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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로제타넷의 글로벌 표준으로 제시된 구매 프로세스를 국내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적합한 참조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외에서 구매 프로세스에 적용된 로제타 

넷 구현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로제타넷의 적용을 위해서 국내 제조업체의 구매 프로세스를 분석하 

고 pip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구매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으며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PIP 

문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ference model suitable for domestic situations, analyzing whether 
purchase processes suggested by RosettaNet can be applied to domestic industry. First of all, 
implementation cases applied to purchase processes in the world are investigated. Second, purchase 
processes of a domestic manufacturer are analyzed for the RosettaNet standard application, and the 
processes are compared with PIP. Finally, new purchase processes and corresponding PIP documents 
which reflect domestic situations are proposed.

키워드 : 로제타넷, 프로세스, 구매, 국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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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로제타넷은 1998년 6월, 40여개 IT 회사들 

에 의해 설립되어, 1999년 중반 전자부품 회 

사들 그리고 2000년 10월 반도체 제조 회사들 

의 참여로 확대되어 왔다. 로제타넷은 미주,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로제타넷 표준을 이용하여 B2B 전자상 

거래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은 인 

텔, 소니, 모토로라, HP, 노키아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실트론, 삼보컴퓨터 

등이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로제타넷이 전 

자 업종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로제타넷을 국내 업체에 적용할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국내 업체들 

의 업무 프로세스와 로제타넷이 제시한 업무 

프로세스 간에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업체간 

거래시 사용되는 문서와 문서 내에 포함되는 

정보들의 차이점도 있다. 또한, 국내 업체간의 

거래와 국내 업체와 국외 업체와의 거래시의 

프로세스와 문서의 차이점 등도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로제타넷을 그대로 적용하 

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내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로제 

타넷을 쉽고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을 반영한 프로세스와 문서가 필요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표준화된 프로세 

스，거래시 사용되는 공통된 포맷의 문서, 공 

통으로 사용되는 문서 내의 엘리먼트 그리고 

각 엘리먼트의 한글화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업무 프로세 

스와 로제타넷이 제시한 업무 프로세스와의 

차이점, 업체간 거래시 사용되는 문서와 문서 

내에 들어가는 정보들의 차이점 등을 파악하 

여 국내 실정을 반영한 프로세스와 문서를 작 

성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 

성된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로제타넷의 

활동과 국내외 B2B 구매 업무의 구현사례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조업체의 구매 및 수 

요예측 영 역의 프로세스 분석하고 분석한 프 

로세스에 PIP을 매핑하였다. 4장에서는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PIP문서 작성에 대해 

기술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연구과제에 

대해서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로제타넷의 구현 활동

로제타넷에서는 현재 파운데 이셔널 프로그 

램과 마일스톤 프로그램 두 분야에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파운데 이셔널 프로그램은 

표준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마일스톤 프로그 

램은 표준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는 사 

업 이다 [4,6,7]. 여기서는 구현 사례를 중심으 

로 소개하므로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집중적 

으로 조사하였다.

마일스톤 프로그램은 핵심적 인 공급망 과 

제를 해결하고, 하이 테크놀러지와 솔루션 공 

급자 그룹의 선결과제를 정립시켜주며, 로제 

타넷 PIP의 신속한 개발, 적용, 생산을 위해 

산업계 주도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프로 

그램이다.

로제타넷에서는〈표 1〉과 같이 2002년에 9 

개, 2003년에 13개의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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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로제타넷의 마일스톤 프로그램 [7]

Milestone Program Board Sponsor IT EC SM Milestone

C
o
m

p
le

te

Order Management (SM) Motorola s 06.2002

Mfg Work in Process (2) TSMC s 09.2002

Forecasted Inventory Mgmt JSP & NEC s 10.2002

Mfg Work Order TSMC s 10.2002

Order Mgmt In Japan Ext Sony S 12.2002

Design Engineering Info Sony S 12.2002

Ship from Stock (2) Arrow S 12.2002

Collaborative Forecasting (2) ST & TI S 03.2002

Ship Notice Amkor s 05.2002

A
c
ti

v
e

Global Billing Intel X s 12.2003*

Warranty HP S 09.2003*

Direct Ship / 3PL Intel s 12.2003*

Design Win (2) Motorola s 12.2003

Product Catalog Info Intel S 12.2003

OMJ Advanced Sony s 12.2003

Material Composition Nokia X s X 03.2003

Sales Reporting Intel s X 12.2004*

Payment Intel & Nokia X s X 12.2004

P
ro

p
o
s
 J eCostoms Declaration Intel s 03.2004

Third Party Maintenance Cisco s 03.2004

Price & Availability Arrow s s 06.2004

RosettaNet Appliance Enablement Intel s s 06.2004

행하고 있다.〈표 1〉은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 

행 중인 마일스톤 프로그램들을 나타내고 있 

다. 2002년에 9개의 마일스톤 프로그램 이 완 

료되었으며, 2003년에는 7개, 2004년에 6개의 

마일스톤 프로그램 이 완료될 것 이다. 이 프로 

그램들은 로제타넷에서 고려하고 있는 7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영역（구매, 마케팅, 수요 

예측, 설계, 제조, 물류, 지불）에 해당하는 프 

로그램이다 （〈그림 1> 참조）.

