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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대한항공  |  서울, 대한민국  |  www.koreanair.com  

산업  

항공 운송업   

매출  

11조  4,605억 원 (2010년)

직원 수  

19,475 여 명 (2011년 1월) 

프로젝트 기간  

2009. 7월 ~ 2011. 6월  

오라클 제품 및 서비스  

Oracle Financials
Oracle Purchasing 
Oracle Manufacturing
Oracle Supply Chain Management
Oracle Project Management
Oracle Enterprise Asset Management
Oracle Master Data Management
Oracle Database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
Oracle Application Server
Oracle Portal
Oracle identity Management
Oracle EAi integration
Oracle SOA Suite
Oracle Business Process Analysis Suite 
Oracle Content Management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Suite
Oracle Consulting
Oracle Solution Support Center
Oracle Demantra
Oracle Complex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주요 도입 효과  

● 통합 정비계획 관리 및 엔진 장탈 예측 능력 강화
● 자재 적기 지원 체계 구축
● 적기 유용 원가/수익 정보 제공
● 전사적 목표의 가시성 확보해 조직성과 극대화
●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항공우주 사업 관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보고체계 개선으로 항공기 결함 발생 시 정비 리드타임  

단축
●  운항계획과 정비계획이 자동 연계되어 실시간 정비계획  

재수립을 통한 자원의 효율성 향상
●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한  

 하드카피 사용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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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대한항공, 유연성과 확장성 갖춘 Oracle E-Business Suite 및 

cMRO 도입으로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통합하여 가치 창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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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프로젝트는 수백 가지의 의사결

정을 통해 회사의 인프라와 DNA를 바

꾸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전폭적인 지

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대한항공

은 ERP 선정 당시부터 Oracle 및 ERP 

구축본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

동까지 On-time/ On-budget으로 프

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다. 유연성

과 확장성을 갖춘 Oracle E-Business 

Suite 위에 ERP 구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데이터 컨버젼을 안정적으

로 수행하였고, 장기간 소요되던 정비 

및 항공우주 사업 부분의 분석 및 예측

을 실시간에 가깝게 향상하였다. 특히 

대한항공의 전사적 프로세스 통합을 

견고히하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인 

부분에 만족하고 있다.”

 - 이상만 본부장, 대한항공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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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항공 서비스 업계를 선도하는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A380등 137대(2011년 8월 

22일 기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국내 

13개 도시, 국제 38개국 99개 도시에 운

항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국적 항공

사다. 지난해에는 2,274만 명의 승객과 

18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였으며, 특

히 국제화물 운송 부문에 있어 2004년

부터 6년 연속 세계 1위의 자리를 고수

하고 있다. 2010년에는 Travel & Leisure

사가 선정한 ‘최고의 항공 브랜드 대

상’을 수상하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K-BPi에서 선정하는 항공사 부문의 1

위를 12년 연속으로 수상하였다. 또한, 

일본능률협회 컨설팅에서 6년 연속으

로 글로벌 고객만족도(Global Customer 

Satisfaction Competency index, GCSi)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

서 최고의 항공사로 인정받고 있다. 대

한항공은 항공 운송 사업뿐 만 아니라 

항공우주, 기내식, 기판, 호텔, 리무진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969년 민영화된 이후에 부

산 김해, 부천(엔진), 김포 및 인천 4개 

지역에 정비기지를 두고 항공기 운항 

정시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B747-400, A330, A300-600 기종에 

대해서는 Boeing사와 Airbus사로부터 

정비 우수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FAA, 

EASA, CAAC, MLM(항공안전본부) 등 

국내/해외 항공청의 정비능력 인증 제

도를 유지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뛰어난 항공정비 능력을 발휘하

고 있는 대한항공은 Oracle E-Business 

Suite 및 Oracle Complex Maintenance, 

에 영업, 연구개발, 생산, 수주(판매), 

자원관리 등 모든 업무가 포함되어 있

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라클 27개 모

듈이 적용되었다. Oracle cMRO는 가

장 핵심적인 생산/정비 수행 업무를 

대체하였고, 프로세스 앞단의 생산계

획은 Oracle Advanced Supply Chain 

Planning(ASCP) 모듈을 통해 자원을 효

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 

일정 및 자재 소요계획을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재고/자재 관리를 위해 PR, PO, 

iNV 등이 사용되었고 관세청 연계를 위

해 3rd Party제품인 M2B가 적용되었다. 

정비 수행 및 계획 8개 분야는 Oracle 본

사에서 설계하고, 프로젝트 On-time을 

위해 인도 개발 센터(OSSi)에서 개발 적

용되었으며 개선된 항목을 중심으로 제

품에 반영되어 2012년 정식 버전으로 릴

리즈 될 예정이다.

