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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M(Supply Chain Management) have been introduced in many companies for integrated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business process. Recently, as internet and e-business concept are 
spread globally, the SCM concept is expanded from one internal company process to inter-company 
process, it makes a Global SCM concept.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SCM concept using e-business 
infrastructure, and propose SCM portal models. Four types of the SCM portal model are discussed, 
which are forecasting information sharing model, e-Marketplace-typed model, collaboration model and 
logistics information sharing model. The major concept of the SCM portal is to share information of 
supply chain process, it provide merits of scale to company.

The result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information sharing is very useful 
in the Global SCM. Second, the e-business infrastructure, especially e-Marketplace can be usefully used 
for implementation of SCM portal. Third, the M2M(Market to Market) function of e-Marketplace is a 
major function for implementing SCM portal.

Key Word : SC(Supply Chain), SCM(Supply Chain Management), Global SCM, EC(Electronic
Commerce), e-Marketplace, SCM Portal, M2M(Market to Market),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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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 시장의 

글로벌화 등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는 

국내외적의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신 

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경영활 

동의 중심이 기업에서 고객 중심으로 이양 

됨에 따라, 종래의 고품질의 제품 생산만으 

로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고객의 니 

즈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Supplier)로부터의 신속한 재화 및 서비스 

조달이 중요하게 되어, 조달전략이 기업의 

주요 경영전략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기업은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 품질, 수 

량 등을 만족시키면서, 저비용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환경 구축이 필 

요하게 된 것이다[2,4,5,10,11,19].
이와 같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 

업은 자사내의 관리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 

음을 인식하여, 재화의 흐름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합 관리 및 프로세스 혁신 개념으 

로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도입을 

많은 기업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卩 3,15,16].
특히, 최근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기술 

의 발달로 e-비즈니스가 기업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인식 및 확산됨에 따라 미국, 일 

본 및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e-비즈니스， 

의 효과적인 수행 및 구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SCM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 

며, SCM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로서 정립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개 

념 확산으로 SCM의 대상이 단일기업이 아 

닌, 기 업간으로 확대되어, SCM의 추진 내용 

도 단일 기업의 프로세스 혁신뿐만 아니라, 

기업간 정보 공유 및 교환도 중요한 개념으 

로 부각되고 있다[16,18,20,21,22]. 따라서, 

SCM의 적용 범위도 단일기업, 국내기 업으 

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기업도 포함 

하는 글로벌 SCM(Global SCM)으로 확대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비즈니스 환경에 적합 

한 새로운 SCM 비즈니스 모델을 글로벌 

SCM (Global SCM) 으로 정의하고, 글로벌 

SCM 구현 모델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공급 체인(Supply Chain)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공급자가 참여하기 쉬 

운 SCM 모델로 공급 체인상의 정보를 공 

유하는 SCM 포털(SCM Portal)의 개념을 제 

시하고, SCM 포털의 중요 제공 기능에 대 

하여 검토한다

2. 글로벌 SCM의 필요성

2.1SCM 의 개념

SCM은 로지스틱(Logistics) 및 생산관리 

등을 포함하고, 자재 조달에서 최종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공급 체인에 관한 전략적 경영 

관리 기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종래의 기 

업 혁신 수단인 BPR(Business Process Re- 
engineering)은 단일 기업내의 업무 프로세 

스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SCM은 공급 체인 

을 구성하는 공급자, 생산자, 유통업자 등의 

다수의 기업간을 대상으로 하는 Inter BPR 
의 개념으로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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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공급 체인상의 정보의 흐름 

또는 서비스의 흐름을 표현한 개념도이다. 

종래에는 조립생산자(Assembly Maker)가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고객 

의 동양을 주시하면서 생산계획 및 조립계 

획을 입안하고, 필요 없는 재고를 삭감시키 

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서는 조달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 

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의 흐름에서도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정보 교 

환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의 전자상거래 개 

념의 확산으로 고객의 정보까지 공급자가 

파악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다.

