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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any organizations have adopted and implemented ERP systems, concerns about ERP performance also have 

increased. Former researches studied the ERP implementation of general large or medium size enterprises but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on ERP systems of a specific industry domain.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case study on 

ERP adoption methodology of global leading company ‘D’ in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industry. We examined 

ERP implementation background, method and scope and evaluated ERP performance in perspective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Quantitative research usually examines ERP performance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and qualitative study typically examines organization change or improvement. As a result, ERP implementation in 

shipbuilding and marine industry can improve quantitative aspects such as cost,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As qualitative analysis, business process and tools can be unified and management transparency can 

be improved by ERP implementation. The result of this paper will be useful guideline for organizations which are 

considering ERP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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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은 내ㆍ외 인 환경 변화에 신속히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에 처하고 성

장을 비한다[1]. 특히, 최근 산업 반에 걸쳐서 

정보시스템의 발 에 힘입어 기업환경은 속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3].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 하기 해서는 기업의 경쟁 

환경을 항상 주시하고, 여러 측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극 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확보

하는 것이 요하다[1]. 이를 해서 새로운 정보

기술과 시스템은 경 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한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쟁력 강

화의 필수 인 방안으로 두되어 략  차원으

로 이용되고 있다[8]. 표 인 로 많은 기업에

서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구축, 

도입함으로써 경쟁 역량을 강화해 왔다[15, 16]. 

ERP는 기업들이 고객의 수요에 필요한 자재들을 

기에 발주하는 자재소요량을 계산해내는 소 트

웨어를 요구함에 따라 탄생하게 되었다[14]. ERP

는 1970년 , 재고 자료  자재소요 계획이 자동

화되는 MRP(Material Resource Planning)에서 출

발하여, 회계분야가 포함된 MRP Ⅱ로 발 하

고, 이후 생산 설비와 인간의 능력을 감안하는 Big 

ERP로 진화 하 다[4]. 1980년 에는 1인 1 의 클

라이언트-서버 컴퓨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실시

간으로 발생하는 주문, 생산, 계획일정, 구매발주, 

제조, 출하, 청구, 수  등의 주 업무를 처리하고, 

제품 설계, 자재 소요량 계산, 생산계획, 자   

산 등의 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발 하 다[20]. 이후 조직이나 기업 간에도 상

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재의 ERP 시

스템으로 발 하 다[3]. ERP 시스템은 회계, 인

사, 구매, 총무, 재고, 발주 등의 업무 로세스를 

정보기술로 통합한 것으로 기업의 모든 기능을 포

함하는 사 인 통합 솔루션으로 단순히 정보 기

술  차원의 근방법이 아닌 정보기술과 경 목

표와의 연계를 달성하려는 경  략  차원의 

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0].

기존의 ERP 연구는 창기에는 ERP의 정의와 

용 범  규명을 심으로 수행되었고, 이후 ERP 

도입에 한 동인 요인과 ERP의 성공 인 도입을 

한 핵심 요인의 악에 을 둔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3, 8, 12]. 이와 함께 ERP 구축 성공사례

나 실패사례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4, 7, 9], 

이후에는 ERP 시스템의 성과 평가에 한 연구들

이 수행 되었다[1, 2, 5].

최근에는 일반 인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조선

해양 산업에서도 PI(Process Innovation)와 함께 

ERP를 도입하 다. 하지만 시작에 불과한 조선해

양 산업에서의 ERP의 역할과 조직에 한 향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선업에서

의 ERP 구축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일반 인 제조

기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조직 변화에 무슨 

향을 미치는 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국제 조선해양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기

업의 ERP 구축 사례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 ERP 

도입의 각 단계별로 수행되어온 경 업무들을 고

찰하고자 한다. 한 ERP 구축을 통해서 얻어진 

경  시사 과 경제  변화를 함께 찰함으로

써 경  신과 자원 리에 필요한 이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련 문헌들을 정리하 고, 제 3장에서는 국내 조선

해양 기업 D사의 ERP 구축 사례를 정리하 다. 제 

4장에서는 ERP 도입을 통한 조직  성과를 정성

, 정량 으로 측정하 으며, 제 5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ERP 성공과 련한 

시사 과 함께 결론을 기술하 다. 

