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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ply chain management is a practical vision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in the global 
competitive environments. In these environments, the linkage of business processes between enterprises 
which compose a supply chain should be constructed. In this study, we designed and developed supply 
chain management tools to provide collaborations between enterprises. The developed tools are 
designed to act as a coordinator for the suppliers and consumers in the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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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글로벌 경영의 영향으로, 전세계를 대상 

으로 기업 활동이 영위되므로, 기업 환경이 

기존의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공급 체인간 

의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6,7]. 즉, 기업 활동이 독자적으로 수 

행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기업 활동은 

원자재/부품 조달, 가공/조립 생산, 유통 및 

판매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 상호 의존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공급 체인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9,10,12].
이렇게 급변하는 기업 환경 하에서, 공 

급 체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정을 수행하지 

못하면,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요구 

사항과 납기/품질 및 원가 요건 둥을 만족 

시킬 수 없게 되며, 공급 체인은 물론 공급 

체인을 구성하는 각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 

하게 된다 [1,2,13].
공급 체인 관리 (SCM: Supply Chain 

Management)는 단일 기업 중심의 생산 및 

재고 관리 개념을 초월하여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 부품의 조달 과정과 판매 및 유통 

과정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공 

급 체인을 구성하는 구성원간의 상호 협조 

를 통해 공급 체인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 

여 창출된 이익을 구성원간에 분배하는 개 

념의 접근 방법이다 [19,20],
공급 체인 관리의 목표는 고객 서비스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 

이다 [15,16,17]. 공급 체인 상의 비용은 체 

인을 따라 보유하게 되는 완제품 및 재공 

재고 때문에 발생하며, 이러한 공급 체인 

비효율의 주된 원인은 공급 체인 파트너간 

의 약한 유대 즉 업무 프로세스 단절에 있 

다 [3,6,7].
이러한 공급 체인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업무 프로세스 간의 단절을 개선하기 위하 

여, 협업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공급 체인 

협업은 공급 체인 관리의 범위를 모든 관련 

된 비즈니스 파트너가 포함되도록 확장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성원간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18],
이러한 협업 활동의 결과는 공급 체인 

전반에 대하여 낮아진 재고 수준, 높아진 

재고 리턴, 증가된 현금 흐름과 재고로 사 

장되는 자본 투자의 감소로 나타나며 이와 

동시에 각각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각자의 

이익과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 

다.

이렇게 협업 활동은 체인 안에서 이전에 

는 구분되었던 조달 기업, 생산 기업 등과 

같은 구분된 장벽을 제거하며, 협업 내에 

공급 체인 파트너가 구별되는 개체로 인식 

되기는 하지만, 상호간의 실제적인 혜택을 

나눔으로써 각각의 기업이 협업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기술을 통하여 각 기업은 

각자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매우 낮은 비용 

으로 확장성있고 동적 인 협 업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즉, 인터넷 환경하의 협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급 체인상의 각 기업 

이 제품 설 계 에 서 주문 실행에 이 르는 협 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기반의 공급 체인 협업은 기업으로 

하여금 공급 체인 파트너와의 수요 예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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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송 계획까지 관계되는 모든 물류와 정 

보에 관한 활동을 협업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급 

체인을 구성하는 기업 간의 협업을 위하여, 

공급 체인을 주문 협업, 수요 협업, 공급 협 

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협업 도구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개발된 협업 도구는 

주문 모듈, 수요 모듈, 공급 모듈로 구성되 

며, 공급 체인을 구성하는 공급 체인 파트 

너로 하여금 공급 체인상의 필요 정보 및 

프로세스를 상호 조회, 공유, 동기화 하도록 

한 것으로 공급 체인 파트너간의 상호 협력 

과 관련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 

공하므로써 공급 체인 전체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급 체인 협업 도구

공급 체인에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 

자가 유기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물류와 정보의 흐름 

을 유기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하며, 이러한 문제를 협업을 통하여 해결하 

는 방법이 바로 공급 체인 협업이다.

모든 기업이 공급자와 소비자로 구성되 

는 하나 이상의 공급 체인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 

키면서 파트너 간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 

협업 도구는 웹 기술과 같이 파트너가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협업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공급 체인 파트너 간에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며 또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전적인 정보 교환 방 

법은 전화, 팩스 등이 있으며 전자 메일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기업 간의 

프로세스를 정형화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하 

기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웹 기술은 저비용으로 공급 체인 상의 

파트너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업간 협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즉, 웹 브라우저를 사용 

하므로써,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대화식의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지며 자유로운 형태의 

정보 교환이 기업 간에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공급 체인 협업 도구는 

웹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되 었으며, 이를 통 

하여 각 기업은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확장적 

이고 동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공급 체인 파 

트너간에 구성할 수 있다. 즉, 공급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사용자 프로그램 

이 없이도,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생산자 

의 생산 계획을 함께 공유하므로써, 공급 

체인 파트너간의 협업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의 협업 프로세스는 [ 그림 

1]과 같이, 기업의 기본 생산 계획에서 수 

요와 공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수요자 및 공급자와의 협업 

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협업 도구의 아키텍처 

를 나타낸 것으로, 수요 협업 모듈, 공급 

협업 모듈, 주문 협업 모듈로 구성된다. 