SCM을 추진하는 목적은 각 기업에 따 

라 다르지만, 재고의 삭감 또는 현금 흐름 

(Cash Flow)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최근의 SCM 추진 목적 중에 특히 주목 

되는 것은 고객의 니즈를 얼마나 빨리, 정 

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러한 고객 정보를 기업간 또는 기업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유 가능한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는 제품만 생 

산하면 판매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고객 지 

향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 

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 및 전자상 

거래기술의 발달로 비교적 간단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환경이 구현되 

고 있다 즉, 공급자가 직접 고객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고, 생산자는 

도매상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소매상 및 고 

객에 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정보환경이 개방형이 됨에 따라, 다 

양한 방법으로 정보수집 및 거래가 가능하 

게 되었다. 따라서, SCM의 개념도 이러한 

개방형 정보환경 및 전자상거래 환경을 고 

려한 글로벌 SCM。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1＞ 공급 체인에서의 가치. 서비스 

및 정보• 현금의 흐름

2.2 글로벌 SCM의 시대적 배경

글로벌 SCM 이 필요한 이유를 제조업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업내의 효율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림 2＞는 기업의 효율화, 최적화(정보 

화) 추진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TQC(Total 
Quality Control), CIM(Computer Integrated

U Poirier과 Bauer[18]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 

체인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을 하나로 묶어 네트 

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각 구성원간의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네트워크상의 

모든 자원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e- 
SCM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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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CM의 발전 방향

Manufacturing), BPR(Business Process Re
engineering),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의 순서로 기업내에서 효율화 및 최적화 

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 중, TQC, CIM, 
BPR, ERP는 기업 내부의 업무 최적화를 추 

구한 것이며, SCM은 기업간의 업무 최적화 

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의 효율화 및 최적화 추진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도 있으며,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각 기업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 

다 ERP의 경우를 보면, 기업내의 인사회계, 

영업, 생산관리, 제조, 조달, 물류 둥의 모든 

업무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효율화 및 최적화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기업내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 

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SCM은 기업의 

효율화 최적화단계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아 

도, 필연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기업의 중요 

개념이 되고 있다.

BPR 및 ERIE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보의 흐름 및 가치 • 

서비스의 흐름의 양면에 대한 인식을 정확 

하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업의 내부적인 환경 및 외부적인 환경에 

서 요구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 

의하는 것만이 기업의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을 가지고 기업의 최적화 및 효율화(정보 

화)를 추진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② IT 기술의 발달

SCM 구축에는 IT 기술의 변화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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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된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 및 웹 기 

술의 발달은 SCM 구현에 많은 영향을 주 

고 있다

SCM에서는 공급 체인을 구성하는 기업 

간에서 거래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 

유,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및 웹 

등과 같은 정보기술과 전자상거래 개념의 

확산 등에 의하여 기업간 정보 교환 및 공 

유가 비교적 용이하게 구현 가능하도록 지 

원하고 있다.

ERP 및 SCM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에도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기능이 

제공되어, 저비용으로 정보교환 및 공유가 

구현되고 있다. 그리고, SCM 소프트웨어의 

기능 향상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종래에는 

생산관리의 MRP(Material Resource Planning) 
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막대한 계산량에 의 

하여 빈번한 계산이 어려웠다. 그러나, SCP 
(Supply Chain Planning) 소프트웨어 가 구현되 

어 실시간적인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 영업, 

조달, 생산, 물류 부문과 동기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③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도 SCM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의 전자상거 래 개념의 확 

대로 기업의 글로벌화가 중요 생존전략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특흐】, SCM에 의한 기업의 

변혁은 기업 1개사가 아닌, 업계 전체, 산업 

계 전체, 세계 경제의 흐름 등을 충분히 검 

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④ 경영환경의 변화

상기와 같은 글로벌화와 함께 고객의 수 

요도 다양화되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 

객의 요구사항 수준도 향상되었다. 기업이 

이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푸질 및 가격)의 제 

품 및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기에, 요구하 

는 장소에,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IT 기술에 의 

한 기술혁신에 의하여 제품 라이프사이클은 

급속하게 단축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계 

적인 각종 규제 완화 및 인터넷 기반의 새 

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타사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빠른 시간내에 고객에의 