2. 문헌 연구 

ERP 시스템이란 용어를 최 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트  그룹은 ERP를 “기업 내 기능들이 

조화롭게 제 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용 

시스템의 집합 인 차세  업무 시스템”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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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9]. 미국 생산재고 리 회에서는 ERP를 

“고객의 주문을 제작, 수송, 회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 인 자원을 인식하고 계획하기 한 

회계 지향 인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하 다. 한편, 

국내 학계에서는 ERP를 “ 의로는 통합생산 리

시스템이지만, 의로는 기업 체를 상으로 하

는 종합 인 자원 리 시스템”으로 정의하거나 ‘기

업이나 단체의 인사, 재무, 물류, 제조 서비스 등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 기능들에 해 

효과  리와 통제를 한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정의하 다[6, 11]. 학문 분야나 기 에 따라서 

ERP에 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기업 경 을 구성

하는 생산, 자재, 업, 인사, 재무 등의 업무를 통

합 리하는 기업정보시스템이라는 은 공통 으

로 모든 정의에 포함된다. 

국내에도 ERP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을 

시작으로 소기업에도 보 되었고, 소기업의 

ERP 시스템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들이 다수 이

루어졌다[3, 8, 12]. 특히, ERP 시스템을 구축한 

소기업을 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후발 

소기업들이 ERP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고려

해야 하는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3]. 연구 결과, ERP 을 구성할 때는 자사

의 인력과 외부의 문 인력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사내 기술이 보유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ERP 

패키지를 선택할 때는 패키지의 가격이 아닌 자사

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는 ERP를 도입해야 것이 

매우 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

게 소 제조 기업들을 상으로 정보 시스템의 

운  실태를 살펴보고 성공요인을 규명한 연구에

서는 소기업의 조직 특성상 최고경 자의 지원

이 가장 요한 성공요인임을 밝 냈다[12]. 한편, 

박미연[8]의 연구에서는 소기업의 ERP 도입에 

있어, 최고경 자의 심과 지원, 조직구성원의 공

감 와 참여,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수 이 도입 

기업 는 도입 상 기업 모두에게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요인 

에 정보인 라 보유수 이 높을수록 도입 기업의 

성공 인 ERP 시스템 도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입 상 기업의 성공 인 ERP 

시스템 도입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ERP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마다 도입 

근방법(총  근, 단계  근), 도입 형태

(외부 ERP 패키지, 자체개발, 외주 ERP 시스템 

개발), ERP 시스템 도입과 BPR의 순서(BPR 실시 

후 ERP 도입, BPR과 ERP 병행 도입, ERP 도입 

후 BPR 수행)에 따라 ERP 성공 수 이 다를 것

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 민[13]의 연구에서

는 모든 소기업에 용 가능한 일반 인 도입 

요인을 최고경 층의 확고한 의지, 한 로젝

트 의 구성, ERP 도입 목 의 명확화, ERP 시

스템의 사  홍보로 공감  형성, 한 로

젝트 계획, 최종사용자의 교육  훈련, BPR을 통

한 업무과정 재설계, 로세스의 사  통합의 

여덟 가지 항목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성공

인 ERP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최고경 층의 확

고한 의지와 로세스의 사  통합이 가장 요

한 역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기업의 ERP 

성공에 한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ERP 성

공을 해서는 최고경 자의 역할이 요하며, 조

직 구성원들의 사  조가 필수 임을 알 수 

있다. 

ERP의 성공요인의 규명과 함께, 구축 사례에 

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4, 7, 9]. 김재생, 최상균

[4]의 연구에서는 소기업의 ERP 시스템 구축 

 평가에 한 사례연구가 수행 되었다. 실시간 

정보 제공  공사 장에서도 사내 업무를 실시간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웹 기반 ERP 시스템을 구축 

환경, 요구사항, 설계, 구  단계로 나 어 조명하

다. 이들은 ERP 구축을 통해서 기업의 재정  

만족도, 경제  만족도, 사내 업무 만족도가 반

으로 개선됨을 확인하 다. 국내 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견, 소기업이 ERP 시스템을 효

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략 주도  ERP 구축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7]. 이들은 ERP 

시스템이 PI 과제의 지속 인 수행과 더불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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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략  의사결정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