2002년 마일스톤 프로그램은 기존의 비즈 

니스 프로세스 시나리오의 구현을 확장 시키 

고 하이테크 공급망에 이 익을 주는 표준을 취 

합하여 새롭게 표준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개발키로 하는 데에 목적 이 있다. 2002년 

마일스톤 프로그램은 공급망 외의 다양한 파 

트너와의 연결이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나리오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2。。2년 마 

일스톤 프로그램 중에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 

세스 시나리오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 

다. 소니가 주도하는 Design Engineering 

Information Program과 인텔이 주도하는 

Product Catalogue Information Program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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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로세스 영역별 마일스톤 프로그램 [7]

매자와 판매자간의 제품 디자인과 카탈로그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 정보 교환의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되고 있다. 

Amkor Technology가 주도하는 Ship Notice 

Program과 인텔이 주도하는 Global Billing 

Program의 운송과 지불은 오더 프로세스 전 

단계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 이다.

J$R과 NEC에 의해 주도되는 Forecasted 

Inventory Management Program은 공급망 내 

의 가시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재고상황을 

알려주는 운용시간을 절감시켜줄 뿐만 아니 

라, 더욱 정확한 수요 신호를 가능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텔이 주도하는 Direct 

Ship 3/PL Program은 운송과 물류 PIP에 초 

점을 맞춘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컴팩이 주도하는 

Warranty Program은 로제타넷의 e-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1년에 성공적으로 구축한 마일스톤 프 

로그램의 다음 단계를 구축하고 구축된 프레 

임 워크 안으로 더 많은 거래 파트너를 연결 

하려고 하는 마일스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 

다 모토로라 반도체 생산 부문에서 주도하는 

Semiconductor M 과 nufaetufing Order 

Management Program*  소니가 주도하는 Order 

Management in Japan Extended Program

[5],  TSMC (Taiwan SemhxmduHo 호 

Manufacturing Corporathm) 가 주도하는 

Manufacturing WIP and Manufacturing Work 

Order Program, 모토로라 반도체 생산 부문 

에서 주도하는 Design Win Program, Arrow 

E花ethnics에서 주도하는 Ship F호om Stock 

PK)gmm등이 2001 년에 이어 2002년에도 이어 

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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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적용사례

고卜 제 명 참여 사 업무 범위 사용 PIP

삼성전자〈-〉소니 사례 삼성전자, 소니 구매 3A4

삼성전자〈-〉인텔 사례 삼성전자, 인텔 shipment 3B2

삼성전자〈-〉시스코 사례 삼성전자, 시스코 시스템 제품정보 구매, shipmait 2A12, 3B2, 3A6

삼성전자〈-〉nec 사례 삼성전자, NEC 수요예측 4A4, 4A5

삼성전자〈-〉노키아 사례 삼성전자, 노키아 수요예측, shipment 4A1, 4A4 4A5 3B2 4B2. 4C1

LG 실트론〈-〉삼성전자 

사례

삼성전자, LG실트론, 내 
셔널 세미콘덕터, 스마트 

전자, 히다찌 하이텍
수요예측, 구매

3A1, 3A4, 3A7, 3A8, 3BZ 

3C3, 3C4, 3C6, 4A4, 

4A5, 4B2

삼보컴퓨터〈-〉인텔 삼보컴퓨터, 인텔 구매 3A4, 3A7, 3A8

LG 전자〈-〉IBM LG전자, IBM 수요예측, 재고 4개의 PIP 사용

2.2 국내 구현 사례

로제타넷 표준을 도입한 국내 사례로는 현 

재까지 8개의 사례가 있다. 각 사례에 참여한 

업체와 적용한 업무범위 그리고 사용한 PIP 

들은〈표 2〉와 같다. 여기서 구현된 업무는 주 

로 구매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요예측. 

shipment, 재고 등의 업무는 구매에 필요한 연 

계 업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 

전자와 LG실트론 적용사례가 있다.

삼성전자와 인텔간에 진행된 ASN 

(Advance Ship Notice) 관련 PIP 적용 과정 

과 결과 및 이후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삼성전자의 업무흐름은 구매주 

문은 거래선의 미국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지점으로 송부되지만, 물건은 한국에서 

곧바로 제3자 제조업체에 배송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 운송자 

와 접수자가 모두 다른 복잡한 형태의 비즈니 

스였기 때문에 구매자는 물건배송에 관한 정 

보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 

라서 그 다음 단계로 물건의 입고처리 및 지 

불의 처리과정에서 혼선을 겪을 수 있는 상황 

이었다. 특히 구매자는 제품의 선적 정보뿐 

만 아니라 구매주문 번호와 수량, 컨테이너 

번호와 수량, 무게, Lot 번호와 수량 등 배송 

되는 물건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기를 원하였으며 이 모든 정보가 선적된 물 

건이 도착하기 이전에 구매자에게 전달되어 

야 했다. 결국 삼성전자와 고객사는 문제의 

타개를 위해 삼성전자 시스템에서 출하가 될 

때 자동적으로 XML 파일을 생성하여 고객 

사의 시스템에 보내주는 방식 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대 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 

서 상호 협의 하에 로제타넷의 PIP 3B2(실선 

적 통지)를 통해 출하관련 정보를 실시간으 

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PIP 3B2를 구현 결과 

현재 삼성전자에서 고객사로 나가는 모든 물 

건을 영 업사원이 SAP R3를 통해 출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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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결국 삼성전자의 영업사원은 더 이상 

선적정보 및 기타 거래선 요구정보를 일일이 

조회하여 고객사에 이메일로 통보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업무능률의 향상 및 데 

이터의 정확성을 꾀할 수 있었다. 또한 고객 

사는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각자 

의 이메일이 아닌 자신들이 활용하는 내부 시 

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자동으로 업데 이트 시 

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LG실트론이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3]. 

