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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business reengineering and change management for ERP system
based on the korean manufacturing company's case. In this study, at first we demonstrate the
phases of ERP system development along with BPR procedures. In BPR, we show the As-Is
analysis and finalize the To-Be process for the improvement through the Gap investigation.
This

study

also

provides

series

of

change

management

activities

following

after

ERP

introduction for the successful improvement of system performance. These activities includes
the structural adjustment in organization and job assignments, an introduction of cell design
production layout, and the change in manufacturing procedure for service parts production. As
a result, It shows the importance of change management for the successful ERP system and
its relevant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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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기업의 생존여건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환경탐색을 위한 기업의 수준 높고 다각적인 정보 수집력과 분석력이 필
요하며, 이에 기업전체의 경영활동 최적화를 위한 정보 활용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천승우, 1999).
이와 같은 과제를 인식한 기업들은 기업 전체 관점에서 업무흐름을 재정립하는 프로세스
혁신 활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도구로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는 기업들이 업무비용 절감, 경영이익 증대, 신속 정
확한 의사결정 확립, 그리고 새로운 기회와 변화에 대응한 조직 유연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변화도 포함된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이 가속화 되면서 기존
경영방식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역할이 부
각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추세가 기업들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도입이다.
ERP는 1990년대 중반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전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 고
르게 비교적 많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막대한 도입비용과 시간 투자에도 불구
하고 시스템 구축의 난이도와 이와 병행하는 변화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됨으로 인해 안정화
및 정착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Coch(2002)에 따르면 실제로 ERP 프로젝트의 40% 정
도가 운영 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20% 이상의 프로
젝트가 시스템 가동 전에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업들이 ERP를
단순히 도입함으로써 초기 목표한 기업 경쟁력을 모두 다 달성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기
존의 관리시스템에 비해 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상훈,
2001). 따라서 ERP도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변화관리를 병행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프로젝트가 거대화․장기화되어 투자비용 및 노력이 과다 지출되
지 않게 완급을 조절하는 점진적 접근 자세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ERP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과 변화관리 활동, 그리고 그에 따른 경영성과를 다루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ERP와 구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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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는 기업의 존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
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기관 및 전문가
가트너 그룹
Weekly
Economist

ERP의 정의
기업 내의 모든 업무 기능들이 조화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된 애플리
케이션(applications)의 집합으로 차세대의 업무 시스템
생산, 자재, 영업, 인사, 회계 등 기업 전 부분에 걸쳐있는 인력, 자금 등 각
종의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
화하는 대표적인 기업 리엔지니어링 운동
기존의 시스템들과는 달리 GUI, RDB, 4GL, CASE TOOL, C/S 구조, 개방
미국 생산재고 시스템(open system)의 최신기술을 수행하고 고객 주문의 수주로부터 제조,
관리 협회 출하 그리고 회계처리에 필요한 전사적인 자원을 명확히 하고 계획하기 위
한 회계중심의 정보시스템
한국 ERP 기업 전체를 경영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회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수단 및 개념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BPR과 일체가 되어 경영이념에
운재봉 외 경영환경의
따라 기업조직을 계속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경영혁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주에서 출하에 이르는 일련의 공급사슬과
일본 도키 ERP 최신의
관리회계,
재무회계, 인사관리를 포함한 기업의 기간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
연구소
정보시스템
비롯한 공급사슬상에 있는 기업의 모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큐엠 컨설팅 제조업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기업 내의 생산․재고․물류․재무/회계․영업과 구매 등의 기간업무 프로
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해 주며, 기업 활동과 연결되어 발생하는 정
박상훈
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생성 및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
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 정보통합시스템

<표 1> ERP의 정의

자료 : 김재열(2001), “ERP 도입 타당성 평가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p.6.를 재구성

