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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륵

정보기술의 발전은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켜왔고, 이러한 변화는 공급사슬 내의 거래 당사자들 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최근의 경향은 파트너들 간의 긴밀한 유 

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보를 교환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업무 담당자의 참 

여를 필요로 하여 의사소통의 시간적 단절을 유발하고 실시간 내의 정보 수집 및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기업간의 응용 프로그램의 자동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자동 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 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미래형 공급사슬 환경의 방 

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 통합 환경과 이 환경 하에서의 공급사슬계획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소 

개하고 이러한 공급사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협상과정을 분석하여 협상 패턴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협상 패턴을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통합시킴으로써 통합된 공급사슬계획에서 협상을 위한 비즈니 

스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adv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changed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business 
process between the trading partners has been evolved with these changes. However, the business 
process between trading partners requires human interface for interchanging information or making a 
decision even though they collaborate each other or are coupled tightly, and this interrupts seamless 
business processes between them. To overcome this limitations, a new concept of self-integration has 
been emerged. The self-integration means a true integration among enterprise applications without 
human interface, and it might be the future direction of integrations.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concept of self-integration environment and business process model 
for supply chain planning. And, we analyzed the negotiation processes and classified the negotiation 
patterns for integrated supply chain planning in self-integration environment, and then we proposed a 
generic business process model for negotiation of extended and integrated supply chain planning by 
integrating the suggested negotiation pattern with business scenarios.

키워드 : 자동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협상, 통합 공급사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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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 론

1.1 공급사슬 환경의 변화

전통적으로 기업에서 판매와 구매는 중요 

한 역할을 차지해 왔다.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B2B (Business to business) 상에서의 판 

매와 구매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으 

로 B2B에서의 판매/구매 활동에 관한 비즈 

니스 프로세스는 공급사슬계획으로 생기는 

정보들과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구매 

주문의 실패나 주문처리 이행으로의 실패를 

종종 발생시켰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 판매와 구매활동은 공급사슬계획과 병 

행되어져야 하며 관련된 일들이 일련의 함수 

또는 프로세스로 정의 되고 통합되어져야 한 

다. 생산자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자 

신의 공급사슬계획을 확인하고, 또한 자신의 

공급자로부터 부품 조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상황은 생산자의 공급자에게서도 같 

은 상황이 될 것이며, 결국 통합된 공급사슬 

계획에 의해 위 개념들이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간접적 인 파트 

너의 생산용량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는, 파트 

너들 간의 대화가 시간적 인 단절 없이 실시간 

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 

로 시멘틱 웹 (Semantic web)기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온톨로 

지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자동 통합 (Elf

integrating) 이라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연 

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화될 비즈니스 환경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자동 통합 환 

경이란 기계 (Agent)가 사람을 대신하여 정 

보를 해석하고 처리하며 나아가 새로운 정보 

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시멘틱 

웹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는 기 

술이라 할 수 있다.

〈그림 0 자동통합 환경 하에서의 공급사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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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통합 환경에서는 인간의 간섭 없이 기 

계 (Agent)들만의 대화를 통해 공급사슬 파 

트너들 간의 고른 (seamless) 의사소통이 가 

능하며, 실시간 정보수집 이 가능하다는 큰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한 개체 내에서 

잘 정의되어진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존재할 

경우, 전체 공급사슬로 전파되어 전체적으로 

고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며 모든 개체의 실 

시간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동일하 

다. 즉,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간접적 생산 

용량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왜곡 없이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생산용량 (net 

capacity)를 고려할 수 있게 되고 보다 합리 

적 인 공급사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그림 1〉은 기존 

의 공급사슬계획에서 판매, 구매정보의 불균 

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자동통합 환 

경 하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자동 통합 환경 하에서의 공급사슬계획을 

통해 각 공급사슬 내의 파트너들은 기본적으 

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주문계 약을 체결하려 

할 것이며, 이를 풀기 위해 반복적으로 공급 

사슬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공 

급사슬계획수립을 위해 생산자는 자신의 공 

급자의 용량을 알아야 한다. 즉, 생산자 입장 

에서 본다면 필요한 부품 수량과 납기, 가격 

등을 공급자에게 문의하게 되고 공급자는 그 

에 대한 대응으로 생산자에게 견적을 보내거 

나 협상을 통하여 수량, 납기, 가격 조건을 조 

정하게 된다. 혹은 생산자가 자신의 공급자가 

보내온 견적에 대응하여 협상제시를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고객에게 보낸 견적에 대응하 

여 고객 이 협상을 제시해 올 수도 있다. 결국, 

협상이 일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공급사 

슬계획의 결과로 생성될 수 있는 주문조건의 

비 가능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확장 • 통합 환경 하에서의 협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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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자동 통합 환경 하의 공급사슬 