LG실트론은 지금까지 고객을 위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 CRM, 웹 기반의 정보제공, 품질 

정보 온라인 견적 등 여러 가지를 시도 하였 

지만 업무개선에 따른 효과나 고객과의 관계 

형성 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실시간 협업을 통 

하여 고객에서 실시간으로 최고의 정보 제공 

과 구매, 판매 업무절차 혁신(BPR)으로 업무 

프로세스 효율증대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하 

여 로제타넷을 도입하게 되었다.

PIP을 업무에 적용해서 얻은 효과는 다음 

과 같다. 수작업에 의한 자료입력을 시스템 

대 시스템 구성을 이용한 자동화로 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이 

메 일을 이용하여 요청 받은 자료는 담당자의 

처리시간을 필요로 하는 온/오프 라인 작업 

을 병행했었는데 이를 EAI 개념의 시스템 통 

합 환경 구성으로 자동화/실시간 처리가능 

하게 할 수 있고 담당자가 요청 받은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자료 공개여부를 확인하 

고 고객에 게 통보해주던 것을 고객 이 시스템 

을 통하여 원하는 자료를 요청하고 그 내용은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지고 결과는 

실시간으로 웹 유저인터페 이스를 이용하여 

고객 이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고객 이 

전송한 수요예측(Forecast), 구매주문 

(Purchase Order)자료는 담당자 개인 PC에 

있는 파일 형식으로 남아있었으며 통계/이력 

관리가 불가능하였는데 데 이터베 이스를 이용 

하여 고객의 요청에 대한 변동이력을 분석할 

수 있으며 고객의 성향분석에 응용 할 수 있 

도록 개선되었다. 앞으로 Customer, Supplier, 

Agency, Transporter, Warehouse, Employee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eSales Portal 구축과 

Failure Request/Analysis, Transport, Warehouse 

정보 제공 및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4A, 4B, 

3A, 3B, 3D PIP 시리즈를 적용하여 로제타넷 

을 통한 협업 기능을 확대 적용하여 업무 효 

율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3. 업무 프로세스 모델링 

및 분석

로제타넷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마케 

팅, 수요예측, 설계, 제조 구매, 지불, 물류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는 구매, 수요예측 영역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국내 제조업체의 구매, 수요예측 영역 프로세 

스를 분석하여 구매영역 프로세스로 작성하 

였다. 수요예측 부분은 구매영 역 프로세스에 

포함하였다.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서 우선 국내 업체들의 구매, 수요예측 업무 

프로세스들을 분석하였다. 각 업체마다 프로 

세스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표 

준화된 프로세스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에 제조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 연구[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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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하여 각 업체의 프로세 

스와 로제타넷에서 제시한 업무 프로세스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을 추가 및 수정하여 프 

로세스를 작성하였다. 작성한 프로세스는 국 

내 기업（LG전자, 삼성전자, 대우 일렉트로닉 

스 이트로닉스 삼보컴퓨터）의 구매 업무 담 

당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검토를 하였다.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구매 프로세스 

참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프로세스 참조 모델 선정

② 국내 업체 구매 업무 프로세스 비교분석

③ 로제타넷 구매 업무 프로세스 비교분석

④ 구매 프로세스 참조 모델 작성

⑤ 워킹그룹 검토

작성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프로세스는 서브 

프로세스들로 구성되고, 서브프로세스는 액 

티비티들로 구성된다. 또한 액티비티는 최소 

단위의 정보나 문서를 처리하는 태스크들로 

구성된다. 또한 업무프로세스의 연계절차를 

표현하기 위하여 각각의 프로세스 서브프로 

세스 액티비티, 태스크에 대한 흐름도를 작성 

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프로세스에 로제타넷 

PIP을 매핑 하였다. 또한 업무프로세스의 연 

계절차를 표현하기 위하여 각각의 프로세스 

서브프로세스 액티비티, 태스크에 대한 흐름 

도를 제 시하였다.

프로세스 분석에 이용된 기호들은〈그림 2> 
에 정의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프로세 

스와 외부 업체와의 연결된 태스크들을 중심 

으로 기술하였다.

3.1 구매관리 프로세스

구매관리 프로세스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활동들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로 거래처관리, 견적계약관리, 구매요청관리, 

발주관리, 납품관리, 대금지급 6개 서브 프로 

세스로 구분하였다[2]. 구매관리 프로세스의 

업무 흐름은〈그림 3〉와 같다. 구매 관리 프로 

세스는 거래처로부터 기준정보를 참고로 거 

래처의 정보와 실적을 관리한다. 거래처에서 

보낸 견적서와 거래처 정보 실적 정보 그리 

고 생산계획과 자재 기준 정보를 참고로 견적 

계약을 관리한다. 계약 정보와 합의 일정 정 

보는 다시 거래처 관리의 데이터로 활용된다.

〈그림 2> 흐름도의 기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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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매관리 프로세스[2]

계약 정보와 합의 일정정보 그리고 자재 명 

세 정보 품목소요 정보를 참고로 구매요청관 

리를 한다. 이 때 고객관리 프로세스의 서비 

스 자재 정보와 품목소요 정보도 참고하여 관 

리활동을 한다. 재고 현황과 계약 정보 합의 

일정 정보 그리고 구매 요청서를 토대로 발 

주관리를 하고 자재 품질정보와 거래처의 실 

적정보, 그리고 운송업체와 거래처의 납품관 

련 정보를 바탕으로 납품관리를 한다. 이때 

자재 이송정보와 자재 입고 정보 반품정보를 

물류관리 프로세스로 보낸다.