1970년대에 기업의 자재수습관리 지원을 위한 MRP(Meterial Requirements Planning : 자
재소요계획)가 1980년대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MRPⅡ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Ⅱ : 생산자원계획)로 발전하였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인사․회계․영업․경영자 정보 등 경영자의 관리관점에서 전사적으로 자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인 ERP로 발전하였다(정덕진, 2002).
ERP는 기존의 정보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조직간 독립성 문제, 시스
템의 버전관리 문제, 인력․시간의 과소요 문제 등을 개선하여,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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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들이 연계/통합된 업무환경 제공 및 ERP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
업전체를 연결하여 각종 데이터를 연계부서에서도 서로 공유하여 가공ㆍ해석ㆍ활용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개방형 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하여 하드웨어, 운영체계, 네트워크, 기본 소프
트웨어 등 구축 시 각기 다른 이질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각 국가에 적합한
업무체계와, 생산방식이 이미 패키지화된 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다국적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박상훈, 2001). 최근에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사슬관리(SCM :
Supply Chain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E-Business 등과 같은 기능들이 ERP에 추가 보완되어 그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ERP 구축에 있어 기존의 다른 정보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점은 표준화 된 업무 방향을 제
시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현행 업무(As-Is process)에 대한 큰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스템이 제시하는 업무프로세스 자체를 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To-Be
process)으로 확립하고, 기업의 업무분석(Analysis), 업무설계(Design), 구축(Construction),
구현(Implementation)등의 과정을 단계별로 표준화 시켜야 한다.
아울러, ERP 구축 시에 기업의 요구사항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ERP 패키지를 해
당 기업의 전략에 맞도록 시스템 사양 및 프로세스 규칙을 고객화하여야 한다. 프로세스 개
선은 일반적으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방법론에 따라 진행하고, 해당 기
업의 요구사항과 ERP 패키지 기능 사이의 격차는 고객화 조율을 통해 기업의 요구에 좀 더
부합시키는 과정을 진행한다. BPR의 업무분석단계에서 핵심은 현행 업무 파악(As-Is
process 분석)이다.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현재 행하고 있
는 업무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정덕진, 2002). 이후 업무설계단계에서 이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향후 방향(To-Be process)을 도출하게 된다. 이때 현재 업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영하고, 추후 도입될 시스템 또는 향후 ERP 확장 방안에 대해
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구축단계는 설정된 목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여
검증하는 과정이며 구현단계에서는 ERP 구축이 끝난 후 본격적 시스템 가동에 앞서 시험
운영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개선점을 찾아 수정 구축하게 된다.

2. ERP 시스템의 성공요인과 변화관리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주목하는 ERP 구축의 성공요인은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원
과 변화의지, 명확한 ERP 시스템의 도입 목표 설정, 회사에 적합한 ERP 패키지의 선정, 현
업의 전문가로 프로젝트 팀 구성, 조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관리 수행, 그리고 프로젝트
팀원 및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 등으로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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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요인
연구자 1 2 3 4 5 6 7
최고 경영자의 지원
◉◉◉◉
프로젝트 리더의 역량과 경험
◉◉◉
협력 업체와의 협조
◉
◉
IT 인프라 정비
◉
현업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 ◉
전사적 홍보노력
◉◉◉
ERP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
◉
변화관리
◉◉
현업 사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
◉
◉◉
프로젝트 계획의 적정성
◉
◉
프로젝트 비전의 명확화
프로젝트팀 구성의 적정성
◉ ◉◉◉
ERP 벤더 선정 절차의 합리성
컨설턴트와 컨설팅 업체의 능력
업무의 표준화
ERP 활용과 연계된 조직원 보상 체계 구축 ◉ ◉
1.Parr & Shank(2000) 2.Fink(1998)
3.Laughlin(1999)
5.West & Shields(1998) 6.Bancroft et al.(1998) 7.Martin(1998)
9.장경서 등(2000)
10.신예돈 &김성수(1999) 11.남기찬 등(1999)
13.최성 & 오영수(1999) 11.한영춘 &백운주(1999) 15.이향 등(1998)

8 9 10 11 12 13 14 15
◉ ◉ ◉◉◉◉
◉
◉
◉

◉
◉◉

◉
◉

◉

◉
◉◉
◉ ◉
◉ ◉
◉◉ ◉
◉
◉
4.Cameron &Meyer(1998)
8.이석준(2001)
12.장경서 외(2000)
◉
◉

<표 2> ERP 성공요인 분석

자료 : 이승창(2003), “ERP 도입후 효과를 위한 변화관리-정보역량 측면에서”, 연세대학교, p.9.

