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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제조기업의 협업 업무를 

분석하고, 유형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협업의 

범주를 정의하고, 기업 협업의 유형을 

구분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다른 연구의 

참조 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  
 

2. 협업의 정의 
 

협업은 기존 연구 문헌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개략적으로 네 가지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Communication (CM), 

Coordination (CR), Collaboration (CL), Cooperation 

(CP). CM 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활동이고, CR 은 조직에서 

특정목표를 위해서 개체들 혹은 일들을 

조직화(조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CL 은 개별 목표를 추구하는 개체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업무 

활동으로, 여기서 개별 목표들끼리는 서로 

적대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CP 는 집단의 

목표에 종속된 개별 목표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개체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하나의 공동 

업무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 협업은 이 네 

가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개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정의된다. 여기서의 

개체는 개인 또는 조직이고, 조직은 개인의 

집합을 의미한다[1-4].  
 

3. 기업 협업의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협업 중에서도 기업 

협업에 초점을 둔다. 기업 협업은 기업과 

관련된 개인, 부서, 외부 기업 등의 개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Table 1 과 같이 

기업 협업의 유형을 정의한다. 이 기업 협업의 

유형 정의는 개체들 사이의 구조적인 관점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업무의 시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결과적으로, 기업 유형은 네 가지 

구분 기준에 따라 8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구분된 기업 협업의 유형들은 기업 

협업의 업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Table 1 기업협업의 유형 정의[1, 3] 

관점 
구분 

기준 

기업협업 

유형 
정의 

구조적 

관점 

기업 

범위 

내부협업 
기업 내부의 개체들 간 

협업 

외부협업 
기업 내부의 개체와 

외부의 개체 간 협업  

기업 

관계 

수직적 

협업 

상하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 협업 

수평적 

협업 

상호 동등한 관계와 

위치에 있는 기업들 간 

협업 

협업 

대상 

고객 

특정 기업과 그 기업에 

주문을 요청한 기업과의 

협업 

공급자 

특정 기업과 그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요청받은 기업과의 협업 

시간적 

관점 

협업 

업무의 

시간차 

비동기식 

협업 

일정한 시간 차를 두고 

수행되는 협업 

동기식 

협업 

동시 혹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협업 
 

4. 제조기업의 협업 업무 
 

본 연구에서는 제조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업 업무의 유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able 2 는 자동차 부품∙모듈 

기업에서 일어나는 협업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제조 기업들의 업무 영역은 

산업분야, 기업규모, 업종/업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지만, 중견기업 

규모의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모듈 기업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1)제품 설계 

(Product Design: PdD); (2)공정 설계(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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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cD); (3)양산(Production: PD); (4)경영 

전략(Management Strategy: MS). 

Table 2 자동차 부품∙모듈기업의 협업 업무 

코드 협업 업무 협업 개체  

PdD01 개발 검토 의뢰 모기업↔부품∙모듈기업 CM 

PdD02 개발 타당성 검토 영업, 설계↔생산기술↔품질 

부서 

CP 

PdD03 사양제안서 작성 영업, 설계↔생산기술↔품질 

부서 

CP 

PdD04 개발 수주∙발주 

협의 

모기업↔부품∙모듈기업 CL 

PdD05 프로젝트 계획 및 

팀 구성 

영업↔설계↔생산기술↔품질↔

구매 부서 

CR 

PdD06 공급기업 선정∙

발주 

부품∙모듈기업↔공급기업 CL 

PdD07 공급품 입고∙입하 부품∙모듈기업↔공급기업 CL 

PdD08 설계 변경 부품∙모듈기업↔공급기업 CL 

PdD09 제품 설계 설계↔품질 부서 CP 

PdD10 설계 검토 모기업↔부품∙모듈기업 CL 

PdD11 시제품 제작 설계↔품질 부서 CP 

PdD12 시제품 검토 모기업↔부품∙모듈기업 CL 

PdD13 설계 변경 모기업↔부품∙모듈기업 CL 

PcD01 공정 흐름도 작성 설계↔생산기술 부서 CP 

PcD02 공정 표준 작성 생산기술↔품질 부서 CP 

PcD03 공정 검토 모기업↔부품∙모듈기업 CL 

PcD04 포장∙납품 용기 

개발 

영업↔개발↔구매 부서 CP 

PcD05 예비 공정능력 

분석 

생산기술↔품질 부서 CP 

PcD06 초도품 검토  모기업↔부품∙모듈기업 CL 

PD01 양산 수주 모기업↔부품∙모듈기업 CM 

PD02 양산 계획 수립 생산↔구매↔품질↔설비 부서 CR 

PD03 양산 초기 

전수검사 

생산↔품질 부서 CP 

PD04 양산 초기 

전수검사 보고 

모기업↔부품∙모듈기업 CL 

PD05 구매항목 요청 생산↔구매 부서 CP 

PD06 자재 입고 관리 구매↔품질 부서 CP 

PD07 단위 공정간 업무 생산 부서의 단위 공정↔단위 

공정 

CP 

PD08 설비 불량 조치 설비↔생산 부서 CP 

PD09 설계 변경 모기업↔부품∙모듈기업 CL 

PD10 납품 출하 모기업↔부품∙모듈기업 CL 

MS01 기술 교류 

컨퍼런스 

부품∙모듈기업↔대학 / 

부품∙모듈기업↔연구소 / 

부품∙모듈기업↔부품∙모듈기업 

CM 

MS02 제품 공동개발 부품∙모듈기업↔대학 / 

부품∙모듈기업↔연구소 / 

부품∙모듈기업↔부품∙모듈기업 

CL 

 

 

5. 제조기업 협업의 유형 분류 
 

Table 2 에 나타난 자동차 부품∙모듈 기업의 

협업 업무는 Table 1 에서 제시된 기업 협업의 

유형에 따라 Table 3 과 같이 분류된다. Table 

3 은 협업 유형을 구조적 관점, 시간적 관점에 

따라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3].  

Table 3 자동차 부품∙모듈기업의  

협업 업무 분류 

 

동기식  

협업 

비동기식 

협업 

기업 내부협업 

PdD02, PdD03, 

PdD05, PdD09, 

PdD11, PcD01, 

PcD02, PcD04, 

PcD05, PD02, 

PD03, PD06, 

PD08 

PD05, PD07 

기업  

외부  

협업 

수직

적 

협업 

고객 

기업과  

협업 

PdD04, PdD10, 

PdD12, PcD03, 

PcD06 

PdD13, dD01, 

PD01, PD04, 

PD09, PD10 

공급 

기업과  

협업 

PdD06 
PdD07 

PdD08 

수평적 협업 MS02 MS01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제조 기업의 협업 업무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 협업의 유형을 8 가지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모듈 

기업의 협업 업무를 분류하였다. 향후 이 연구 

결과는 제조 기업내 협업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들이 필요한지 

분석하기 위한 참조 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Mathew, The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and 

Practices in Enterprise Business Collaboration, 

Infosys Technologyies Limited, 2002.  

2. Hildenbrand, T., Rothlauf, F., Geisser, M., Heinzl, 

A., and Kude, T., "Approaches to Collaborative 

Software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ISIS, 2008.  

3. 류광렬, 김보현, 최헌종, “제조기업의 협업화 

분석 및 협업 시스템 구축기술 도출,” IE 

Interfaces, 23, 182-192, 2010. 

4. Wikipedia, last accessed by April 11, 2013, 

ttp://en.wikipedia.org/wiki/Communication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