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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utomobile company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ssembly company

and the part manufacturing company. In this paper we established the improvement for the procurement

logistics and logistics in assembly company and thus we derived the near optimal procurement cycle through

the simple EXCEL simulation and the improved inventory management method for H automobile company in

CHINA. At this time we adopted the pull manufacturing process instead of push manufacturing process. We

resulted that the manufacturing activity of both companies was stabilized and the usage of storage area in

assembly company was reduced by 50%, especially it was reduced by 100% in the case of directly delivering

the parts to assembly line through the third party logistic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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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지구촌 전체가 점점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됨

에 따라, 기업들은 한정된 지역에 대한 시장 정보를 선

점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였던 기존의 경영 방식으로

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급사

슬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가 날로 필

요해지게 되고, 공급사슬관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지

우지하는 중요한 경영기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5].

단일 기업의 최적화나 개선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이

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되면서, 원자재를 공급업체에서부터 내부적 생산

및 대외적 분배를 담당하는 유통 채널까지 모든 과정,

즉 공급사슬(supply chain)환경의 확립과 운영상의 효율

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없다[6].

다양한 부품을 많이 활용하여야 하는 자동차 산업에

서는, 완제품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 사이의 공급망

의 확립에 따른 효과적인 생산 및 물류 계획 수립이

더욱 중요하다. 공급망에 많은 부품제조업체들이 존재

하고, 이들 부품제조업체들의 생산 및 물류 활동은 완

성품의 생산 활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성품의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망 내에 존재하는

부품 제조업체들의 생산 및 물류 활동은 공급망 전체

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최적 생산운영 계획의 결과에

따라 수립하여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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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관리가 기업의 경영혁신과 함께 이론적으로

나 실무적으로 점차 체계화되어가고 있고, 중국은 세계

적 글로벌 아웃소싱의 전초기지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 기법을 활용

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강력한 경쟁우위를 구축해

야 한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은 자금, 정보, 인재 등 제

약조건으로 말미암아 공급사슬관리 능력이 선진다국적

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처지고 있고, 기업들마다 공

급사슬관리에 대한 이해 및 운영방법, 노하우에도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선진적인 공

급사슬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전략적 제휴를 바탕

으로 하는 공급사슬경영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

고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류전담부서가 없고, 사내물

류와 사외물류의 공급사슬운영에 적합한 조직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2].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H자동차의 조달물류와 사내

생산물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단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

여 조달물류의 최적 배송주기를 도출하고, 재고관리의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조달물류

Zsidisin & Ellram (2003)은 공급자가 조달 물류에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 실패는 수요기업에 막대한 손

실을 입히며 연쇄적으로 공급망의 다른 참여기업에 손

실을 입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조달 물류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1].

조달물류는 원부자재가 제조업체의 자재창고에 입하

시킬 때까지의 물적 유통을 말한다. 조달물류는 공급요

청을 받은 외주공장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어떻게 포

장하고 단위화하여 모기업의 자재창고에 어떠한 방식

으로 수배송 할 것인가 하는 물류의 시발점이다. 조달

물류에서는 원부자의 조달에서부터 자재창고에서의 보

관 및 자재관리의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둔다[6].

2.2 생산물류

생산물류는 조달된 자재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생산

시간에 맞춰 생산라인에서 원하는 수량을 생산하기 편

한 상태로 투입해주는 물류를 말한다.

조달된 원자재를 일시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

문에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반제품, 재공

품, 제품 등의 다양한 형태를 관리하는 것이다. 물자는

정지되어 있는 순간부터 보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

로 정확한 공정분석을 통하여 공정을 단축하고 재고를

삭감하도록 노력한다[4].

2.3 밀어내기(Push)-당기기(Pull) 프로세스

기업이 효과적인 SCM을 하지 못하면 낭비가 발생하

게 된다. 원자재 공급자부터 2·3차 부품 협력사, 1차 협

력사를 거치는 각 생산단계마다 재고가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SCM에서의 프로세스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공급사슬상에서 업무 프로

세스를 고객주문의 충족방법에 따라 분류해보면 당기

기 프로세스(Pull Process)와 밀어내기 프로세스(Push

Process)로 구분한다[3][2].