<그림 1> ERP의 시스템 구축단계별 반응
자료 : ANP 그룹 ‘BPR 변화관리 자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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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ERP 도입은 변화에 따른 두려움 및 기존 부서간 계층관계에
서 오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반발 또는 저항을 발생시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변화관리 과정이 매우 필요하며, <표 2>의 통해서도 ERP 도입의 성패에 변화관리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관리란 현 상태를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으
로 변화시키는 체계적 과정(Kotter 외, 1998)으로 ERP 도입을 통해 조직 내 변화가 수반될
경우 변화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증가시키고 저항을 줄여주며(Castle 외, 2001), 이에는 통
합된 프로세스에 맞게 조직이나 문화를 혁신하고, 구성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포
함된다(최도관, 2012). 한편으로 변화관리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으로(Grover 외, 1995),
사람, 구조 그리고 관리 프로세스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Scott-Morton, 1991).

Ⅲ. ERP 시스템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과 변화관리
1. 회사개요 및 ERP 도입배경
J사는 건설장비용 유압모터, 유압밸브를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제조업체로 종업원 270명,
매출 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회사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ERP
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 되고 있었고, 이에 2006년 12월 ERP 프로젝트 팀 구성(<그림 2>
참조)을 시작으로 2007년 8월 정식 도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림 2> J사의 ERP의 추진조직도

자료 : J기업, ERP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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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구축에 앞서 J사는 2006년 4월부터 기업 전반에 걸친 경영컨설팅을 F컨설팅사와 체
결하여 진행하였으며, ERP 패키지는 ANP 그룹의 Infras(주) 개발팀이 개발한 ANP S2 버
전을 채택하였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ERP로 도입 가격이 해외업체 보다 저렴하였
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여 반영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구성원

역할

Project 계획의 승인과 관리
경영혁신과 정보계획에서의 지침 제공 및 의사결정
프로젝트 추진 위원장 상위수준의
Project 팀의 동기부여 및 방향 제시, 관련 부서간 갈등 절충 및 해결
Project 현황 확인 및 주요 현안 결정
Project 추진의 총괄 책임과 변화관리 주도
PMO
Project 추진 관련 각종 Issue 조정과 결정, 관련 부서 갈등 절충과 해결
Project 주요 진행사항 Check 및 승인
Project 업무 범위, 일정, 우선순위 조정과 관리
Project 진척관리와 현황보고(TFT 팀장), Project Resource 조달과 관리
Integration Design과 통합 Test 주관
Process Owner 모듈간
To-Be Process 방안 점검 및 확정
보고서 Requirements 확정
해당 분야의 테스트 결과에 대한 승인
As-Is 분식 및 To-Be Process Design
시스템 상의 조직 구조 설계
보고서 Requirements 도출 및 설계
담당 모듈의 Integration Point 설계
Key-User
Master Data 설계 및 준비, Data Conversion 준비
Test 시나리오 작성
User Manual 작성과 User Training 계획ㆍ준비ㆍ실행
Project 결과물에 대한 보고(프로젝트 추진 위원회)
To-Be 모델 자문과 Solution 제공 및 시스템 구현
Integration Point 확인ㆍAdviceㆍ구현
Consultant
Report 요구사항에 대한 Solution 제시(Report Design)
각종 Test 및 자료 준비 지원과 교육 실시
초기 환경 설정 사항 Documents와 시스템 Training(운영자)

<표 3> 프로젝트 구성 역할

자료 : J기업, ERP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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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J사는 ERP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표 3>과 같이 구성원 간의 업무 분장을 실시
하여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이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회 및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이 느려지거나 ERP에 대
한 공감대형성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 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마다 즉각 회의를 소집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ERP를 도입하는 동안 내적인 문제
점을 해결하고 미래에 발생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오류들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2. BPR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컨설턴트 그룹이 가장 먼저 진행
한 작업은 회사 경영에 관한 진단이었다. 회사 전반의 경영 진단을 통해 ERP 구축을 위한
개선목표를 수립하고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림 3>와 같은 기업 전
체의 To-Be 프로세스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3> To-Be 프로세스 구축방향

자료 : J기업, ERP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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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핵심 모듈인 영업관리, 생산관리, 구매관리 별로 AS-IS 분석, 세부 부서별 개선사항
파악, 그리고 이를 반영한 To-Be 프로세스 도출의 전 과정을 BPR을 통해 진행하였다.