제공, 고객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의 증대와 기업 내부의 과잉재고에 

의한 비용 증가에 의한 위험성을 동시에 가 

지 게 되었다. 즉,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은, 공급측면에서 보면 업무의 효 

율성 저하, 비용 상승 등과 같은 위험을 내 

포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즉 경영환경의 변화 

는 기업의 수익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 

고, 이러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 

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3. 글로벌 SCM 모델

3.1SCM의 As-Is 모델 및 To-Be 모델

〈그림 3＞은 단일기업을 중심으로 한 

SCM 모델(As-Is 모델)과 전자상거 래 개념을 

도입한 글로벌 SCM 모델(To-Be모델)을 나 

타낸 것 이다. As-Is 모델은 현재 대기 업(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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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립생산자)과 같은 특정 기업을 중심 

으로 공급자와 고객간을 연계하는 업무 프 

로세스 혁신을 추진하는 모델로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모델이다[12,17].

〈그림 3> SCM의 As-Is 모델 및

To-Be 모델

이 경우에는 공급 체인을 구성하는 생산 

자와 공급자의 관계 및 특성 정 립을 최적화 

를 추구하지만, 프로세스 개선의 초점이 공 

급 체인 전체보다는 기업 내부 프로세스 혁 

신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1,14]. 
그리고, 추진 주체가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자가 

되는 중소기업에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20,21].
그러나, To-Be 모델은 다수의 공급자와 

고객을 포함하고, 생산자도 다수를 포함하 

는 글로벌 SCM 모델이다. To-Be 모델에서 

의 Internal Supply Chain °] 현재의 As-Is 모 델 

에 해당된다.

To-Be 모델에서는 As-Is 모델에서와 같 

이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 

니라, 공급자, 생산자, 고객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립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 

급 체인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추진하는 개 

념이다. 따라서, To-Be 모델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전자상거래의 정보 교환 및 공유의 

개념을 활용한 기업내외간의 정보통합이 중 

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2 전자상거 래 인프라에 의한 글로벌 SCM 
모델의 구현

이와 같이 글로벌 SCM이 다수의 기업 

을 대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 

기업의 주도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기업에서는 SCM을 추 

진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나, 글로벌 SCM의 추진하는 목표가 

기업간 정보 교환 및 공유환경 구축을 지향 

하므로, 기존의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활용 

하면 효율적이고 저가의 SCM 환경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전자상거래의 기본 

개념이 정보 공유에 의한 업계 전체의 시너 

지 효과 증대이므로 글로벌 SCM의 기본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기본 인프라 

가 되는 e-Marketplace가 글로벌 SCM의 기 

본 인프라로 활용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라고 생각된다.

e-Marketplace는 기업간의 거래를 전자적 

으로 중개하는 공통 플랫폼으로 기업간 전 

자상거래의 주요 인프라가 된다 특히, e- 
Marketplace는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래 

중개의 역할(Commerce)보다 최근에는 기업 

간 상거래에 필요한 컨텐츠(Content), 커뮤 

니 티 (Community), 협업 (Collaboration)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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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고 있으며, e-Marketplace의 성공요 

인중의 하나가 중립성이다［3］. 정석찬과 박 

기남［기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 
Marketplace의 역할을 전자상거 래의 공동 플 

랫폼으로 역할을 정의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ECOM［20,23］은 SCM의 효과적인 도입을 방 

안으로서 전자상거 래의 개념 적용이 유용한 

것으로 지적하였고, SCM과 전자상거래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e-Marketplace와 같이 중립성 

을 가진 공통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며, 공 

급 체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특정 생산 

자(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참여 

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SCM 도입을 위 

한 초기 투자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 적 

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공급 체인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공급 체인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확대됨에 따라, 보다 풍부하고 정 