정비 예측 강화로 자원 효율성 개선

항공기 운항계획이 정비계획과 자동 연

계되도록 정비 계획 시스템을 재수립함

으로써 기존에 장시간 소요되던 업무를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제 자원의 효율적 운영

이 가능해졌다. 정비계획 관리의 통합, 

자동 자재 지원 체계, 유용 원가 및 수익 

정보 등이 통합된 시스템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되게 된 것이다.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의 장탈량과 장

탈시기를 예측하고 기대수명을 산출할 

수 있는 신뢰성 시스템은 대한항공 정

비 ERP에 특화된 부분으로 신뢰성 연

구소 박사들과 협업하여 통계 이론을 

접목하고 이를 프로젝트 내에 개발하고 

Repair, and Overhaul (Oracle cMRO)도

입으로 항공기 운항계획과 정비작업을 

연계한 실시간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

써 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향상하고

자 하였다.

다양한 사업영역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솔루션 도입 필요성

대한항공은 2004년부터 EAP(Enterprise 

Architecture Planning)를 통해 사내 시스

템을 진단하고, 전사 업무프로세스의 최

적화를 실시 하였으며, 관련 데이터의 표

준/통합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내 각 부문

간의 업무통합성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

하였고, 마스터데이터는 많은 부분이 차

이를 보였으며, 회계결산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

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한 방법의 하나로 사내에 ERP도입이 검

토 되었으며, 실시간 회계처리, 수입심사 

자동화 및 전자문서 체계 구축등 부문별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ERP구축 프로젝트

를 추진하게 되었다.

유연성과 확장성이 최대 강점이었던 

오라클

일반 ERP는 재무/자재 및 제조에 역점

을 두고 있어 항공 업무를 지원하는 기

능이 약했기 때문에 항공사 iT 시스템의 

대체가 상당히 어려웠다. 재무-자재 등 

일반 솔루션의 완성도는 상대적으로 높

은 상태였으나 정비 분야에 관한 솔루

션들의 완성도는 모두 70%를 넘지 않았

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보다 선행하여 

다른 벤더사의 솔루션 구축을 시작한 

타 항공사들에서는 구축 당시 상당한 

현업 적용을 완료하였다. 

보급 부문은 자재 소요 계획 시 정비계

획을 반영하고, 소모실적을 통계화하

는 다각적인 수요예측 모델을 적용한 

Oracle Demantra 모듈을 적용하여 예

측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자재 요청 

후 필요부품을 불출하는 방식을 버리

고, 정비 작업 오더를 검색하여 사전에 

자재를 제공하는 적기 지원 체계를 구

축하였다. 

비행 중 결함 발생 시 무선통신에 의한 

사전준비

새로 구축된 대한항공의 정비 시스템은 

비행 중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선

통신을 통해 지상에 결함 내역을 통보

한다. 결함 가능성이 보고된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도 전에 담당부서에 정비 

지시를 발행함으로써 지상 착륙 후 원

인파악과 정비 지시가 이루어지는 방식

에 비해 획기적인 정비 리드타임의 감소

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 단축

은 항공기 가동율을 높여 이익 증대와 

함께 항공기 운항 안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항공 우주 사업부 실시간 통합 관리로 

자원 효율극대화

대한항공은 항공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실현과 선진 항공 산업국으로

의 도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두고 1976

년부터 항공우주 사업을 시작했다. 설

립 이후, 항공우주 사업부는 민항기 제

작, 군용 및 민간항공기 정비 및 개조, 

유/무인기 개발, 위성, 발사체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자

원의 관리와 공정 간의 자원 분배가 중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기술적으

로는 솔루션의 유연성과 iT 확장성이 가

장 중요한 선정요소가 되었고, 이외에

도 프로젝트 관리 차원의 On-time/On-

budget 및 Co-development 등 ERP 구

축 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제안들을 고려한 끝에 최선의 솔루션으

로 오라클을 선택하게 되었다. 

항공기 정비업무와 항공우주 

사업프로세스 재정립을 위해 Oracle 

E-Business Suite과 cMRO 채택 

대한항공은 정비 분야에 1980년도에 도

입한 KALMES를 30여 년간 사용해 왔

고, 이로 인해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어

렵고,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특

히 B777, A330 등 신기종이 속속 도입됨

에 따라 그래픽, 디지털 정보 및 XML 데

이터 지원이 어려웠다. 또한 정비원가 

계산이 늦어져 연계된 재무 결산이 지

연되었고, 구매 요청된 자재에 관한 정

보가 실제 결재까지 연계되지 않았다. 

전사 ERP와 병행하여 착수된 정비 ERP

는 각 부문별 이슈가 되었던 다방면의 

문제를 Oracle의 방법론에 따라 4개월

에 걸쳐 분석하였고, 정비본부 전체 워

크샵을 통해 ERP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

다. 이 과제들은 ERP 구축 동안 지속 관

리하여 해결되었고, 미완료된 과제들은 

가동 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

를 모니터링 하였다.

3년여의 대한항공 ERP 프로젝트 중 가

장 마지막에 가동된 정비본부 및 항공

우주 정비 분야는 하나의 중견 기업과 

비견할 대규모의 사업부이다. 본부 내

요한 항공우주 사업부는 이러한 과정

을 독립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하에서 

수작업으로 관리해왔으나 이번 Oracle 

E-Business Suite 도입을 통해 통합 시

스템 상에서 실시간 사업 관리가 가능

해지고 공정 간의 업무 분배를 더욱 효

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원 효율

을 극대화했다.