2.1 영업관리에 대한 개선사항 및 To-Be 프로세스
영업관리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우선 고객별 제품코드 체계를 재정립하여 거래처별 코
드를 정의하였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각 고객사별로 코드를 부여, 수주등록 오류를 차단하였
다. 그리고 업무별 등록자와 관리자를 분리하여 입력에 지연이 없도록 하였으며, 매일 업무
내용을 정리한 각종 회의 및 보고 자료를 ERP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납기일정 관리를
통해 생산 및 구매 리드타임과 공정 Capacity를 산출하여 단순히 고객 수주를 등록하는 프
로세스에서 생산 및 구매부서와 협의 후 계획된 생산일정을 등록하고 재고 수량 및 상태를
고려한 판매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로 수정하였다. <그림 4>는 영업관리의 수주등록에
관한 As-Is 프로세스와 개선사항을 반영한 To-Be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As-Is

To-Be

<그림 4> 영업부서 수주관련 As-Is 및 To-Be 프로세스
자료 : J기업, ERP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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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산관리 프로세스를 위한 개선사항 및 To-Be 프로세스
생산관리 프로세스를 위한 우선적 개선사항은 기준 생산계획 절차 및 역할의 정립이었다.
이를 위해 BOM, Routing 구성을 진행하였고 정확한 재고수불 관리를 위하여 각 생산라인
별 창고를 시스템 구성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재고의 확인 및 MRP를 통한 생산계획을 생
성하여 작업오더를 생성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그림 5>는 생산부서의 작업계
획 및 실적등록에 관련된 To-Be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ERP에 입력 및 관리를
위한 업무 부담감을 덜어주고 기존 업무의 재편성을 위해 생산관리자와 생산팀의 업무분장
을 시행하여 각 구성원이 업무 중복 및 혼선에서 오는 이중 작업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림 5> 생산관리 To-Be 프로세스

자료 : J기업, ERP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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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매관리 프로세스를 위한 개선사항 및 To-Be 프로세스
구매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자재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원․부자재는 각 해당
라인의 전용 창고에 직접 관리하도록 했으며, 공용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자
재수불에 필요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형태별로 전문 협력업체 관리 체계를 개
선하여 무상사급 거래를 축소시켜 공정의 단순화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구매관리 프로세스
에서 필요수량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영업부서와 협의하여 기준생산 계획을 수립하
였다. 그 결과를 ERP에 등록하여 MRP를 실행하고 나온 결과 값을 바탕으로 구매요청을
시행하고 비계획 발주에 대해서는 각 소요부서의 요청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개선하였다(<그림 6> 참조).
As-Is

To-Be

<그림 6> 구매관리 발주관련 As-Is 및 To-Be 프로세스
자료 : J기업, ERP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2007.

또한 품질관리의 강화를 위해 제품별 공정을 분석하여 필수 항목을 선정, 수입검사․공정
검사․하자보상 처리 등을 정의하였다. 특히, 구매관리 프로세스 내에서 재고수불과 품질검
사를 연계시켜 품질부서의 검사결과가 없이는 주요공정 내 재고이동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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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변화관리
ERP를 위한 점진적 변화관리 추진을 중요도에 따라 과제별로 선정하였다. 우선 고객품질
개선 활동을 강화하여 고객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목표로 하기위해 PM기법의 도입 등 불
량의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생산구조 및 생산
방식 개선을 통해 고효율 저비용 공장을 목표로 유사 공정의 업체편성을 검토하여 공정 단
순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하나의 흐름방식 생산라인 도입을 계획하였다. 또한 눈으
로 보고 확인하는 공장관리를 위해 기본 데이터 정비를 시행하여 자재수율 관리 및 원가관
리, 생산성 평가 및 실적관리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1 조직 개편과 업무분장
우선적으로 ERP 도입에 따른 회사 전체의 조직개편을 실행하였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구매부서의 소속 변경이었다. 과거 구매부서는 생산본부 소속의 팀이었다. 생산관리부서와
구매부서의 긴밀한 협력 하에 실시간으로 자재를 입출고하여 생산에 투입하려는 생산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ERP를 통해 구매현황 및 재고현황을 누구나 간편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수주등록 내용과 생산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일정, 구매일정을
연계하여 산출가능하게 됨으로써 구매부서의 업무가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에 회사는
구매부서를 생산본부에서 관리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ERP 업무 효율성를 제고하고 더불
어 구매부서와 생산관리 부서간의 재고관리에 대한 상호 크로스 체크 효과까지도 볼 수 있
게 하였다.
한편, 과거에는 각 부서의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클레임 처
리의 경우에 품질부서와 영업부서의 책임공방, 회계팀과 경리팀의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장,
생산팀과 생산관리팀, 그리고 생산기술팀의 업무 혼재 등이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고자
ERP가 제시하는 업무표준에 맞추어 업무별로 각 담당 부서․내부 담당자․보고주기․필요
서류명시 등을 명시하는 업무분장을 시행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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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업무분장표 예 – 품질보증팀
자료 :FMC컨설팅, 공장진단 보고서, 2007.