제안 아키텍처에서의 운영 시나리오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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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Jia 수 hk。

[그림 1] 공급 체인 협업 모듈 구조도

1. 영업 담당자가 수요 모듈을 이용하여 

예상 수요를 입력한다.

2. 생산계획 담당자가 예상 수요를 바탕으 

로 기본 생산계획을 생성하고 공급자와 

공유한다.

3. 공급업체는 공급 모듈을 이용하여 해당 

부품의 납품량과 납기를 확인한다

4. 납기 지연 등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생산계획 및 영업 담당자와 협업을 통 

하여 공급 모듈을 이용하여 계획을 수 

정한다.

5. 수정된 계획을 수요자가 주문 모듈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공유한다.

6. 수요자는 주문 모듈을 이용하여 실제 

주문을 입력한다.

7. 소비자의 주문을 기한 내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되는 공정이나 부품 

에 대해 생산 계획 담당자 및 공급자와 

협업을 통하여 계획을 수정한다.

8. 수정된 계획을 실행 계획에 반영한다.

협업 프로세스를 통하여 생산 기업, 수 

요 기업, 공급 기업간에 협업을 통한 합의 

에 의해 보다 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높은 계 

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협 업 

모듈을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하면, 일반적 

인 형태의 공급 체인을 [그림 2｝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그림기 협업 모듈 기반의 공급체인 모형도

3. 시스템 설계

협업 중심의 공급 체인 관리 도구를 개발하 

기 위하여,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 방법의 

OMG (Object Management Group) 표준인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이용하였 

다 UML 은 업무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컴포넌트 모델링, 객체 모델링과 같은 기존 

의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결합한 통합 모델 

링 언어로써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시스템의 

시각화, 상세화, 구축 및 문서화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 언어이다 [8,11].
본 시스템 설계에서는 공급 체인 협업 

모듈 구현을 위하여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 

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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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Use Case 
Diagram)은 시스템의 외부적 환경을 표현한 

것으로 시스템, 시스템 사용자, 외부 시스템 

이 포함되어 시스템의 대략적인 진행과정과 

흐름을 나타낸다.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은 유스 케이스와 액터로 구성되는데, 유스 

케이스는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나타낸 것 

으로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이벤트를 기술한 것이며, 액터는 시 

스템과 관계되는 시스템 사용자 혹은 외부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림 3］은 공급 체인 

협업 도구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나타 

낸 것으로 액터로 공급자, 수요자, 판매 담 

당자, 생산계획자를 정의하였으며 관련 이 

벤트를 기술하였다.

［그림 3］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2)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 래스 다이 어그 램(Class Diagram)은 객 체 

지향 모델의 기본이 되는 클래스를 정의하 

고 이들 간의 연관성, 상속성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스템에 존재하는 객체의 타입과 

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공급 체인 

협업 도구의 모듈별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다:

2-1) 주문 협업 모듈

［그림 4］는 주문 협업 모듈의 클래스 다 

이어그램으로, 주문 협업 모듈에서는 수요 

자가 주문을 입력하며, 향후에 자신이 입력 

한 주문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조회할 수 

있다. 주문 협업 모듈의 주요 클래스는 다 

음과 같다:

- Customer: 주문을 수행하는 고객을 정의하 

는 클래스

- Order: 고객 의 주문을 기 술하는 클 래스

- Orderitem: 주문을 구성 하는 아이 템을 나타

내는 클래스

- ItemMaster: 아이템 기준정보 관리자를 정 

의하는 클래스

- OrderManager: 주문 관리자를 정의하는 클 

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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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요 협업 모듈

［그림 5］는 수요 협업 모듈의 클래스 다 

이어그램으로 판매, 마케팅, 생산 그리고 기 

타 소스로 부터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취합 

하여 협업을 통하여 수요 계획을 생성한다. 

이러한 수요 협업 모듈은 수요의 변화에 대 

하여 공급 체인 파트너가 참가하는 협업을 

추구하므로써 유연한 계획을 제공한다. 수 

요 협업 모듈의 주요 클래스는 다음과 같 

다

- Forecast: 각 아이템별 수요 정보를 취합하 

여 생성된 수요 계획 클래스

- ForecastRecord: 아이템별 고객별 수요 계 

획 클래스

- Forecastitem: 수요 계획 아이템 클래스

- Customer: 수요자를 정의하는 클래스

- DemandManager: 수요 계획자를 정의하는 

클래스

수립할 때 공급자와의 협의를 위한 협업 환 

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급 협업 모듈에 

서는 공급자가 생산 계획자의 공급 주문에 

대한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생산 실행에 따라서 공급 계획을 수정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 협업 모듈의 

주요 클래스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클래스 다이어그램-공급협업모듈

FomcastRecord

— ...... ....... .