납품관련 정보와 물품수령정보 그리고, 구 

매주문, 발주정보, 구매주문 수정 및 취소정 

보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송장을 참고하 

여 대금 지급을 처리한다. 처리된 지급의 재 

무기록은 재무관리 부서에서 관리한다. 거래 

처 관리를 통해서 거래처는 실적, 평가 정보 

문제점, 개선활동 요구사항 등을 통보를 받는 

다. 견적계약 관리를 통해서 거래처에게 견적 

요청서 선정결과 계약 정보 합의 일정 정보 

등을 보낸다. 또 납품관리를 통해서 파손물품 

처리 정보와 반품 정보 물품수령 정보 등을 

거래처에 보낸다. 또한 대금 지급 업무가 실 

행되면 거래처로 지불내역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한다. 구매관리 프로세스중 외부 업체와 

연결된 태스크가 있는 견적/계 약관리, 발주관 

리, 납품관리, 대금지급 서브프로세스의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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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견적/계약관리 서브 프로세스

견적/계약 관리 서브 프로세스는 수요예측 

과 견적을 관리하는 서브 프로세스이다. 이 

서브 프로세스는 거래처정보 및 실적정보와 

생산관리 프로세스에서 수행된 생산계획에 

따라서 수요예측을 수립하여 거래처에 통보 

하고 견적요청을 처리하며 처리된 견적 요청 

서는 거래처로 보낸다. 수립된 구매계획과 수 

요예측과 견적 요청정보와 거래처 정보 실적 

정보 거래처의 견적서를 처리하고, 선정결과 

를 거래처에 보낸다. 분석된 비용분석 결과와 

선정 결과와 견적 정보 그리고, 거래처 정보 

와 실적정보를 구매요청 관리 서브 프로세스 

로 보낸다. 견적/계약 관리 서브프로세스의 

흐름은〈그림 4〉와 같다. 견적/계약 관리 서 

브 프로세스중 외부업체와 연결된 태스크가 

있는 구매계획 처리, 견적 요청서 처리 액티 

비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매계획처리 액티비티

구매계획처리 액티비티는 구매계획을 수립 

해서 거래처에 통보하고 수립된 구매계획을 

견적요청처리 액티비티로 보내는 액티비티 이 

다.〈그림 5〉은 구매계획처리 액티비티를 구 

성하고 있는 태스크들의 흐름을 나타낸 것 이 

다. 구매계획처리 액티비티의 흐름은〈그림 

4〉와 같다.

생산계획과 재고정보에 따라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4A1（전략수요예측통지）를 이용 거 

래처에 수요예측을 보낸다. 거래처로부터 수 

요예측에 대한 응답을 4A5（수요예측응답）로 

받아서 구매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구매계 

획을 4A2（수요예측통지）, 4A3（임계수요예측 

통지）, 4A4（ 계획수요예측통지）를 이용해서 

거래처에 보낸다. 조정된 구매계획에 대한 거 

래처로부터의 응답을 4A5로 받아서 구매계획 

을 검토/확정하고 확정된 구매계획을 견적요 

청 처리 액티비티로 보낸다.

2） 견적요청서 처리 액티비티

견적요청서 처리 액티비티는 들어온 구매 

계획을 바탕으로 견적 요청서를 생성해서 거 

래처와 견적서 처리 액티비티로 보내는 액티 

비티이다.〈그림 6〉은 견적요청서 처리 액티 

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태스크들의 흐름을 나 

타낸 것이다. 견적 요청서 처리 액티비티는

5 • 枳청

4A1 : 전략수요예측 통지 

4A2 : 수요예측 퉁지 

4A3 : 임계수요예측 통지 

■■ 계횤수요 통지

3A10 : 견척수신확인통보 거래처

H 킌穿리 I 
匸五프了

〈그림 4〉견적/계약관리 서브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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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매계획처리 액티비티

생산관리 프로세스에서 수행된 생산계획과 

구매계획 처리 액티비티에서 생성된 구매계 

획에 따라서 견적 요청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정의된 견적요청 요구사항으로 자재를 명세 

하고 프로파일을 선정한다. 명세 되어진 자재 

와 설정된 프로파일, 그리고 거래처관리 서브 

프로세스로부터 받는 거래처 정보（평가, 등 

급, 한도）와 실적 정보에 의해서 잠재적 거래 

처리를 선정한다. 잠재적으로 선정된 거래처 

의 정보와 명세된 자재 및 설정된 프로파일에 

의하여 견적 요청서를 생성하고 3A1 （견적요 

청）을 이용해서 거래처에 발송한다. 또한 견 

적 요청서는 견적서 처리 액티비티로 보내어 

진다.

3.1.2 발주관리 서브 프로세스

발주관리 서브프로세스는 구매 주문을 발 

주하고 관리하는 서브프로세스로써 견적 계 약 

관리로부터 계약 정보와 합의 일정 정보 구 

매요청관리 액티비티로부터 구매요청서, 물 

류관리 프로세스로부터 재고 현황을 받아 구 

매주문을 처리하고 구매주문을 발주하며 구

〈그림 6> 견적요청서 처리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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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卒문상황전달

3A7
:구매추문개청층보

3A8
■■ 구매주문변경요청

〈그림 7〉발주관리 서브프로세스

매 주문을 모니터하고 문제점을 해결한다. 발 

주관리 서브프로세스의 흐름은〈그림 7〉과 같 

다. 발주관리 서브프로세스중 외부업체와 연 

결된 구매주문발주, 구매주문 모니터 액티비 

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매 주문 발주 액티비티

구매 주문 발주 액티비티는 구매주문을 발 

주하고 관리하는 액티비티이다.〈그림 8〉은 

구매주문 발주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태 

스크들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구매주문발 

주 액티비티는 구매주문 처리 액티비티에서 

생성된 구매주문서를 받아서 거래처로 

3A4（구매주문서）를 발주하고, 거래처에서 

3A4（구매주문확인）을 받고, 구매주문, 발주정 

보를 받아 구매주문 확인회신을 수령하고 처 

리한다. 처리된 구매주문과 발주정보는 구매 

주문 모니터 액티비티와 대금 지급 서브프로 

세스로 보낸다.