2.3.1 밀어내기 프로세스

밀어내기 공급사슬은 장기적인 시장 예측에 근거하

여 생산 및 유통전략이 수립되는 공급사슬을 의미한다.

밀어내기 공급사슬은 밀어내기 프로세스의 특징을 가

지게 되므로 , 납기가 빠르고 규모의 경제 구현을 통한

비용절감에 유리하며, 반면 대규모 안전재고를 필요로

하고 시장 변화에 느리게 대응하는 단점이 있다[3].

2.3.2 당기기 프로세스

당기기 공급사슬은 실제 발생한 고객의 수요에 근거

하여 생산 및 유통전략이 수립되는 공급사슬을 말한다.

당기기 공급사슬은 당기기 프로세스의 특징을 가지게

되므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가 빠르며 대규모

안전재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주문 충족까지의 리드타임이 밀어내기 공급사슬에

비해 길며 규모의 경제 구현을 통한 비용절감이 어렵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

2.4 동기화 생산

공급사슬에서 결정적인 성공의 열쇠는 파트너와의

real time공유를 위한 partnership이라 불리는 업체간의

약속과 신뢰를 중요시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기화 생산은 고객 수요량에 따라 각 공정들이 같은

생산 속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동기화생산의 목적

은 생산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재고와 불필요한 노동력

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산 활동 중 발생되는 각종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최대 이

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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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동기화 생산에서는 원가절감을 가장 기본적

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때 원가절감을 생산성 향상이

라고 바꾸어 생각해도 무방하며, 이러한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조현장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철저

히 배제하는 개선활동이 필요하다[2].

3. 동기화 생산을 위한 개선

3.1 H 자동차공장 현황

중국 H자동차는 총 3가지 차 종류를 생산하고 있으

며, 한 달의 생산 목표치는 4,800대로 하여 생산라인을

가동 중에 있다. H자동차의 창고는 총 두 가지 유형으

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는 자동차 공장 내부에 있고,

하나는 공장 외부에 있다. 자동차 조립라인 옆에는 완

충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장거리 공급업체 및 3자물류

업체와 조립생산라인과 배송관리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공장 내 사내물류는 직공업체, 3자물류 업체, 영

성기지 자체 창고물류 부서 등 총 3개 부문이 담당하

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3개 부문이

조립공장 생산 가동시간에 부품을 한꺼번에 배송하게

되어 생산라인이 혼잡하며 생산계획 변동 등에 대한

유연성이 없다는 문제이다.

현재 중국의 H 자동차는 북경에 본사가 있고 얼더스

(鄂尔多斯)와 영성(荣成)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영성공장의 경우 [Figure 1]과 같이 자동차 생산에 필요

한 부품을 두 개의 3자 물류 업체에 위탁하여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기존의 공장은 3자물류 업체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통해 생산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2일전 생산계획

BOM(Bill Of Material)에 의해서 운송지시가 내려지고

있다. 2일전에 배송되는 부품들은 파렛트에 적재 되어 3

자 물류 업체별로 완충구에 할당된 구역에 보관한다.

[Figure 1] H automobile manufacturing procurement

logistics

여기서의 문제는 완충구가 원래 의도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완충구는 부품이 생산라인에

투입되기 전 잠시 머무르는 버퍼의 역할을 해야 하지

만 현재 부품 창고와 다를바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생산계획이 변경되어 완충구 내의 부품이 소진되

지 않는다고 해도 3자 물류업체들은 2일전의 배송지시

에 따라 정해진 수량을 납품하기 때문에 재고량은 더

욱 증가하게 되며 생산변경 부품에 대한 부품 회수 등

역물류가 발행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Figure 2]에

각 그래프에서 점들을 연결한 선은 완충구 내에서 세

가지 부품들의 시간대별 재고량을 파악한 결과이며 그

래프 아래의 굵은 선은 표준 재고량을 나타낸다. 첫 번

째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품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1시 45분까지 3자 물류 업체를 통해 세 차례 부품을