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공급 체인 

상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며, SCM 및 

e-Marketplace의 최대 장점인 규모의 메리트 

(Merit of Scale)를 기 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 체인상의 e- 
Marketplace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통 인프라로 

서 SCM 포털(SCMPortaO의 개념을 제시한다

SCM 포털은 e-Marketplace 와 같이 새로 

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자상거래 인프라인 e-Marketplace 에 상거 

래 정보 이외에 생산계획, 수요예측 등과 

같은 공급 체인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 

폼의 개념으로 e-Marketplace의 새로운 활용 

과 SCM에 적합한 기능을 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IT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를 저가로 활용 가능한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2) 서 비스의 보급 

이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SCM 포털에서는 

이러한 ASP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 

로, 어떠한 AS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글로벌 SCM 모델 

에서 검토한다.

4. 글로벌 SCM 구현 모델

글로벌 SCM을 추구하는 목적은 보다 많은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정보의 가치(Information Value) 
을 향상시켜, 공급 체인의 최적화를 추구하 

는 것이다. 보다 많은 정보와 참가하는 기 

업이 확대되면 규모의 메리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규모의 메리트를 구현하기 위 

하여, 공급 체인에 관한 정보가 집중되는 

SCM 포털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SCM 
포털 구축에 e-Marketplace가 중요한 인프라 

로 활용 가능하다.

〈그림 4＞에 전자상거래의 인프라를 활 

용한 글로벌 SCM 모델에 대하여 4가지 제 

시한다.

° ASP의 주대상은 소프트웨어이지만, 본 연구에 

서는 e-Marketplace와 같이 기업이 저가의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 인프라 
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자신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ASP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저비용, 사용의 편리성에 의하여 

기업의 SCM 포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SCM 포털에서의 제공 ASP 서비스가 
SCM 포털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



128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7권 제3호

로지스틱 

모멜

글로벌 SCM 의 목적:규모의 메리트(Merit of Scale) 추구

e-MP3

협업
서로 다皀 전문기스呂 가진 중소기업돛이 네트워크상에서 가상기업군霍 형성하여. 
공동영업, 공동구매, 일꽐생산관리, 공동부품개바 동彖 수행하여, 수주 기회의 확대■ 

기대한다.

복수의 화주와 북수의 운송회사가 공차졍보■ 네트워크상에서 공유하뇬 것에 의하여 

화주는 신속한 배송이 가뇽하계 하고, 운송회사에서는 공차을올 저하시킨다.

정보의 적극젹인 활용울 위하여^축이 필요

수요예측
수요에흑시에, 입혹정보로서 해담 제晉에 대한 판매정보뿐안 아니라, 타사의 경쟁 

제품에 관한 판매정보■ 고려한 제픔군 전체의 판매정보 및 재고정보츨 

掘용함으로써, 수요예축의 정민도■ 향상시키다.

:*
보다 ar은 수요정보와 공급정보■ 하나의 가상시장(e-Marketplaoe) 에 집약하는 것에 

의하여, 수요측에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픔51, 가격, 납기 등)에 의한 조달 또는 
타기업과의 공동구매■ 실현하고,공급축에서는 수주 기회의 확대■ 기대한다.

〈그림 4>SCM 포털에 의한 글로벌 SCM 구현 모델

4.1 수요예측 SCM 포털 모델

수요예측 SCM 포털 모델은 공급 체인 

상의 수요정보를 공유하는 모델이다. 이 모 

델에서는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느 정 

도 판매될 것인가를 예측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SCM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데이터의 정밀 

도가 중요 변수가 되므로, 수요예측 데이터 

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 

데이터만으로는 데이터 수가 적은 관계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타사 판 

매정보를 어느 정도 같이 사용하여 수요예 

측을 실시하면, 수요예측의 정밀도가 향상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사의 판매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운 일이다. 따라서,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SCM 포털을 통하여 표준화 및 정량 

