링(demand sensing), 
추세관련 자료의 데이터 마이닝, 판매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분석을 통해 상품의 판매패턴과 고객의 구매행위에 
대해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고객 니즈와 욕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추출한다. 공급망 파트너기업과 VMI나 
CPFR 등의 협업관계를 추진하여 다양한 고객수요에 대
한 대응력을 극대화한다.

둘째, 디지털생산시스템 : 로봇과 자동화 물류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센서를 통한 수집
된 품질이나 설비고장 관련 데이터의 자동분석을 통해 
설비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또한 3D 프린팅기술
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파트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설비의 신축성을 증대시킨다. Adidas의 스피드팩토
리가 좋은 예이다. 2017년 12월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세울 것이라 발표한 바 있는 이 공장은 기존의 자동화공
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고객화(customization)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대량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으로, 
고객 발의 형태와 사이즈에 완벽하게 맞으면서도 원하는 
색상, 자재, 무늬 등 심미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상품
의 주문생산에 목표를 둔다. 

그 외 디지털 공급업체(digital suppliers)와 디지털 
물류·재고관리를 디지털 공급망관리의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한 구매혁신과 자율
적 B2C물류 및 스마트 물류센터의 개념과 그 내용이 유
사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모바일 교육, 성과측

정을 위한 웨어러블(wearable)기술 도입, 공급망 성과측
정의 디지털화 등도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다.

3.4 Plate와 Winkelhaus의 연구
Plate & Winkelhaus(2016)는 공급망 애널리틱스, 

생산자동화, 모듈화를 통한 클러스트화 전략(modularization 
& composition)을 주요 요소로 포함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디지털 연결고리 구축과 인터페이스의 표
준화를 도모하는 것이 디지털 공급망관리의 핵심요소라고 주
장하였다[22]. 디지털 연결고리 구축과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는 
공급망 구성업체와의 통합계획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SC 애널리틱스와 생산자동화도 앞에서 논의한 
내용과 유사하다. 이들이 제안한 모듈을 통한 클러스트화 
전략은 제품과 프로세스가 모듈을 중심으로 클러스트화
되어 생산준비시간이 거의 무시할 만큼 줄어들어야 리드
타임이 최소화하고 대량고객화도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3.5 Mckinsey사의 연구
공급망 4.0(supply Chain 4.0)으로 표기되는 맥킨지

사의 디지털 공급망은 사물인터넷, 첨단 로봇 그리고 최
첨단 빅데이터 분석도구의 활용에 초점을 둔다. 모든 곳
에 센서를 설치하고 모든 곳을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모
든 것을 자동화시키고 또한 모든 것을 분석하여 공급망
의 성과와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공급망의 디지털화는 무엇이든 빠르고 신축성 있게 대
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업내외의 빅데이
터에 대한 예측적 애널리틱스와 머신 러닝의 활용은 고
객수요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예측대상기간
도 월별이 아니라 주별 또는 품목에 따라서는 일별 예측
도 가능해 질 것이다. 아마존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예
측적 배달(predictive shipping)도 가능해 질 수 있다.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이미 이를 예측하여 물류망에 배
달을 의뢰하고 최종적인 주문 확정에 따라 도착지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확정짓는 방식도 디지털 공급망하에서
는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간적
인 계획수립도 가능해져 수요 및 공급환경변화에 매우 
신축성 있게 대응이 가능해 진다. 소위 계획수립 사이클
(planning cycles)이나 계획내용의 동결기간(frozen 
periods)도 최소화되어 계획수립 자체가 연속적인 프로
세스화 되어 다양한 제약조건에도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고객도 주문상품 내역의 수정
이나 배송지 변경도 이전보다는 훨씬 여유롭게 허용될 
것이다. 이런 미래를 가능케 할 디지털 공급망관리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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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로 맥킨지는 6개 가치창출 동인(value driver)을 
Fig. 1과 같이 구분하고 각 동인별로 핵심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23]. 