는 수 까지 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정

보화 추진실이 주도하여 ERP를 구축하기 보다는 

모든 경 진이 참여하는 략이 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식품 업체를 상으로 

ERP 도입 후 리 시스템의 변화를 찰한 연구

가 있었다[9]. 연구에서는, 식품업계의 특성상 요

구되는 실시간 자료 이용과 사  자료 공유가 

ERP를 통해 실 되었고, 결과 으로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킴을 확인하 다. 한 기업의 외

성장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신을 성공 으로 

수행하여 기업 체의 리수 을 향상시켜 생산선 

증 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ERP 

구축 사례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ERP 구축은 기

업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특화된 구축 략과 

운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다만 ERP 

구축 사례에 반 으로 ERP 구축을 정보 담당 

부서가 담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최고 경 층이 

함께 여하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

료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ERP의 성과 측정에 한 연

구들도 함께 진행되었다[1, 2, 5]. 공두진[2]의 연구

에서는 ERP 시스템의 성공요인이 사용자 만족과 

재무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 는데, 

성과 측정 변수를 원가성과, 수익성, 성장성으로 

나 어 용하 다. 원가변수로는 직 원가, 간

원가, 운 비, 재고자산회 율을 선정하 고, 수익

성 변수로는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업이익과 주당순이익을 선정하 으며, 성장성 변

수로 매출액증가율, 순이익률을 선정하 다. 한편, 

국내 기업의 ERP 도입으로 인한 성과를 정성 인 

성과와 정량 인 성과로 나 어 이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1]. 이 연구에서는 

ERP의 정량  성과를 분석하기 해 재고자산 회

율, 매출액 비 재고자산, 매출액 비 종업원 

수, 매출액 비 인건비, 총자산 순이익률 변수를 

사용하 다. ERP 도입 ㆍ후의 정량 인 성과 

변수간의 상 계는 통계 으로 유의함을 확인하

다. 이와 함께, ERP 구축에 따른 기업의 성과측

정을 해서 유동성, 자본구조, 성장성, 수익성, 안

정성, 활동성, 생산성, 경 성과의 세부 구분을 두

어 회계․재무 지표를 도입한 연구가 있었다[5]. 

이들은 비교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ERP의 성

과를 측정하 다. 의 ERP 성과 측정에 한 연

구들을 종합해보면, ERP 성과 지표는 정성 으로

나 정량 의 이 인 측면에서 산출이 가능하며, 

각 지표들은 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선별 으로 

채택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문헌들이 여러 산업을 상으로 성공요인 

규명, 사례 연구, 성과 측정에 한 연구들을 수행

하여 왔지만, 조선해양 산업에서의 연구는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조선해양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기업

을 상으로 ERP 구축 사례를 분석하고, 성과 측

정을 통해 ERP의 성공 인 도입에 필요한 시사

을 도출하고 한다. 

3. D사의 ERP 시스템 구축 사례

3.1 기업 개요  ERP 구축 배경 

1973년 10월, 한반도 동남쪽 거제도 옥포만에서 

기공하여 1981년에 공한 D사는, 각종 선박과 해

양 랜트, 시추선,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잠수함, 구

축함 등을 건조하는 세계 일류 조선해양 문기

업이다. 2000년 12월 채권 융기 이 출자 환

을 하 고, 2001년 2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

하 으며 8월에 워크아웃이 종료되었다. 2002년 3

월 지 의 상호로 변경하고 융  보험업, 수송 

․하역․보 ․포장․물자유통  정보유통과 

련된 사업을 사업목 에 추가하 다. 2004년에는 교

육사업과 구난사업을, 2007년에는 에 지 련 사

업투자, 운 , 기술 개발, 설비 제작  매를 사업

목 에 추가하 다. 2009년 ‘100억 달러 수출의 탑’

을 수상하 고, 2010년 오션 라자를 공하 다.

D사는 시장을 선도하고 지속 인 성장을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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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사의 ERP 추진 범

하기 하여 차별  우 를 실 하는 고도의 운  

효율을 갖추고자 PI 로젝트를 계획하여 구축하

다. D사는 PI를 ‘비 의 달성을 하여 업무를 

신하고, 직원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변 함으로

써, 차별  우 를 실 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즉, D사에 있어서 PI는 단순히 업무처리 차만의 

개선이 아니라 회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의 

변화와 재설계를 의미한다.

3.2 추진 경과

D사의 ERP 추진 경과는 크게 태동, 비, 계획 

수립 단계와 구  단계로 이루어진다. 