I jtemMMter

史하싼쁘서L

Forecistftem

十滿w] 

仕흐 m watom 헨 j

［그림 5］ 클래스 다이어그램-수요협업 모듈

- SupplySchedule: 공급 스케줄을 정의하는 

클래스

- SupplyRecord: 아이템별 공급자별 공급 계 

계획 클래스

- Supplyltem: 공급 계 획 아이 템 클 래스

- Supplier: 공급자를 정의하는 클래스

- SupplyScheduleManager: 공급 계획 관리자 

를 정의하는 클래스

- SupplyScheduleGenerator: 공급 계획을 생성 

하기 위한 엔진 클래스

2-3) 공급 협업 모듈

［그림 6］은 공급 협업 모듈에 대한 다이 

어그램으로, 공급 협업 모듈은 공급 계획을

4.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급 체인 협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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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은 자바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웹 환 

경에서 운용되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기은 개발된 주문 협업 모듈의 화 

면이다. 주문 협업 모듈의 주 사용자는 수 

요자의 주문 담당자와 생산자의 판매 담당 

자이다. 주문 협업에서는 고객이 새로운 

주문을 입력하고, 입력된 주문의 상태를 비 

롯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발 

된 주문 협업 모듈은 ［그림 기과 같이 제품 

의 새로운 입력하기 위한 Order Entry 세부 

모듈, 주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Order 
Status 세부 모듈로 구성된다. 

는 Planning Sheet 세부 모듈, 판매 관련 상 

세 정보를 표시하는 Sales Detail 세부 모듈, 

협업 수요자로부터 정보를 입력 받아서 수 

요 정보를 예즉하는 Forecast Detail 세부 모 

듈, 그리고 완료되지 못한 고객의 수요를 

나타내고 해당 미완료에 대한 원인을 파악 

하도록 하는 Backlog Detail 세부 모듈, 부품 

별로 수요 및 공급 관련 상세 스케줄을 표 

시하는 Master Schedule Detail 세부 모듈, 그 

리고 고객 주문에 대하여 파트 배송 등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부품에 관한 공급 스케줄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Gating Part 세부 모 

듈로 구성된다.

［그림 7］ 개발 화면 □ 주문 협업 모듈

［그림 8］ 개발 화면 ［］ 수요 협업 모듈

［그림 8］은 수요 협업 모듈의 화면으로, 

수요 협업 모듈의 주 사용자는 생산자의 생 

산 계획 담당자이다. 수요 협업 모듈에서 

는, 생산 계획자가 생산 계획을 관리하고, 

원자재, 부품 및 반제품에 대한 공급 스케 

줄을 생성하고 확인하며, 생산 계획 및 공 

급 스케줄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공급자 

및 수요자와 협업한다. 개발된 수요 협업 

모듈은 스케줄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하

［그림 9］는 공급 협업 모듈의 화면으로, 

공급 협업 모듈의 주 사용자는 공급자의 판 

매담당자와 생산자의 생산계획 담당자이다.

공급 협업 모듈은 생산 계획자가 생성 

한 공급 스케줄을 공급자가 확인하는 모듈 

로, 새로운 공급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공 

급 계획이 즉각적으로 공급자에게 통보된다. 

개발된 공급 협업 모듈은 공급되는 부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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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를 수록하고 파트의 부족을 표시 

하며, 공급 주문을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Part Summary 세부 모듈, 공 

급 스케줄의 상세 내역을 표시하고 대안을 

제시 하는 Part Detail 세부 모듈, 그리 고 공급 

주문에 대하여 공급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 

지, 혹은 이전의 공급 결정을 수정할 것인 

지를 결정하므로써 새로운 배송 주문을 생 

성 하는 Part Action 세부 모듈로 구성 된 다.

[그림 9] 개발 화면 !] 공급 협업 모듈

5. 결론

공급 체인 협업은 공급 체인 내의 관련 

된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가 인터넷/웹을 통 

하여 파트너간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급 체인을 구 

성하는 공급자, 생산자, 수요자는 협업을 통 

하여 전체 공급 체인의 비용을 감소시키면 

서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 

한 협업 활동의 결과로 공급 체인 전체에 

대하여 재고 수준의 저흐卜, 재고 리턴의 증 

대, 현금 흐름의 증대와 재고로 사장되는 

자본 투자의 감소가 달성된다. 공급 체인 

전체의 이익을 체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비 

즈니스 파트너가 정보를 공유하므로써 공급 

체인 전체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각자의 경 

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환경 하에서 공급 

체인올 구성하는 기업 간의 협업을 위하여, 

공급 체인을 주문 협업, 수요 협업, 공급 협 

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협업 

모듈을 기반으로, 각 모듈에 대한 협업 도 

구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개발된 도구는 

공급 채인 파트너로 하여금 공급 체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협업적으로 조회, 공유, 동기 

화 하도록 한 것으로 공급 체인 파트너간의 

상호 협력과 관련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므로써 공급 체인 전체의 경 

쟁력과 함께 각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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