2） 구매주문 모니터 액티비티

구매 주문 모니터 액티비티는 구매 주문 처 

리 액티비티로부터 받은 구매 주문 정보와 발 

주정보,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3A6（주문상황

〈그림 8> 견적요청 처리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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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로 구매주문 상태 정보 독촉 및 지연, 

요청 회신 구매 주문, 3A7（구매주문 개정통 

보）, 3A8（구매주문변경요청 ）로 구매주문상 

태를 모니터 한다.〈그림 9〉는 구매주문 모니 

터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태스크들의 흐 

름을 나타낸 것이다. 구매주문 상태를 모니터 

한 후 3A5（주문상황질의）를 통해 구매주문 

상태정보를 거래처에 요청한다. 구매주문 상 

태 모니터 정보에 의하여 독촉 및 지연을 하 

거나, 합의 일정을 수정하거나, 또는 3A8（구 

매주문 변경 요청）을 이용해 구매 주문을 수 

정하거나 3A9（구매주문 취소요청）을 통해 구 

매 주문을 취소한다.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는 

다시 구매주문 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한 데 이 

터로 사용되고 거래처에 보낸다.

3.1.3 납품관리 서브 프로세스

납품관리 서브 프로세스는 거래처와 운송 

업체로부터 납품관련 정보를 받고 생산관리 

로부터 자재 품질정보를 받고, 거래처 관리 

서브 프로세스로부터 실적정보를 받아서 물 

품을 하역하고, 납품검사를 관리하고, 물품수 

령을 처리하며, 물품의 반품을 처리흐!는 서브 

프로세스이다. 품질정보와 납품정보를 거래 

처 관리 서브 프로세스로 보내고, 파손물품 

처리정보와 물품수령 정보를 거래처에 보내 

고, 물품수령 정보를 대금지급 서브 프로세스 

로 보내고, 반품정보와 자재 이송정보 자재입 

고 정보를 물류관리 프로세스로 보낸다. 납품 

관리 서브프로세스의 흐름은〈그림 10〉과 같 

다. 납품관리 서브프로세스중 외부 업체와 연 

결된 물품하역관리, 물품수령처리, 물품반품 

처리 액티비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하역 관리 액티비티

물품하역 관리 액티비티는 물품 납품 시 하 

역을 관리하는 액티비티 이다.〈그림 11〉는 물 

품하역관리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태스 

크들의 흐름을 나타낸 것 이다. 물품하역 관리

〈그림 9> 구매주문 모니터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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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납품관리 서브프로세스

〈그림 11> 물품하역관리 액티비티

액티비티는 거래처와 운송업체로부터 3B2（실 

선적 통지）, 3B3（선적 진행 상황 전달）을 통 

해 납품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서 물품의 하역 

을 처 리하고, 대금 지급 서브 프로세스와 거 

래처관리 서브 프로세스로 납품관련 정보를 

보낸다. 또한 물품 수령처리 액티비티로 납품 

에 관련된 정보와 하역에 관련된 정보를 보낸 

다. 하역이 처리된 후에는 파손검사를 처리한 

다. 파손검사의 결과는 물품수령 처리 액티비 

티로 보내고 납품검사관리 액티비티로 품질 

검사 대상 물품정보를 보낸다. 파손검사 결과 

에 의하여 파손물품을 처리하며, 파손물품 처 

리 정보를 물품반품처리 액티비티와 3C1（제 

품 반송）을 통해 거래처로 보낸다.

2） 물품수령 처리 액티비티

물품수령 처리 액티비티는 검사가 끝난 물 

품을 할당하고, 이송을 관리하는 액티비티이 

다.〈그림 12〉는 물품수령 처리 액티비티를 구 

성하고 있는 태스크들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 

다. 물품수령 처리 액티비티는 납품검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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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로부터 수령물품정보를 받고, 물품 

하역관리 액티비티로부터 납품관련 정보와 

하역정보, 파손검사에 대한 결과를 받아 자재 

수령을 처리하여 대금지급 서브프로세스와 

4B2（화물접수 통지 ）를 이용해서 거래처로 보 

낸다. 그 후 자재를 할당하고 자재 이송처리를 

한다. 자재 이송처리가 끝나면 자재 이송정보 

와 자재 입고 정보를 물류관리 프로세스로 보 

낸다.

3） 물품 반품 처리 액티비티

물품 반품 처리 액티비티는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된 물품을 거래처로 반품하는 액티비 

티이다.〈그림 13〉는 물품 반품 처리 액티비 

티를 구성하고 있는 태스크들의 흐름을 나타 

낸 것이다. 물품 반품 처리 액티비티는 납품 

검사 관리 프로세스로부터 품질검사의 결과 

를 받고, 물품하역처리 액티비티로부터 파손 

물품 처리 정보를 받아서 반품내역을 정리하 

고 반품을 3C1（제품 반송）을 통해 거래처에 

게 통지 한다. 자재를 반송하고 반품정보를 물 

류관리 프로세스로 보낸다.