3.2 생산 라인 개선 및 관리기능 강화
ERP 도입전 생산라인은 <그림 8>와 같이 랜덤과 모듈배치 형태로 구성되어 각 라인에서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형태는 재고수량과 금액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공정 지연과 변경시 보관상의 불량을 발생시킬 위험이 크게 존재하며, 불량발생시 Lot별로
대량의 불량품이 유발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그림 8> 회사의 제조라인 방식

자료 :FMC컨설팅, 공장진단 보고서, 2007.
123

經營論叢 (第 33 輯 2012)

따라서 랜덤과 모듈 배치하의 기존 생산흐름을 <그림 9>와 같이 단순하고 관리/통제가
용이하게 라인흐름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ERP 도입의 성공과 시스템 운영의 적합
성 및 효율성을 확신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체 생산라인을 일시에 모두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림 9> J사의 생산 라인 개선

자료 :FMC컨설팅, 공장진단 보고서, 2007.

이에 우선 시범적으로 제품a 라인을 선정하여 생산라인을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라인 방식으로는 생산 효율성, 제품의 조립방법 등을 검토한 결과 라인흐름 형태의
셀 방식을 채택하였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1개 흐름 셀 방식에 대한 개념도
자료 :FMC컨설팅, 공장진단 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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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방식의 생산라인은 기존 배치방식보다 부품누락이나 조립불량의 가능성이 낮고 부품
취급이나 생산기간이 짧아 좀 더 효율적인 생산라인이다(<표 4> 참조).
구분
항목
생산방식 흐름방식
특징 부품투입방식
단순작업오류
조립청결도
품질 불량발견시점

현방식(Batch)
Batch 방식
대Lot 투입 방식
부품 누락, 오조립 발생가능성 높음
부품 오염가능성 높음
(긴 재공기간)
대량 조립 후 성능 Test시 발견

Cell 방식
1개 흐름 방식
소Lot 다빈도 투입 방식
부품 누락, 오조립 발생가능성 낮음
부품 오염가능성 낮음
(짧은 재공기간)
1개씩 완결형으로 작업하므로
신속한 발견 가능
선입선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품선입선출 선입 선출 유지가 곤란
부품 투입 방식
조립기간 Lot 작업이므로 기간이 긺
1개식 완결 형이므로 기간이 짧음
생산기간
재공 많음
재공 감소
재공
(각종 Sub 작업품 포함)
(Sub 작업품의 재공 철저 배제)
부품Handling 불필요한 이동이 다발
이동 등 부품 Handling Loss 감소
인원배치 조립과 성능시험 분리 된 분담 조립착수, 성능시험, 완제품적재 전반
작업효율
(분담)
에 대한 작업분담 Balance가 높음
(생산성)
부품 투입 위치간의 조립 위치에 부품 투입 및 공구
부품위치 조립위치와
거리 발생
배치
작업으로 인한 실시간
실시간 계획 대 실적의 진도 관리
생산관리 진도관리 Batch
계획 대 실적 진도 관리가 곤란 가 용이

<표 4> 제조방식 비교분석

자료 :FMC컨설팅, 공장진단 보고서, 2007.