공급 받고 있다. 3자 물류 업체는 운송지시에 따라 부

품을 배송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품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부품이 배송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품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 42분까지 3자 물류 업체를 통해 한

차례 부품을 공급 받고 있다. 한 번에 대량의 부품을

배송 받아 표준 재고량까지 소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세 번째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품은 오전 8시 30

분에서 오전 11시 45분까지 3자 물류 업체를 통해 한

차례 부품을 공급 받고 있다. 한 번에 대량의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첫 번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부품이

소진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배송이 이루어진 것

을 알 수 있다. 완충구 내에 일부 부품의 재고량 변화

를 봤을 때 필요이상의 재고량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

고, 조립작업장의 생산 스케줄이 변경된다면 전혀 대응

할 방법 없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 Change of the component total stock in

the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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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점으로 3자 물류 업체에서 배송 시 사용하

는 파렛트와 사내에서 사용하는 파렛트의 규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Figure 3]과 같이 3자 물류

업체들은 완충구 내에서 포장을 해체하고 사내에서 사

용하는 파렛트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 부품을 보

관할 공간이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품들

이 완충구 밖에서 보관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Figure 3] Unpacking takes place in the buffer

(top)and External storage area due to lack of

space(bottom)

3.2 개선 방안 마련

개선방안의 기조는 MES를 이용하여 Push(밀어내기)

생산 방식을 Pull(잡아당기기) 생산방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졌다. 우선 완충구 내에 포장과 해체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준 파렛트를 이용한 운

송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달물류를 담당하는 업체 중

규격화 되지 않은 포장 방법을 사용하여 중점 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찾기 위해 부품 포장 방법에 대한 현황

평가를 실시하였다. <Table 1>과 같이 종이박스, 나무

박스, 철판박스, 전용 파렛트 순서에 따라서 결점을 10,

5, 3, 0점으로 부여하였다. 평가 결과 종이박스와 나무

박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홍신물류가 벌점

7,400점으로 최고 점수로 산정되어 관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Table 2> Appraisal of the third Party

Logistics pallet

다음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영성기지 내 물

류활동에 대한 [Figure 4]와 같이 통계표를 작성하였다.

정해진 생산계획에 따라 부품들의 이동상황을 파악하

기 위해 3자물류 업체에서 배송 출발 시간과 보관구역

까지의 운반시간, 파렛트 사용량과 회수량, 운송 수단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

으로하여 전체 물류 프로세스에서 3자물류와 창고물류

에 포함된 물류 프로세스를 중점 개선 대상으로 선정

하였고, 다양한 개선안을 PDCA 방법론을 통해 적용

하기로 했다.

[Figure 4] Focus on the improvement of

logistics process

3.2.1 운반주기 표준화 방안

첫 번째 개선안으로는 [Figure 5]와 같이 운반주기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3자 물류에

서 보관구역으로 부품을 배송하고, 파렛트 등을 회수하

여 다시 3자물류 업체까지 흘러가는 물류의 이동시간

을 측정하였다. 실측결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총

4회의 배송과 회수가 이루어지며 그 간격은 일정하지 않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3자 물류 업체 중 홍신

물류는 오전 4회, 오후 4회로 조정하고, 보홍물류는 오전

2회, 오후 2회로배송과 회수 주기를단축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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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eexisting delivery interval

이러한 개선안의 마련은 필요 이상의 부품이 보관

구역과 완충구 내에 머물며 많은 보관 면적을 차지하

고 과도한 역물류를 [Figure 6]과 같이 50% 감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Figure 6] Amount of component in buffer

이러한 개선안을 실제 적용하기 전 시뮬레이션을 실

시하여 예상 효과를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ure 7]과 같이 MES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생