Fig. 1. The concept of the next-generation digital 
supply chain proposed by Mckinsey [23]

Table 2에 소개된 핵심기술 중 몇 가지 특이한 것을 
간략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를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인 자동화된 근
본적 원인분석(automated root cause analysis)은 예
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이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어
떤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항목과 관련된 지표값들
을 미리 정의된 값들과 비교하거나 빅데이터/데이터 마
이닝 또는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해 예외적 상황이 나타나
게 된 근본 원인을 식별해 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드러
난 근본원인을 감안하여 상황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한
다. 협업(collaboration)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급망 클
라우드는 고객, 기업, 협력업체 간의 협업을 위한 플랫폼
으로 물류인프라를 공유하거나 협업적 계획수립 솔루션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상호 경쟁하에 있지 않은 기업들
이 공급망비용 절감과 글로벌 스탠다드 공유를 촉진시키는 
협업의 장 역할을 한다. 공급망 전략(supply chain 
strategy)의 핵심기술인 미시세분화(microsegmentation)
는 고객특성과 요구조건에 따라 공급망을 수백개의 개별 

공급망으로 세분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개별 
공급망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군을 도출해내는 
전략을 말한다. 고객군별로 특화된 공급망은 비용절감과 
리드타임 단축 및 재고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해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14]. 

4. 디지털 SCM으로의 퀀텀 변혁을 위한 
시사점

디지털 공급망 관리의 핵심은 앞 절의 선행연구 리비
유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효율적이고 실시간 적인 의사결
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급망내 연결고리의 디지털화
가 최우선적 과제이다. 고객, 협력업체, 제조업체, 물류업
체, 서비스 아웃소싱업체, 선도기업의 부문 간의 연결고
리는 물론, 제조 및 물류관련 시스템내의 M2M 커뮤니케
이션과 센서를 통한 자율적 데이터 수집고리 등이 여기
에 해당한다. SNS이나 M2M 커뮤니케이션과 센서를 활
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상호작용 관련 데이터가 쌓이지
만,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는 공급망내의 연결고리를 상
호계약 하에 정보시스템으로 연결되기 전에는 디지털 연
결고리로 혁신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연결고리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정보기술의 문제가 아
니라 디지털화에 응해야 하는 참여 및 협력업체의 신뢰
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급망내의 쌍방 간 신뢰구
축이 단순히 상생을 위한 비전이나 선언문 발표로 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뢰
에는 상당기간 동안의 거래를 토대로 하며 일종의 실증
적 의미(empirical sense)로 이해해야 한다. 공급망을 
이끌어가는 선도기업이 그들 고객과 파트너, 및 협력업체
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킨다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일정 
수준이상 축적돼야만, 파트너와 협력업체들도 역으로 신
뢰의 시그널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이 구체화

Main Value Drivers Key Technologies
Planning Predictive analytics in demand planning, Closed-loop planning, Automation of knowledge work, Advanced 

profit optimization, Scenario planning
Physical Flow Automation of warehousing, Autonomous and smart vehicles, Human-machine interfaces, Smart logistics 

planning algorithms, In-situ 3-D planning
Performance Management Automated root cause analysis, Digital performance management, Online transparency
Order Management No-touch order processing, Real-time replanning, Reliable online order monitoring
Collaboration Supply chain cloud, End-to-end multitier connectivity
Supply Chain Strategy Micro segmentation, Dynamic network configuration

Table 2. Main Value Drivers and Key Technologies for digital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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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공급망내의 신뢰가 사회적 자본으로 쌓여가며 네
트워크의 배태성을 촉진시킨다[24, 25]. 협력업체를 포함
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도 신뢰를 
쌓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디지털화로 인한 전략적 
편익이 선도기업에 치우칠 경우 디지털화의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도 어려운 장애요인 중의 하나이다. 