3.1.4 대금지급 서브 프로세스

대금지급 서브 프로세스는 송장을 처리하 

여 대금을 지급 처리하는 서브 프로세스로서 

거래처로부터 송장을 받고 물품하역관리 서

〈그림 12〉물품수령 처리 액티비티

〈그림 13> 물품 반품 처리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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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프로세스로부터 납품관련 정보를 받는다. 

또한 발주관리 서브 프로세스로부터 구매주 

문 발주 정보와 구매주문 수정 및 취소정보를 

받고, 납품관리로부터 물품수령정보를 받아 

서 송장을 처리한다. 송장이 처리되면 지불 

내 역을 거래처로 보내고 대금지급 처리 액티 

비티로 보낸다.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변 

경된 재무기록정보는 재무관리에서 관리한 

다. 대금지급 서브프로세스의 흐름은〈그림 

14〉과 같다. 대금지급 서브프로세스중 외부 

업체와 연결된 송장처리, 대금지급처리 액티 

비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장 처리 액티비티

송장 처리 액티비티는 거래처로부터 송장 

을 받아서 처리하는 액티비티이다.〈그림 15〉 

는 송장 처리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태스 

크들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송장 처리 액 

티비티는 거래처로부터 3C3（송장 통지）로 송 

장을 받아서 구매주문, 수령 물품, 송장을 확 

인한다. 이때 물품하역관리 서브프로세스의 

납품관련 정보를, 발주관리 서브프로세스의 

구매주문 발주정보도 받는다. 송장을 거부할 

경우 3C4（송장거부 통지）을 통해 거래처에 

송장 거부를 통지하고 승인된 경우 지불내역 

을 확인하고 거래처로 보내고, 대금지급 처리 

액티비티로도 지불내역을 보낸다.

지불내역

대금지급 : 송금통지서의 통지

재무기록변경정보

거 래 처

♦ 물류 관리 ]

〈그림 14> 대금지급 서브프로세스

〈그림 15> 송장 처리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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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대금지급 처리 액티비티

2） 대금지급 처리 액티비티

대금지급 처리 액티비티는 송장이 처리되 

고 지불 내역이 결정되면 대금지급을 처리하 

는 액티비티이다.〈그림 比〉는 대금지급 액티 

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태스크들의 흐름을 나 

타낸 것이다. 대금지급 처리 액티비티는 송장 

처리 액티비티로부터 지불내역을 받아서 대 

금 지급시기를 결정한다. 지불내역과 지불 시 

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금 지급을 처리하고 

3C6（송금통지서 통지）롤 통해 거래처에 통지 

를 하고 재무기록을 갱신한다. 변경된 재무기 

록은 재무관리에서 관리한다.

3.1.5 구매관리 프로세스와 PIP의 비교

구매 관리 프로세스에 PIP의 매핑을 위해 

서 작성된 프로세스와 로제타넷에서 제시한 

구매쪽 PIP들의 내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 

은 순서로 매핑하였다.

① 프로세스 매핑

- 작성한 프로세스의 태스크의 내용과 

로제타넷 PIP의 내용을 비교

② 문서 엘리먼트 매핑（ EDI문서, 업체의 

구매문서 참조）

- EDI문서와 업체가 사용하는 문서를

로제타넷 PIP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

③ 워킹그룹을 통해 검토

〈표 3〉은 구매관리 프로세스에서 협력업체 

나 고객등 업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태스 

크들을 따로 정리해서 PIP과 매핑시켜 놓은 

표이다. PIP란에 표시된 'X' 는 로제타넷 PIP 
이 정의 되어 있지 않은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그 외의 것들은 PIP으로 정의되어 있는 프로 

세스를 나타내고 있다. 설명란의 내용은 PIP 

문서명을 나타낸 것이다. PIP에 매핑되는 태 

스크는 로제타넷 PIP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 

면 되고, PIP과 매핑되지 않는 태스크는 실제 

거래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데 이 

터를 결정하고 문서를 생성해서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델링한 구매 프로세스에 적용 

된 PIP문서들은 클러스터 3, 4중에서 구매에 

관련된 PIP들；을 적용하였다.

〈표 4〉에는 클러스터 3, 4중에서 구매 쪽에 

관련 된 PIP들이지 만 모델 링 한 프로세스에 적 

용되지 않은 PIP과 제외된 사유를 나타낸 표 

이다. 3A2（가격 및 구매 가능성 요청）는 

3A1（견적요청서）와 유사하여 현장에서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그리고 3A3（쇼 

핑카트 이동요청）, 3A13（구매주문 정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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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매관리 프로세스와 PIP의 비교