산라인에 필요한 부품을 2시간 생산 분량으로 나누어

1일 8회로 배송하는 경우 보관면적이 400로 가장

작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ure 7] Buffer area depending on Transport times

3.2.2 PULL 생산방식으로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

두 번째 개선안은 [Figure 8]과 같이 완충구에서 생

산라인 사이의 물류를 PUSH에서 PULL 방식으로 변

경하는 것이다. 우선 파렛트를 표준화하여 부품의 재고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MES 정보

에 따라 생산라인 앞에 위치한 선반에 적재하기로 개

선하였다. 또한 개별 부품들을 따로 배송하지 않고 필

요한 분량만큼 set picking 하여 배송하도록 할 예정이

다. 이를 위해 현재 부품별 파렛트 유형과 수납 수량,

안전 재고량 등을 데이터화 하였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 파렛트의 크기와 적재 선반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

[Figure 8] Compared with before and after

3.2.3 생산계획 및 배송관리 개선 방안

세 번째 개선안은 [Figure 9]와 같이 도장라인의 생

산계획과 배송관리의 개선안이다. 그 동안은 3일전 생

산 계획에 따라 페인트를 도장라인에 180대 분량을 한

번에 배송하고 있다. 생산계획이 변경될 경우 필요하지

않은 페인트를 회수 하거나 적재해 놓아야하는 문제점

이 있다. 이를 개선하여 3일전 생산계획을 확인하여 페

이인트를 준비하되 배송은 MES를 통하여 당일에 생산

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45대 분량만큼을 배송하도

록 개선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Figure 9] Component delivery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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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Figure 10]과 같다. 가

장 큰 효과로는 도장라인의 적재 공간과 적재 시간이

50% 감소가 있다. 또한 생산계획 변경 여부를 실시간으

로 확인하여 180대 분량을 45대 분량으로 4회 나누어 배

송하기 때문에 반품에 필요한 물류활동이 사라지게 된다.

[Figure 10] Compared the effect of before and after

3.3 개선 효과

H자동차와 부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 3자물류 간에

이루어지는 조달물류, 생산물류 개선을 위하여

SPS(Synchronized Production System) 동기화생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며, 모델부품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완성차 생산계획이 변경되더

라도 도장공장의 MES 생산정보를 업체에 실시간 제공

하므로써 생산계획과 생산지시를 분리하는 새로운 방

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파렛트 표준화, 배송주기 설정, 혼재다회 방법

의 물류배송 등 개선활동을 통하여 기업간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완충구의 면적이 50%이상 감소하였으며,

일부 부품은 3자물류 창고에서 정확한 생산정보에 의

한 서열 준비와 표준화 파렛트에 적재하여 조립 생산

라인으로 직접 배송이 가능하게 되어 완충구 사용 면

적 “0”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생산, 정보, 물류의 3대

기능 통합운영으로 인한 진정한 동기화 생산체제를 확

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H자동차의 조달물류와 사내

생산물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단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

여 조달물류의 최적 배송주기를 도출하고, 재고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개선방안의 기조는 MES를 이용하여 Push생산 방식

을 Pull생산방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맞추어 이를

위한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운반주기를 표준화

하는 방안과 완충구에서 생산라인 사이의 물류를

PUSH에서 PULL 방식으로 변경 그리고도장라인의생산

계획과 배송관리의 개선안 등 크게 세 가지 개선안을 마

련하고간단한 시뮬레이션을통해성과를예측해 보았다.

실제 개선안들을 적용한 결과 기업간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확보할 수 있었고, 완충구의 면적이 50%이상

감소하였으며, 일부 부품은 3자물류 창고에서 정확한

생산정보에 의한 서열 준비와 표준화 파렛트에 적재하

여 조립 생산라인으로 직접 배송이 가능하게 되어 완

충구 사용 면적 “0”를 달성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마련된 개선안들을 시범 적용한 시설 이

외에확대적용하기위한방안과성과의측정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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