화 작업을 통하여 통계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상호 협조하는 것이 SCM 포털에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① 고 정밀도의 수요예측 서비스 제공

여러 업무의 정보, 다수의 기업정보를 

집약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이 

개별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것보다 보 

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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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대상제품의 판매 데이터뿐만 

아니라, 타사 경쟁 제품의 판매 데이터도 

같이 포함된 제품 카테고리의 판매 데이터 

와 제고 데이터 등을 입력 정보로 하여 수 

요예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타사의 경 

쟁제품에 대한 판매 데이터는 기업의 중요 

기업정보가 되므로,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회사의 판 

매 데이터를 집계하여 통계화된 제품 카테 

고리의 제품 데이터로 취급되면 기업에서도 

공개가 가능하게 되며, 여러 기업간에 공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림 5> 수요예측 SCM 포털 모델

경쟁상대가 되는 다른 수요예측 SCM 포 

털과도 적극적인 업무 협정을 통하여 정보 

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며, 보다 많은 정 

보를 활용함에 따라 수요예측의 정밀도가 

향상되어, 기업에서는 보다 정확한 수요예 

측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각 사용자에 대한 최적의 수요 

예측 모델 구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도 SCM 포털에서의 중요 서비스가 될 수 

있다.

② 사용자 고유의 수요예 즉 노하우(Know- 
How) 활용

대다수의 기업 사용자는 각 기업에 적합 

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있어, 기업 고유의 

모델(입력정보, 수식, 변수 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수요예측 SCM 포털이 일방적 

으로 제공하는 획일적인 수요예측 모델로 

서는 사용자 기업에서는 타 기업과 차별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예측 모델에 적극적으로 사 

용자의 기업 현황을 수용할 필요가 잇다. 

일반적으로 수요예측 모델을 ASP의 개념으 

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제공하는 모델 및 수요예측 방법을 각 사 

용자 기업의 현황에 적합하도록 커스터마 

이 징 (Customizing)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만, 종속변수의 조합 및 파라메터의 설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수 

요예측 노하우를 타 기업에 노출되지 않도 

록 충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 

하다.

③ 많은 양의 입력 데이터 수집이 용이

종래의 수요예측에서는 입력 데이터 수 

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들면, 생산자가 소매상의 판매 

데이터에 기초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하고자 

하여도, 소매상에서 판매 데이터를 제공하 

지 않거나, 제공된 판매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수요예측 SCM 포털에서는 수요 

예측을 위한 입력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 

집하기 위해서는 중립성을 강조하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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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SCM 
포털에 참가하는 사용자 기업들에게 제시하 

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SCM 포털에 참여하고, 자사의 데이 

터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도 충분한 메리트 

제공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도 중요 

하다.

④ 수요예측과 실적과의 괴리 관리 가능의 

제공

단순히 수요예측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 

니라,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생산조달계획 

및 자동 발주량 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 

공하고, 또한 실적관리를 실시하여 예측 데 

이터와 실적 데이터가 일정 수준 이상의 괴 

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생산계획 및 발 

주량의 변경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기능 제 

공도 필요하다.

4.2 e-Marke떠ace형 SCM 포털 모델

이 모델은 e-Marketplace의 주요 기능이 

되는 수요정보와 공급정보를 매칭시키는 

SCM 포털 모델이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 

는 것은 e-Marketplace을 통하여 판매 가능 

한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 

재 운영중인 대다수 e-Marketplace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 e-Marketplace올 통하여 판 

매가 확대되고, 거래량 중가가 가능하고, 경 

쟁력 확보가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e-Marketplace 비즈니스를 위한 중 

요한 문제이다.