서브프로세스 PEP PIP 설명액티비티 태스크

거래처관리
거래처정보관리

거래처 기준정보관리 X

결과통보 X

거래처실적관리 결과통보 X

견적/계 약관리

구매계획 처리

중/장기 구매계획수립 4A1 전략 수요 예측 통지

구매계획 조정 4A5 수요 예측 응답

구매계획 통보

4A2 수요 예측 통지

4A3 임계수요예측통지

4A4 계획 수요 통지

구매계획 검토/확정 4A5 수요 예측 응답

견적요청서 처리 견적요청서 발송 3A1 견적요청

견적서 처리
견적서 수령처리 3A1 견적요청 （응답）

결과 통보 3A10 견적 수신확인 통보

구매계약처리 거래처 계약체결 X

발주관리

구매주문 발주
구매주문서 발주 3A4 구매주문

구매주문 확인회신 수령/처리 3A4 구매 주문（확인）

구매주문 모니터

구매주문 상태 모니터

3A5 주문 상황 질의/회신

3A6 주문 상황 전달

3A7 구매주문 개정 통보

3A8 구매주문변경요청회신

독촉/지연 요청 X

합의일정 수정 X

구매주문 수정 3A8 구매주문변경요청

구매주문 취소 3A9 구매주문취소요청

납품관리

물품하역 관리
물품하역처리

3B2 실선적 통지

3B3 선적 진행상황의 전달

파손물품처리 3C1 제품의 반송

물품수령처리 자재수령처리 4B2 화물접수 통지

물품반품처리 반품통지 3C1 제품의 반송

대금지급
송장처리

송장수령 3C3 송장

구매 주문/수령 물품/송장확인 3C4 송장거부

지불내역확인 X

대금지급처리 대금지귭처리 3C6 송금 통지서의 통지

지）, 3A14（계획주문 전달）, 3C2（금융승인 요 

청）는 제3자를 통한 정보 전달이므로 여기서 

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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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외된 PIP문서

PIP 서외 사유 판계 적용대상

3A2 : 가격 및 구매가능성 요청
3A1（견적요청서）과 

유사
고객（구매자） -> 제품공급처

3A3 : 쇼핑카트 이동 요청 3자 개입 판매 퍼실리테이터〈-〉공급업체

3A13 : 구매주문 정보 통지 3자 개입 구매자 -> 구매주문 정보의 사용자

3A14 : 계획주문 전달 3자 개입 구매자 -〉계획주문 정보 人!용자

3C2 : 금융 승인 요청 3자*  개입 판매자〈-〉금융 업무 처리자

3C5 : 대금 청구서 통지
3A4（FO）에서 동일 
한 내용을 제시하므 
로 중복

수취인（판매자） -） 지불인（구매자）

3C5 （대금청구서 통지）는 3A4（구매주문 

확인서）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동일하므로 중 

복되어 제외되었다. 두 파트너 간에 빈번한 

거래가 있을 경우는 3C5는 생략하고 3A4로 

사용하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 

내 기업 중에서는 3A4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 

어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다.

4. 국내 실정 반영한 

PIP 문서 개발

본 연구에서는 로제타넷의 국내 업체 적용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중 PIP에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국내 기업간 거래시 필요한 엘리먼 

트들을 도출하여 국내 실정을 반영한 PIP문 

서를 개발하였다. PIP에는 고려되지 않았지 

만 국내 기업간 거래할 때 필요한 엘리먼트들 

을 도출하기 위해서 EDI문서와 업체에서 사 

용하는 문서들을 로제타넷 PIP문서와 비교하 

여 필요한 엘리먼트들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엘리먼트들을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PIP문 

서에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서를 주고받 

는 역할（Role）부분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도 

록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 

번호 업태, 업종, 주소 정보）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품 정보에 제품 사양에 관련된 엘리 

먼트들 （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 선적여 

부）, 지불（결제조건, 결제기간, 선후불 구분, 

결제은행, 결제은행계좌, 할인율）을 위한 엘 

리먼트들, 환전 정보에 관련된 엘리먼트들도 

추가하였다.

〈표 5〉는 PIP문서중 제품 식별을 위한 정 

보를 나타내는 일부분이다. 표에서 진한색으 

로 표시된 부분이 국내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서 추가된 부분이다. 제품 식별을 위한 부분 

에서 추가한 내용은 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 

간인데 로제타넷에서 제시한 PIP에는 제품식 

별을 위한 제품 코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제품명, 제품사양등의 정보는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의 구매문서와 EDI문서 

에는 위와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워킹그룹의 의견 수렴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품명, 제품사양 정보를 문서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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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실정을 반영한 일부 PIP의 사례

L^vel 1 Levd 2 U-vtJl 3 Lev싆 4 ! 한글명 蠶 설 명 Entity Instance

Productlden 
tification

제품식별 V

GlobalProduct

Identifier
제품번호

Global unique 

product identifier. 

Global Trade 

Identification 

Number (GTIN).

PartnerProduc

tldentification

파트너 제품 

식별

GlobalPartner

Classification

Code

파트너분류 

코드

Code identifying a 

partner's function in 

the supply chain.

Contract

Manufacturer；

Distribution Center： 

EndUserD istributor: 

Financier, etc.

ProprietaryPr 

oductldentifier

자체 제품 

번호

An internal 

identifier used to 

identify a product

revisionldentifi

er

버전식별 

번호

Free form text that 

identifies a revision 

to a proprietary 

serial number.

FreeFormText

PloductNamc 제품명 FreeFoimText

ProdurtSixcTfica 
tioi

쳬품사양 FreeFarmText

Tenn Of 

GuarantrnDa 

tePeriod

보증기간

bcpinDnta 

DatcStainn
시작일자

entlDatADau1

Stamp
쫑료일자

PIP문서내의 엘리먼트명의 한글화 원칙은 

되도록 영문 단어를 그대로 한글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영문 엘리먼트명으로 의미 

를 알 수 있는 것은 단어를 그대로 한글화 하 

였고 엘리먼트명으로 내용 식별이 어려운 경 

우 엘리먼트의 설명과 국내 업체들의 EDI문 

서와 국내업체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내용과 

무역용어를 참조하여 엘리먼트명을 한글화 

하고 워킹그룹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한글 

명을 결정하였다.