연결고리의 디지털화로 데이터의 표준화와 정보의 실
시간적 공유가 가능해지면 이를 활용하여 최적 의사결정
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모듈이 개발·도입되어
야 한다. 중요 의사결정의 프로세스화로 빅데이터 분석이 
상시적인 도구로 활용 가능해야 한다. 디지털 공급망하에
서는 엑셀과 같은 입문수준의 분석기법을 벗어나 통합의
사결정이 가능한 애널리틱스의 도입과 활용, 학습이 요구
된다. 분석에 필요한 모형을 만들고 결과를 도출하는 분
석 능력(analytics modeling)은 또 다른 차원의 조직역
량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로레알이나 3M과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들
은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공장과 물류센터, 유통업체, 공
급업체 등의 위치와 생산·공급능력을 데이터화하여 어디
서 얼마나 생산하여 어디로 보낼 것인가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관리 이슈를 수리적 모형을 토대로 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시뮬레이션이나 네트워크 모델링이나 풋프린
트 최적화(footprint optimization) 등도 도구들이 사
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단순히 각 개별공장이나 설비의 
경제성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각에서 공급
망의 경제성을 분석한다. 일단 전략적인 이슈가 해결되면 
APS나 통합계획수립과 실행(integrated planning and 
execution) 시스템을 활용하야 주별 계획과 일별 상세
스케줄을 도출한다. 복잡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엑셀이나 수작업을 통한 시행착오적 계획수립방법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도 
디지털 SCM을 전제로 한다[26]. 스마트 팩토리는 일반
적인 자동화 공장과는 달리 대량고객화를 기반으로 고가
의 가격정책을 유지할만한 브랜드가치와 상품력이 요구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원가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생산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독일의 부엌가구 제조업체인 노빌리아(Nobilia)
는 하루 평균 2,600세트, 연간 58만 세트의 고급 키친세
트를 생산한다[27]. 고객이 자신의 니즈를 반영한 특별 
사양제품만을 생산하며 인건비가 높은 독일 내에서 경쟁
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자동화가 필수이다. 노빌리
아는 필요한 부품을 가공이 완료된 부품재고에서 자동으

로 선별하고 RFID 태그나 바코드를 부착하고, ERP와 연
결된 생산현장에서 각 부품마다 어떤 제품에 필요한 것
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고객
이 주문한 키 친세트의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언제 
어디에 도착해야 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조
립 공정의 실시간 최적화와 문제 발생 시 어떤 부품으로 
인한 것인지 원인 구명을 용이해진다. 모든 프로세스에 
걸쳐 프로그램이 가능한 수백 대의 NC기계를 이용하는
데, NC기계에 전달되는 지시 내용만 하루에 10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노빌리아는 자사의 이런 생산 방식을 
‘Manufacturing by Wire’라고 지칭한다[28].

이처럼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마트팩토
리는 디지털 공급망 관리를 전제로 한다. 고객, 상품개발, 
물류, 제조공정과의 연결고리가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
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중간에 그 고리를 수작업으로 이
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 일반화되어 있는 배달앱
서비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달앱을 통해 음식 주문
이 들어오면, 음식점 직원이 배달앱 업체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로 주문확인 후, 그 정보를 매장의 POS 프로그램
에 재입력해야 했다[19]. 물론 이제는 배달중개플랫폼의 
확산으로 이런 수작업 과정이 제거되었지만 이전에는 고
객 입장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실수로 누락되거나 
배달이 지연될 확률도 상당했다. 기업의 제조공정이나 공
급망내의 제조업체를 음식점이나 배달전문점으로 생각한
다면 공급망관리의 디지털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야 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망의 디지털화 추세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고객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 확보가 늦어져 적절한 대응이 
늦어지며, 불필요한 재고는 많아지고 고객을 위한 재고확
보는 제대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업들 중 
MTS(make-to-stock) 위주의 기업은 과다한 안전재고
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MTO (make- to-order)기업
은 다양한 설계변경요구를 감당할 만한 신축성 결여로 
글로벌시각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주하더라고 
결과적으로는 실행원가의 초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것
이다. ETO(engineering-to- order)기업도 고객의 설계
변경요구나 스펙변경이 있을 경우 리스크 관리의 역량 부
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구조, 원가, 납기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실해져 큰 손실을 감수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물론 MTS기업이라도 철강이나 화학, 반도체와 같은 
B2B기반의 대량생산 위주의 장치산업의 경우 공급망의 
디지털화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덜하다. 품질이 
유지되는 경우 글로벌한 경제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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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런 장치산업에서 공급망관리의 초점은 공
급망의 단순화, 제조공정의 자동화와 표준화이다[29]. 특
히 제조공정에서의 사물인터넷 활용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프로세스 자동화는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의류, 가전 등의 B2C 소비재는 소비자와 시장
의 변화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업들
만이 생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결고리의 디지털화
를 통해 수요변동과 재고수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모듈을 활용한 신축성 
있으면서도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클라우드 
기반의 예측적, 처방적 빅데이터 분석도구의 일상적인 활
용이 시급한 과제이다.