2001년 경 기획실내 PI 추진 이 신설되고, PI 

추진 요원을 선발함으로써 ERP 구축이 태동되었

고, 2002년 4월부터 7월 말까지 신 방향을 설정

하고, 컨설 사 선정을 통하여 ERP 도입을 비

하 다. 

계획 수립단계는 2002년 8월부터 2003년 1월까

지 진행되었는데, 운  비  수립, TO-BE 모델 

수립, 구  계획 수립으로 이루어졌다. 운  비  

수립 단계에서는 행 업무 이해, 신 방향 설정, 

업무별 운  비 이 설정되었고, To-BE 모델 수

립 단계에서는 TO-BE 업무 제도, TO-BE 조직 

 구  수단이 선정되었다. 구  계획 수립 단계

에서는 구  로젝트 정의, 기간, 인력, 산을 포

함한 실행계획이 수립되었다. 

구 단계는 2003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진

행되었다. 세부 단계로는 상세분석  계획 설계  

로토타이핑, 테스트와 교육  환, 안정화 단

계로 구성되었다. 

시스템 구 은 상세분석  TO-BE 설계, ERP 

구 , Legacy 보완  구 , 통합 테스트  보완, 

가동 비 순으로 개되었으며, 기 정보 정비  

data 이 은 Master data 정비를 시작으로 Data 

검증  이 , Cutover 순으로 진행되었다. 

KM/Portal 업무에서는 KM 1차 구 과 이를 발

으로 KM 확산  Portal 구 으로 구 되었고, 

IT 환경 비 업무에서는 To-Be Architecture 설

계, 개발․테스트․교육 환경, 운  환경 비 순

으로 구 되었다. 

2004년 8월부터 ERP 시스템이 가동되어 ERP 

시스템의 안정화, 체질화, 가속화를 거쳐 재까지 

D사에서는 ERP를 활발하게 운  이다. 

財의

리

人의

리

정보

분석

실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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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D사의 PI/ERP 추진 방향

3.3 추진 범

ERP의 모든 역  인 자원 리, 제품개발

리, BW(Business information Warehouse)와 지식

경 은 물론, 이들의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EP(En-

terprise Portal) 솔루션을 모두 Big-Bang 방식으

로 구축하 다.

가치사슬에 근거하 을 때, 주요 활동(primary 

activities) 역에는 업견 (SD：Sales Distri-

bution), 구매자재(MD：Material Management), 

설계(PD：Product Design), 생산(PP：Product 

Planning, PS：Project System, QM：Quality 

Management, PM：Plant Maintenance)이 포함되

었고, 보조 활동(support activities)의 재물 리 

부문에서는 FI(FInance accounting), CFM(Corpo-

rate Finance Management), CO(COntrolling)가 

포함되었으며, 인사 리 부문에는 HR(Human 

Resource)이 정보 분석 부문에는 BW(Business 

information Warehouse)와 KM(Knowledge Ma-

nagement)이 포함되었다. 

3.4 추진 방향

D사에서는 PI 로젝트의 기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원가 감을 통한 재무성과의 극 화를 

더욱 효율 으로 개하기 해서 기 구축된 PI/ERP 

시스템의 운  성과를 극 화하고, 과제해결의 체

계  근을 한 경 신 운  방법의 개선/연

계 가능하도록 신활동을 추진하고자 하 다. 

PI/ERP의 성과를 극 화하기 하여 ERP 운

성과 극 화 제고와 경 신 운  방안 개선이라

는 략  이슈를 도출하 고, 각 이슈별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 다. 이를 통해서 궁극 으로 성과 

극 화 방안 수립과 경 신 략 운  방안 수

립 간의 시 지 극 화를 연계를 이루고자 하 다. 

각 추진 방향 별로 핵심 과제  주요 이슈를 [그

림 2]에 정리하 다. 