SCM〈그림 6> e-Marketplace 형 

포털 모델

이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① 대상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 확보

e-Marketplace 를 통하여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e-Marketplace를 통한 거래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충분히 조사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전기기기 업계에서는 제품의 

부품 조달에서는 품질가격납기에 대한 신뢰 

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동 

일한 부품을 지속적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e-Marketplace를 통한 오픈형(Opened) 
조달이 어렵지만,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 

품을 조달하는 스팟 (Spot) 조달에는 e- 
Marketplace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e-Marketplace에서는 구매자의 입장 

에서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품질이 확보된 규격 

화된 제품 등이 e-Marketplace에 적합할 것 

이다. 그러나, 소위 계열간 거래와 같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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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폐쇄된(Closed) 형태로 거래가 수행되 

어 온 제품 및 서비스는 e-Marketplace과 같 

은 오픈된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업계에서의 거래 관행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e-Marketplace을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단순한 거래 중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기능 제공

e-Marketplace의 중요 기능이 되는 거래 

중개 기능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거 

래 중개가 성사된 후, 견적, 주문, 입출하, 

결제 등의 관한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ED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업무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

e-Marketplace 의 부가 기능에는 거래 

(Commerce)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Community), 컨텐츠(Con tents), 협업 

(Collabo-ration)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e-Marketplace 을 통하여 

구매자가 제품 구매를 위한 공급자 선정에 

서부터 납품 및 결제까지의 전 과정을 인 

터넷으로 완결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적 서 

비스 제공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적 서비 

스에는 제품의 배송 등을 지원하는 물류지 

원기능, 전자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지불지원기능,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및 

시스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인증 

지원기능, 기업 손해 • 손실 등에 대한 보험 

서비스 및 기업의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는 

보험 및 기업평가기능 등이 있다[3,6].

4.3 협업 SCM 포털 모델

협업 SCM 포털 모델은 산업단지, 공단 

과 같이 특정 지역에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SCM 포털을 통하여 정보 공유함 

으로써 경영 효율을 증가시키는 모델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생산하는 제품의 수 

량도 한정되기 때문에, 물류의 경우만 보아 

도 대기업에 비교하면 고비용의 물류 비용 

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 

업들을 하나의 기업군(企業群)으로 형성함 

으로써, 효율화를 추구하는 모델이다*

협업 SCM 포털 모델의 성공을 위한 여 

건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협업 SCM 포털 모델

3)협업 SCM 포털 모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CM 인프라를 공 

동 구축 및 활용하여 결집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 하는 개념으로, 현재 산업자원부가 2000년부 

터 추진하고 있는 업종별 전자상거래 구축 사업 

인 중소기업형 산업부분 B2B 구축 지원사업 [9] 
과 남동산업단지, 반월 • 시화산업단지, 광주권산 

업단지, 부산권산업단지,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구미산업단지 등과 같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의 전자상거래 지 

원을 위한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사업[9,25]이 협 

업 SCM 포털의 구체적인 구현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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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실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제공

판매 중심형 사용자측면에서는 이 협업 

SCM 포털을 활용하면, 대체로（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상정된 기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조달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제품 및 서비스정보가 충실하 

게 완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및 

서비스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기업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 및 서비스정보가 정 

확하고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품 및 서비스정보를 충실하게 확보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자와 유통업자를 협업 SCM 포털에 참가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협업 SCM 포 

털에서는 다수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확보하고 제품 및 서비스정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은 협 

업 SCM 포털 서비스 개시 초기에 더욱 중 

요하지만, 일단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제조 

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 모두가 자연적으 

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업계단체 및 산업집적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업계 및 

지역에 특화된 협업 SCM 포털 구축이 가 

능하므로, 다른 협업 SCM 포털과 제품 및 

서비스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판매업자측면 

에서는 하나의 협업 SCM 포털 서비스를 

활용하면, 다른 협업 SCM 포털의 제품 및 

서비스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② 중소기업이 참가하기 쉬운 구조로 구현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협업 SCM 포털 

에 참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메 

리트는 한정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 

제조• 유통업자가 협업 SCM 포털에 하나 

로 집적（集積）함으로써, 조달기업에게 하나 

의 가상기업 형태로 보이게 하여, 협업 

SCM 포털에 참가하는 중소제조，유통업자 

는 수주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즉, 협업 

SCM 포털은 대기업보다는 한정된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제조• 유통업자들에게 메리 

트가 큰 모델이다.