〈표 6〉의 추가된 엘리먼트들 중에 fromRole, 

toRole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 （업체명, 대표 

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 주소 정보） 

은 모든 PIP문서에 추가되었다. 나머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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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추가된 엘리멘트

상위 레벨 추가된 엘리먼트의 영어명 추가된 엘리먼트의 한글닝

fromRole, toRole-〉

PartnerD escription-)

BusinessD escription

businessName.FreeFormText 업체명

CEO.FreeFormText 대표자명

businessR^strationNumber.FreeFoimText 사업자등록번호

industayCategory.FreeFonnText 업태

industryTypaFreeFormText 업종

fromRole, toRole-〉

PartnerD escription

PhysicalAddress 주소

addressLinel.FreeFormText 주소라인 1

addressLine2.FreeFormText 주소라인2

addressLine&FreeFoimText 주소라인 3

dtyNam&FreeFormText 도시명

regionName.FreeFonnText 도명

NationalPostalCodeFreeFonnText 우편번호

GlobalCountryCode.FreeForniText 국가명

postOfficeBoxIdentifier.FreeFonnText P.QBox번호（사서함번호）

Quote, PurchaseOrder,

OrderStatus,

PurchaseOrderUpdate-)

CurrencyExchange 환전정보

CurrencyExchangeRate-FreeFormText 환율

ainmcySouroeRataProprietaryReferenoeldentifier 통화기준율

cunmcyExchangeD ate.D ateStamp 환율일

femCiirrency.GlobalCuniencyCode 매도통화

toCurrency.GlobalCurrencyCode 매수통화

Quote

Paym曲tlnformation 결제정보

PaymsitTerms.FreeFoimText 결제 조건

PaymentPeriodD atePeriod 결제기간

isPrePaymentAflBrmationlndicator 선후불구분

Bankldaitifier-FreeFonnText 결제은행

BankAccountNumbenFreeFonnText 결제은행계좌

D iscountRate-FreeFormText 할인율

Productidentification,

PartnerProductldentification

ProductName-FreeFormText 제품명

ProductSpecificationFreeFormText 제품사양

TermOfGuarante&D ateP^iod 보증기 간

b冤inD at&D ateStamp 시작일자

endD ate.D ateStamp 종료일자

ProductLineltem,

ProductSubLineltem
isPartialShipmentAfGmiationlndicaton 분할선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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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구매 영역 PIP문서 추가내용

（공통: fromRole toRole-〉주소정보 fromRole toRole-〉BusinessDescription~〉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

구매프로세스 mp 是서 공통 엘리먼트외 추가내용

견적 

/계약관리

4A2 Poductldentification~〉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

4A3 Pa血erPioductldentification-〉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

4A4 PartmerPnxiuctldentification-〉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

4A5
PartnerProductFamilyIdentification PartnerProductldentification -〉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

3A1

Quote-〉환전정보（환율, 통화기준율, 환율일, 매도환율, 매수환율）; 결제정보（결제 

조건, 결제기간, 선후불 구분, 결제은행, 결제은행계좌, 할인율） 

PartnerProductldentification-〉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 

Quote-〉QaoteLineItem-〉분할선적 여 부

발주관리

3A4
PurchaseOrder-） 환전정보（환율, 통화기준율, 환율일, 매도환율, 매수환율）: 

Purchase。］너er~〉ProductLineItem ProductSubLineltem-〉분할선적 여 부

3A5

OnieiStatus-^PurchaseOrder-）1 환전정보（환율, 통화기준율, 환율일, 매도환율, 매수 

환율）;

ProductLineltem ProductSubLineltem-〉분할선 적여 부

PartnerPmductldentification-〉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

3A6

Ord展也岫〉환전정보（환율, 통화기준율, 환율일, 매도환율, 매수환율）:

ProductLineltem PioductSubLineltem-〉분할선적여 부

PartmerPrBuctldentification-〉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 간（시작일자, 종료일자）

3A7

PurdiaseOrderUpdate-） 환전정보（환율, 통화기준율, 환율일, 매도환율, 매수환율）;

ProductLineltem PivductSubLineltem-〉분할선적여부

Pa取tmerPtoductldentification-〉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

3A8

PurchaseCHeL〉환전정보（환율, 통화기준율, 환율일, 매도환율, 매수환율）:

ProductLineltem PmductSubLineltem-〉분할선적여부

PartnerProductldentification-〉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

납품관리
3B2 PartmerPiBuctldentification-〉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

3C1 Pa血erProductldentification-〉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

대금지급 3C3 PartnerProductldentification-〉제품명, 제품사양, 보증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

별로 추가된 엘리먼트들은〈표 7〉에 요약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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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업무 프로세 

스와 로제타넷이 제시한 업무 프로세스간에 

차이점, 업체간 거래시 사용되는 문서와 문서 

내에 포함되는 정보들의 차이점 등의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실정을 반영한 프 

로세스와 문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 

델링한 구매 프로세스에서 외부 업체와 정보 

를 주고받지만 pip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 

는 적용하는 업체간에 협의를 거쳐 문서를 생 

성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pip 문서는 로제타넷 pip에 국내 실 

정을 반영한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해외의 기업들과 거래할 경우 이 문서의 엘리 

먼트 중에서 추가된 엘리먼트들은 제외하고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추가한 

요소들을 로제타넷 글로벌에 건의를 해서 표 

준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인 구매, 수요예측 영역의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로제타넷 pip에는 고려 

되지 않았지만 국내 업체간 거래시 필요한 부 

분을 도출하여 추가한 한국형 pip문서와 한 

글화된 pip문서들은 로제타넷 표준을 도입하 

려는 국내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리고 로제타넷 표준도입시 더 많은 효과를 얻 

기 위해서는 구매, 수요예측 영역의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업무 영역으로 확장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물류 및 재고 영역에서 한 

국 실정에 적합한 프로세스와 pip문서를 만 

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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