4. ERP 성과 평가

ERP의 성과 평가를 해서는 기존의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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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사의 ERP 도입 ․후 비용 측면 성과 

항목 감 액  비고

HR Plate  형강재 물류비용 감  1.5억/년  -

강재 가불출 발생 감으로 리비용 감 0.2억/년  -

장표 인쇄 On-line화로 비용 감  1.5억/년  여명세서, 연 통보서 등

해외출장 실비정산으로 경비 감  18억/년  해외출장 로세스 재구축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구축으로 수출입 업무비용 감 0.5억/년  은행 수수료 감

DIMS(해양 로젝트 산출물의 체계 인 리 시스템)구축으로 비용 
감

300만 USD
/ 로젝트 

년 60억 감 상
(해양 로젝트 년 2척 건조기 )

CMMS(해양 로젝트에 설치되는 ERP 시스템) 투입비용 감
50만 USD
/ 로젝트

년 10억 감 상
(해양 로젝트 년 2척 건조기 )

서버자원 통합에 따른 서버 유지/보수비용 감 3억/년  ERP 도입  비

산장비 도입비용 감  18억  ERP 도입  비

일반 산장비 유지/보수비용 감  11.9억  ERP 도입  비

산소모품 감  1.9억 05년 ¼분기 비

총계 126.5억/년 -

성과 평가를 해 사용하 던 지표들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부분의 기업들은 투자수익률, 시장

유율, 시장 유율 증감, 자본수익률, 매출액 증가, 

흐름, 비용 통제, 운 이익, 공헌이익 등을 성

과측정 지표로써 사용하 다[17, 19]. 특히, 제조업

체들은 직 비용의 감, 재고자산 회 율의 증가, 

평균불량률의 감소, 품질수 의 향상, 기술  성

능향상, 생산 소요 시간의 단축, 제품 납품 시간의 

단축, 시 공 력의 향상, 신제품개발의 증가 등

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다[18]. 이외에도 ERP

의 성과 측정을 해서 상 기업이나 산업에서 

시하거나 특화된 지표들을 선별 으로 채택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1, 2, 5].

본 연구에서는 ERP의 성과측정 과정에 있어 이

론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선행 연구들을 

감안하고, D사의 기업 특성  산업 성격을 고려

하여 정량 ․정성  성과를 종합 으로 측정하

다. ERP가 가동되기 직  시 을 ERP 도입 으

로 구분하고, ERP가 체질화 단계에 이르는 시

을 ERP 도입 후로 지정하여 도입 ․후의 조직 

성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 다. 

4.1 정량  성과 평가 

우선 정량  성과 평가를 하여 비용 측면과 

인력 측면, 성과 지표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ERP 도입  비 성과 

구 분 주요 성과

비용 

측면

126.5억 원 감

사례 심 성과 데이터로서, 로세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업에서 확인된 

사항만 정리함

인력 

측면

70명 환배치

사례 심 성과 데이터로써, PI 로젝트 과로 

업에서 확인된 환배치 완료된 인원임

성과

지표 

측면

업무L/T단축, 업무효율향상, 데이터 정확도/ 

신뢰도 향상

PI 로젝트를 통한 로세스  시스템 

구축으로 향상된 리  지표로써, 수익성 

향상  비용 감에 한 데이터 산정의 

어려움으로 지표로서만 표 함

비용 측면에서는 총 126.5억 원의 감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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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D사의 ERP 도입 후 성과지표 측면 성과 

항목 도입 도입 후

재료비 실  집계 L/T 단축 5일 1일

사업계획 작성 L/T 단축 5일 5H

설계변경 요청사항 조치 L/T 
단축

22일 6.6일

월간실행계획 율 향상 88.00% 96.20%

여계산 L/T 단축 7일 2일

품질실 분석 L/T 단축 5일 1일

달성하 고, 인력 측면에서는 70명의 조직원을 

환 배치하는데 성공하 다. 성과지표 측면에서는 

업무 Lead Time을 단축하 고, 업무 효율 향상을 

이루어 냈으며, 데이터 정확도  신뢰도를 향상 

시켰다. 

비용 측면에서의 ERP 성과를 세부 으로 정리하

면 <표 2>와 같다. ‘HR Plate  형강재 물류 비

용 감’  ‘강재 가불출 발생 감으로 인한 

리비용 감’에서 부터 ‘ 산소모품 비용’에 이르

기까지의 반 인 비용 감 효과를 정리하 다. 

인력 측면에서는 서무, 경리, 인사  인력에 큰 

변화가 있었다. 서무 여사원의 경우 62명이 환

배치 되었으며, 경리 업무 인력은 6명, 인사  인

력은 2명이 환배치 됨으로써 기존 업무에서 인

력을 총 70명 감소하는 효과를 달성했다<표 3>. 