따라서, 협업 SCM 포털은 중소기업에 

참가하기 쉬운 구조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 

하다. ASP 특성이 되는 저가의 초기도입 비 

용, 도입기간의 단축, 운용의 부담 절감 등 

과 같은 메리트를 충분히 중소기업에게 제 

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로 집적함으 

로써 획득되는 규모의 메리트를 통한 공동 

구매 및 공동배송 둥과 같은 부가 서비스 

제공도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4.4 로지스틱 （Logistics） SCM 포털 모델

로지스틱 SCM 포털 모델은 물류에 관 

한 정보를 공유하는 모델이다. 물류는 전자 

상거래, SCM 둥에서 실물 유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이러한 모델의 

적용예가 중가하고 있다. 특히, 출발할 때에 

는 만차（满車） 이지만, 돌아 올 때에는 공차 

（空車）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공 

차정보를 공유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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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로지스틱 SCM 포털 모델

로지스틱 SCM 포털 모델의 성공을 위 

하여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긴급 화물 배송에 대한 대응

로지스틱 SCM 포털에 참가하는 사용자 

메리트 중의 하나가 긴급 화물 배송에 대한 

대응의 가능 여부이다. 규모의 메리트를 추 

구함으로써, 보다 많은 운송업자가 참가하 

여 공차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화주 

의 측면에서는 로지스틱 SCM 포털을 이용 

하면 아무리 긴급한 화물 배송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부여하여, 화주에게는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운송업자에게는 공차 

율 저하의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공차정보를 충실하게 하게 위해서는 대 

규모 운송업자을 사용자로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운송조합과 제휴하여 

협회에 소속된 운송업자를 사용자로 참가시 

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타 로지스 

틱 SCM 포털과 연계하여 공차정보를 공유 

하는 것도 중요하다

② 공동 3PL 서비스 제공

로지스틱 SCM 포털 서비스로서, 단순히 

물류정보의 흐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제품(화물)의 흐름에 대한 물 

류 서비스(운송, 물류센터 등)을 포함한 

3PL 서비스(Third Party Logistics Service)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많은 물류업자가 3PL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지만, 이들 서비스와 차별화를 위 

해서는 복수의 물류업자와 복수의 화주가 

사용자로 참가하는 공동물류서비스(공동 배 

송, 공동 물류센터 등)과 공동 정보 서비스 

(ASP에 의한 물류업자와 통합한 공차정보 

제공 및 트래킹(Tracking), 재고관리 등의 서 

비스)을 제공하는 공동 3PL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5. M2M Marketplace

글로벌 SCM 이란, 기업의 대상을 특정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의 틀을 초월한 

기업간에서 공급정보 및 수요정보를 공유 

하는 SCM 포털을 구현하는 개념이다. 그리 

고, 이러한 SCM 포털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는 e-Marketplace와 같은 현재의 전자상거 

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글로벌 SCM에 e-Marketplace를 활용하는 

것은 글로벌 SCM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게 초기 투자 비용의 절감 및 중립적인 인 

프라 제공을 통하여 특정 대기업에 종속되 

지 않은 정보 환경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로벌 SCM의 인프라를 별도로 구 

축하는 것보다 글로벌 SCM과 e-Marketplace 
가 추구하는 정보 공유의 개념을 상호 활 

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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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rketplace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주 

요 비즈니스 모델로서 1999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많 

은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초기의 e- 
Marketplace는 산업 업종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철강, 화학 둥과 수직형 

(Wrtical) e-Marketplace으로 구축되었고, 최 

근에는 기업의 소모성 자제품(MRO)과 같 

이 업계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을 취 

급하는 수평 형 (Horizontal) e-Marketplace 의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e-Marketplace는 

구축• 운영하는 기업의 각자 독자적인 방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e-Marketplace 
간의 연계 및 공유를 지향하는 e- 
Marketplace은 거의 없다.