종이문서 없는 친환경 오피스 환경조성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된 디지털 라이브

러리 구축은 대한항공의 종이문서 없

는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

했다. 매뉴얼이 디지털화 되고 이를 언

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어 업무 환경

에 악영향과 비용적 비효율을 야기했

던 하드카피 사용을 감소시켰다. 추후 

ERES (Electronic Record, Electronic 

Signature)구축이 완전히 완료되면 완

전히 종이문서 없는 오피스 환경까지도 

발전이 가능해 보인다. 이 외에도 구매 

자동발주, 자동 심사 및 i-EXP 적용을 

통한 업무 혁신을 통해 하드카피를 대

폭적으로 감소시켰고, 부서간 문서 이

동이 자취를 감추었다.

Oracle Consulting과의 파트너쉽

2007년 iPS(implementation Planning 

Study) 그리고 본격 구축 과정에서 

Oracle Consulting은 주요사업자로 프

로젝트 개발부터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망라하여 책임지고 리드하였다. 생소

한 항공 업무를 파악하여 프로젝트 플

랜을 수립하였고,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3년여의 프로젝트를 Excellent하게 이

끌었다. 또한, ERP 가동에 머무르지 않

고 양사는 정비 Oracle cMRO의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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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Customer

1. 항공정비라는 특수한 부분에 관련해 오라클이라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선택하게 

된 이유는?

대한항공이 ERP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인데, 그 당시에는 정비관련 솔루션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제품을 찾기 어려워, ERP뿐만 아니라 MRO패키지와 여러 다른 솔루션들을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전사적인 

통합 차원에서 ERP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게 되었고 타 경쟁사 대비 유연성과 확장성이 높은 오라클 ERP 솔루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라클의 적극적인 서포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부적인 인력과 함께 커버

리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RP 도입 이전에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여러 Pi 과제도 프로젝

트 추진 과정에서 Oracle 협업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되어 우리의 선택이 최선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2. ERP도입 이후 실제 사용자의 반응은?

초기에 ERP도입에 앞서 여러 고객사를 벤치마킹도 하고 방문도 해보았는데, ERP를 도입한 그 어느 누구도 ERP가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했고 그만큼 변화관리에 포커스를 맞추어 작업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ERP도입 이전에 파워유저와 엔드유저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과 테스트를 실행하여 실제 적

용을 했고, 그럼에도 많은 시행착오와 적응 과정을 거쳤어야 할만큼 ERP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첫 도입 이후 3개월까지는 숙련이 되는 것이 어려웠었는

데, 6~8개월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기존보다 작업하기 수월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까지 무엇보다 변화관리를 잘한 것 같은데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변화관리가 다른 곳에 비해 우리가 더 잘된 이유는 강력한 오너쉽을 가진 부사장님과 임원들의 참여가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더욱 참여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

각합니다.  특히, 사소한 것이라도 결정을 할 사항이 생기면 모든 임원들, 부서장들, 팀원들을 참여시켜 결정하도록 본부장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이번 프로

젝트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게 되어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3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활동을 통해 수많은 피드백 작업이 오고갔으며, 이를 통해 변화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비결은 길고 힘든 시기를 

열정과 끈기로 같이 버텨준 팀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 향후계획과 목표는?

각 부분에 도입된 ERP를 가지고 과제별로 실행하며 성과가 많이 나지 않는 초기 적용단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고 각종 지표도 비교해가며 

조금 더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지할 생각입니다. ERP라는 것이 도입되었다고 끝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ERP 도입 목적이 달성되었다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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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한항공은 아이디어와 요구사항

들을 제공하고, Oracle은 이를 제품에 

반영하는 공동개발(Co-Enhancement)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에 새로운 전략적 협의체(Aviation 

industry Strategic Council, AiSC)를 발

족, USAF(US AirForce)와 함께 최초

의 발기인이 되었다. AiSC는 1년에 2차

례 Meeting을 통해 고객사의 요구를 

분석하고 c-Level 협의를 통해 cMRO

의 전략적 방향을 지속적으로 가이

드 할 계획이다. 또한, 구축 과정에서 

가장 유능한 컨설턴트들이 중심이 된 

Oracle Support solution Center(SSC)

는 가동 이후 ERP 및 버그를 개선하

고, Enhancement Request/Support 

Request(ER/SR) 해결을 신속하게 처리

하며 정비 ERP 안정화를 리드하였다.

향후계획

2011년 하반기부터 정비 ERP를 포함

하여 전체 ERP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 ERP 구축 성과를 배가시킬 계획이

다. 이를 위해 ERP를 통한 실시간 데이

터와 DB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Operation Excellence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지속혁신, 생산

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원가

데이터의 적시 분석/ 활용을 통해 영업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비 분야는 리드타임 감소를 통

한 재고감축, 정비 수행시간 및 점검주

기 축소를 통한 기재 가동율 향상, 그리

고 계획/예측 능력 확보에 의한 인력 효

율성 향상으로 ERP에 의한 성과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규연 대한항공 PMO 팀장겸 정비ERP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