<표 3> D사의 ERP 도입 ․후 인력 측면 성과 

항목 도입 도입 후 비고

서무 
여사원 
인원 축소

262명 200명

서무여사원
인력축소 →
문설계요원

으로 환배치

경리업무 
인력 축소

24명 18명 환배치

인사  여/근태 
리 인력 축소

10명 8명 환배치

총계 296명 226명  

성과지표 측정 항목에서는 조선해양 산업의 기업 

활동 과정에서 표 으로 시되는 항목들을 바

탕으로 성과를 측정하 다. 반 으로 각 활동 

역에서 업무 시간이 단축 되었고, 실행 계획 률 

향상과 같은 업무 효율 제고를 이루었다<표 4>. 

4.2 정성  성과 평가 

정성 인 측면으로는 사 통합 시스템(ERP) 구

으로 일하는 방법  도구가 통일되어 이를 통

해 실질 인 성과창출의 토 를 마련하 고, 사 

비즈니스 로세스 체계화, 표 화  유사 기능

들을 통폐합했다는 을 들 수 있다. 한 투명한 

경 정보 제공  통합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졌으

며, 사 데이터 통합을 통한 데이터 정확도  활

용도가 제고되었고, 기 정보(자재코드, BOM 정

보, Vendor Master, 부품코드 등)의 단일화  표

화로 정량 인 목표 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업무 자동화를 통한 수작업 감소  탈용지화를 

이루어냈고, 로벌 지원체계 구축  Clean Com-

pany로서의 상을 제고하 다. 

특히, 특히 재무 부문에서는 조직/ 로젝트별 원

가 리체계 기반구축을 통하여 계획 비 실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켰고, 생산계획과 원가계획의 연

동을 통해 일 성을 확보하 다. 한 설계부문에

서 설계 련 기 정보의 통합/표 화를 확 함으

로써 데이터 무결성을 향상시켰고, 상선-해양-특

수선 도면문서 리체계 통합하여 조직변화에 따

른 응력 등을 제고하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계 조선해양 산업을 이끄는 국

내 기업 D사의 ERP 구축 사례를 조명하 고, ERP

를 통하여 달성된 성과를 정량  측면과 정성  측

면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설계, 조달, 생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을 지

닌 조선해양 산업의 D사의 경우 ERP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거의 모든 모듈을 도입하여 운 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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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방식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 다. ERP가 

가동되기 직  시 과, 체질화 시 을 ERP 도입

의 , 후로 지정하여 정량 , 정성  성과 평가를 

측정하 다. 평가 결과 D사는 ERP 도입을 통해 

비용측면, 인력측면, 성과지표 측면 반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 고, 정성 인 평가에서도 

업무 방식  도구의 통일, 경  투명성 확보와 같

은 목표를 이루어냈다. 즉, 조선해양 산업의 기

업의 경우 ERP를 빅뱅 방식으로 구 할 경우 경

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다만 ERP 도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조직  

장애 요소들도 조직원 인터뷰를 통해 포착되었다. 

업에서의 ERP 사용자들의 경우 자재 문제 추

이 과거에 비해 비교  어려워 졌고, ERP 시스템

의 기능을 몰라서 업무 처리 구분을 못 찾는 경우

도 많다고 조사되었다. 한 용어가 어렵고, 알아

야 할 내용이 많아져 담당자의 역량이 상당수 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인터페이스 시차로 당일 

실  확인이 늦는다는 들이 문제 들로 지 되

었다. 따라서 ERP 지속 인 성공 인 운 과 

리를 해서는 사용자들로부터 반복 으로 피드백

을 받아서 자체 으로 진화되어 갈 수 있는 셀  

시스템이 함께 구 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이론 ․실무  의의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 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이 ERP

의 성공이나 지속  사용의도를 사회과학 인 연

구 방법을 통하여 측정․분석하 다면 본 연구에

서는 ERP 실제 구축 사례를 단계 으로 분석하고, 

경 신의 결과를 경제  재무분야에서 채택한 

지표들로써 검증하 다는 에 학술  가치가 있

다.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조선

해양 산업의 기업 ERP 구축 사례를 조명하고 

정량 ․정성 으로 성과 평가를 수행했다는 에 

실무 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ERP 구축을 꾀하거나 

지속 으로 운 하고자 하는 상 기업들에게 유

용한 지침을 제공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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