글로벌 SCM의 추진 목적이 규모의 메리 

트를 주구하고 있으므로, e-Marketplace간의 

정보 공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e- 
Marketplace간의 연계 및 공유를 지원하고 

상호운영성 (Interoperability) 확보가 향후 e- 
Marketplace에서의 주요 기능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e-Marketplace간의 상호운영 

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M2M(Market to 
Market)이라고 한다[8,24].

M2M Marketplace가 필요한 이유는 e- 
Marketplace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자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다수의 e- 
Marketplace에 중복하여 참여할 경우가 발 

생한다. 이 경우, e-Marketplace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복 참여에 따른 중복 참여 비용 

발생 및 e-Marketplace 참여에 대한 거부감 

둥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진다.

e-Marketplace에 참여를 회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e-Marketplace에 참여하 

는 것으로, 타 e-Marketplace의 정보를 공동 

활용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되면,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되어 글로벌 SCM 및 

e-Marketplace가 추구하는 규모의 메리트 효 

과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Marketplace 의 운영업자의 측면에서도, 

e-Marketplace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자 기 

업들에게 보다 많고 양질의 정보(Contents)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 e- 
Marketplace와 제휴를 통한 정보 교환 및 

공유체제를 구축함으로서, 보다 많고 양질 

의 정보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러 

한 e-Marketplace간의 정보 공유를 시스템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M2M 기능 구현이 글 

로벌 SCM 모델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

6.결  론

SCM은 기업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경 

영환경 개선 및 효율화를 추진하는 개념으 

로 기업의 주요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의 발달 및 전자상거래 

개념의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글로벌 

화됨에 따라, 기업 내부 프로세스 혁신뿐만 

아니라, 공급 체인상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 

로 한 글로벌 SCM 구현이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의 

SCM 구현을 위하여 기업간 정보 교환 및 

공유 환경을 도입한 글로벌 SCM의 개념을 

정의하고, 글로벌 SCM을 구현하는 방안으 

로 현재의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활용한 

SCM 포털 구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SCM 포털을 활용한 글로벌 SCM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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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으로, 수요예측 정보를 공유하는 수요 

예측 SCM 포털 모델, 전자상거래상의 수요 

정보와 공급정보를 공유하는 e-Marketplace 
형 SCM 포털 모델, 산업단지, 공단과 같이 

특정 지역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업 SCM 포털 모델, 물류정보 공유를 위 

한 로지스틱 SCM 포털 모델의 4가지 SCM 
포털 모델을 정의하고, 각 SCM 포털 모델의 

성공 요인 및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SCM 포털의 주요 개념이 특정 기업에 

한정하기 알고, 기업간에서 공급 체인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SCM 포털 

구현에 전자상거래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e-Marketplace 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현재의 e-Marketplace의 주요 가능이 공 

급정보와 수요정보의 중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공급 체인상의 프로세스 정보 

공유 및 부가 기능 및 ASP 서비스 제공 등 

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대부분 

의 e-Marketplace 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M2M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에서, 글로벌 SCM 모델의 성공 

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SCM은 공급 체상의 정보를 집 

적으로 상호 교환 및 공유를 통하여, 공급 

체인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많은 정보와 많 

은 기업의 참가하여 규모의 메리트를 구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 체인에서 공급자 

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독자적인 SCM 환경 구현이 어려워, 적극적 

인 SCM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글로벌 SCM에서는 중소기업이 쉽 

게 참여 가능한 구조로 구현할 필요가 잇다. 

이러한 배경으로 전자상거래의 공통 인프라 

가 되는 e-Marketplace를 글로벌 SCM 구현 

을 위한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e- 
Marketplace의 기능 다양화로 SCM 포털을 

구현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기업에서는 

SCM 포털에 참가함으로서, 현재 기업의 경 

영환경이 요구하는 전자상거래와 SCM 의 

환경을 동시에 구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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