실제로 셀 방식으로 개선된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a의 생산성 및 불량률 등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48% 향상하는 등의 적지 않은 효과를 보여주었다(<그림 11> 참조).
셀 방식으로 생산라인이 전환된 이후 생산프로세스 자체의 효율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ERP 코드체계가 간소화되어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이는 부품의 투입에서 제품의 완전
조립까지가 하나의 셀로 작업이 진행되기에 제품의 BOM 단계가 1단계로 간소화되어 생산
관리 부서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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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흐름 셀라인 도입 결과

자료 :FMC컨설팅, 공장진단 보고서, 2007.

또한 생산라인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3정 5S 실현하에 눈에 보이는 관리를 시행하였으
며, 시간당 생산량 관리장표를 작성하여 생산능력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체계 개선을 추진하
였다. 이에 따른 표준 작업표 작성하고 작업표준을 확립하여 생산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 하였으며, 공정별․상태별 진행사항을 다양한 색으로 표시하여 작업 상황의 모니터링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정별 체크포인트를 선정하여 필수 검사요소 또는 관리요소를
중점 관리 가능케 하였다.

3.3 A/S 부품 생산 프로세스 변경
ERP 도입에 따른 변화관리 우선 과제 중의 또 다른 하나는 A/S부품 제조공정의 생산 프
로세스의 개선이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A/S부품은 원자재 구매 이후 총 10회의 외주임가
공을 위해 사외로 반출되었다 다시 회사로 입고되어 사내 공정을 6회 실시하는 등 총 17단
계의 프로세스를 거쳐 생산된다. 프로세스를 개선하지 않고 현행 A/S부품 제조공정 그대로
를 ERP 시스템에 등록하게 될 경우 BOM은 18레벨을 형성하며, 제조 라우팅은 11개를 이
루게 된다. 이러한 형태로 ERP 코드작업을 하면 구매담당자와 생산담당자는 A/S부품을 완
성시키기 위해 각각 11번의 거래명세표 입고처리와 5회의 생산실적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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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참조).

<그림 12> A/S부품의 기존 제조공정 및 개선요점
자료 :FMC컨설팅, 공장진단 보고서, 2007.

Ⅳ. 결론 및 시사점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 항목이 많이 늘어나기에 위험신호를 잘 파악해야 한다. 기
업이 외적 성장에 치우칠 때 이러한 문제점이 가려질 위험 역시 높아진다. 내부통제에 실패
한 기업은 변화에 대응이 힘들어 지며 이는 곳 기업의 존폐와 연관이 된다. 내부통제 시스
템으로 경영을 위한 도구로 ERP 도입은 이제 일반화 되어있다. 국내거래소 상장기업의
45% 이상이 ERP를 도입하고 있고 그를 통해 업무시간 29.5% 단축, 고객서비스 23.3% 개

선, 업무 비용 20.9% 감소, 생산성 20.9% 증가를 보고하였다(중소기업청, 2002).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ERP를 통해 실효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조직원 저항 감소, 구조의 변경, 관리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J사는 ERP의 성공적 도
입을 위해 교육 훈련으로 조직원들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력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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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력하였으며, 조직 구조 개편과 업무 분장을 통해 명확한 역할 제시를 하여 혼란을 감
소시켰다. 부분적으로나마 J사는 제조현장의 구조와 프로세스의 변화관리를 통해 ERP 실행
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ERP도입에 따른 이러한 변화관리 실행은 회사 업무 전반에 걸친 경영현황을 비롯하여 개
별 제품의 제조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ERP를 적용하고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단순히 To-Be 프로세스를 적용시키는 단계를 벗어나 공정
의 축소에서 오는 장점으로 인해 ERP 코드체계에 간소화를 가져왔으며, BOM 단순화에 따
른 제조 효율성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점진적인 변화관리를 시행하면서 기업의 체질개선에
대한 조직원의 인식변화와 행동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문화의 변화 속에서 제품a
의 셀라인 적용 성과를 지속시키며 다른 제품라인의 공정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회사의 전반적인 개혁의 도구로 ERP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서는 부수적인 변화관리의 진행과 현업실무자의 적극적인 변화 수용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고경영진은 ERP 도입과 더불어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변화관
리 의지를 수행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춰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이
고 실효성 있는 교육의 실행 또한 필요하다. ERP 도입을 통해 To-Be 프로세스를 단순히
적용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제품별 제조공정 개선, 구매/외주 절차
간소화, 공장환경 개선 등의 변화관리를 점진적으로 실행한 J사의 사례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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