5. 결론
디지털 공급망의 구축과 운영은 불필요한 재고를 보유

하지도 않으면서도 고객의 욕구와 니즈를 빠른 시간내에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품목이 아니거나 필
요한 시점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리드타임을 늘어지며 재
고수준도 급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판매 손실이 발생
할 수밖에 없으며 제값 받기도 쉽지 않으며, 많은 경우 
고객은 다른 브랜드를 찾아가게 된다. B2C이든 B2B이
든 간에 관계없이 이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렇지만 판매현장에서 발생하는 POS 데이터과 기존 
판매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측의 질을 획기
적으로 제고하며, 마켓 센싱을 통해 시장수요의 움직임을 
경쟁자보다 일찍 감지하여 공급망 차원에서의 대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과 만족도를 극
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공급망관리를 통
해 이런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의 
디지털화는 수송, 물류센터 등을 포함하는 효율적 네트워
크를 통해 물류 및 셋업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스마트 
물류자동화 전략구축이 가능해져 고객만족도는 유지하면
서 총비용을 줄어들게 된다. 공급망 운영계획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요예측 및 수요계획, S&OP 준비, 
공급계획 등의 수립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업무가 자동화
되고 대시보드 등과 같은 시각화지원시스템을 통해 업무
의 질이 대폭 향상된다. 월별 계획수립이 주별계획 수립
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제고
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적 평가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 공급망내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에 대한 자

동화된 인식도 가능해져 공급망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도 
수월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공급망을 구축·운영할 필요는 
없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공급망이라 할지라도 이를 선
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이의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글로벌 시장을 염
두에 둔다면 모든 소비재 품목들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
하며 가격 중심의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
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유럽에서, 남미에서 만들어도 3일이면 국내 시장에 도착
한다. 자라의 예에서와 같이 물류비용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생산원가 절감으로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베트남이나 미얀마, 캄보
디아 등이 전남, 경남권과 물류시간으로 보면 동시간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공급망 전체를 한 기업이 모두 보유하거나 공급
망을 이끌어가는 기업의 위상이 막강하여 해당기업과의 
거래를 기업브랜드 제고전략으로 간주한다면 모르겠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회성에 그치는 거래만으로는 거
래 쌍방간의 신뢰구축이 쉽지 않다. 물론 협력업체용 전
용포털을 통해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최소한
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다. 이런 경우 대개는 공급
망 주도업체에서 협력업체로의 일방적인 업무지시 관련 
정보만이 주로 전달되므로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유나 협
업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보공유는 해
당 자료를 이용하여 협력업체가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기 힘
들다. 이런 의미의 정보민주화가 전제되지 않는한 공급망
의 디지털화는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SCM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SCM의 디
지털화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차원 보다는 실무적 차원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먼저 실무적 차원에서의 사례분
석을 통해 SCM의 디지털화가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요성
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
였다는 점이다. 또한 디지털 SCM으로의 퀀텀 변혁을 위
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위 선행연구에 비
해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선
행연구와 white paper 등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수행
하였으나 전문가들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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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도출된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 도래와 함께 공급망의 디지
털화도 피해갈 수 없는 급박한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
다. 그렇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아직 공급망관리 도입의 전
략적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화가 가져다 줄 파급효과와 이를 가능케하는 다양
한 테크놀러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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