계획에서 비 가능 주문조건이 파악될 경우, 

이를 가능 주문조건으로 바꾸기 위해 협상 프 

로세스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비 가능 주문조건을 가능 주문조건으로 바꾸 

기 위해 일련의 협상 로직 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자동 통합 환경에서의 공급사슬계획에 

적용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일련의 협상 로직을 기존의 자동 통합 환경 

하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적용 가능한 

환경을 확장 • 통합 환경 이라는 개념으로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확장 • 통합 환경에 

서의 공급사슬계획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협 

상에 대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올 제시하 

고자 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동통합 관련 연구와 협상에 관한 관련연구 

를 제시하였고 3장에서 자동 통합 관련 공급 

사슬계획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후, 자동 협 

상 프로세스에 개념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협상 프로세스 모델 제시와, 자동 통합 환경 

하에서의 공급사슬계획 비즈니스 시나리오 

흐름으로의 일련의 협상 모델로의 적용올 다 

무었으며 확장 • 통합 환경하에서의 공급사슬 

계획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연구

본 연구의 관련 연구로서, 자동 통합 환경 

과 공급사슬계획, 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협상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최근, 자동 

통합 환경과 관련하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Jones et. al[l] 은 자동 통합에 관한 개념 

과 기본 프레임웍, 자동 통합 기술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Jeong et. al [4] 은 자동 

통합 환경 하에서의 공급사슬계획의 비즈니 

스 시나리오 패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본 연구의 협상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틀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자동 통합 환경에 관 

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며, 이는 적 

용 가능한 솔루션 기술의 발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선 자동 통합 환 

경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반 기술 

로 시멘틱 웹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일단 지금 

까지의 연구에서 제시되는 자동 통합 환경은 

고도의 발전된 시멘틱 웹 기술을 요구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활발한 연구들이 여러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사슬관리와 관련한 연구는 많지만, 통 

합 공급사슬계획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 

보다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 

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준 연구들을 간단히 소개해보면, 

Takashi Kobayashi [7] 는 공급사슬관리의 적 

용해법으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을 제 

시하였고 Harrison[8] 은 통합공급사슬의 관 

점을 생산전략, 공급자 중심 설계, 아웃소싱 

전략, 신제품과 프로세스 디자인으로 세분화 

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공급사슬계획과 관련한 이론을 바탕으로 살 

펴보았다.

협상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 순수 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와 전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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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로 살펴보았다. 협상 전략에 관 

하여, Herb Cohen[5] 은 사람이 하는 협상에 

서 간과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협상과정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Steven J. 

Brams[2] 는 협상에 참여한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 모델과 함께 윈-윈 전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순수 협상전략과 관련한 연구는 본 연 

구에 직접적 인 배경연구가 아니므로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참고하였다. 순수 협 

상 전략에 관한 연구와 병행하여 자동협상 모 

델과 협상 에 이전트 모델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았는데, Ralf Neubert[6]는 유연생산네트워 

크에서의 공급계약에 관한 자동협상모델을 

제시하였으며, David Trastour[3] 는 B2B에 

서의 주문 거래 계약 모델들을 온톨로지로 표 

현하여 시멘틱 웹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Hu Qinghe[l이는 다중 에 이전트 관 

점에서의 공급사슬 환경 하에서 협상 모델을 

유전자 알고리즘과 퍼지 이론을 통해 제시하 

였다.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 협상관련 연구들은 

주로 전자협상의 인프라에 대한 연구들과 개 

인 간 혹은 개인과 기업과의 전자 협상에 관 

한 연구들이 주를 이뤘으며, 자동 통합 환경 

에 관한 연구들은 앞으로의 비즈니스 환경 변 

화의 방향 제시와 모습들을 표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자동통합 환경 하에서의 공급 

사슬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중에 있 

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확장통합 환경은 

기존의 관련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전자협상 

관련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자동 통합 환경

최근, 온톨로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시 

멘틱 웹에 대한 연구들은 하드웨어적인 통합 

을 달성한 이후에 발생하는 통합 문제 인 기 업 

업무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지고 있다[1,3]. 

이러한 연구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각 애플리 

케이션들은 사람의 중계 없이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동 통합 환경 이다. 이 환경 하에서는 기존 

의 공급사슬계획에서 요구되었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는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 

스 모델이 요구된다[4].

3.1 공급사슬계획을 위한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소개

3.1.1 개요

시멘틱 웹과 에이전트 기술에 힘입어 생산 

자는 자동적으로 공급자와 고객의 정보를 수 

집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으로 정보 공유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파트너들 사이 

에만 가능하고 실시간의 데 이터 수집 이 어려 

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공유해야 하는 어려 

운 점이 있다. 그러나 시멘틱 웹과 에이전트 

기술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지 않는 환경, 즉 자동 통합 환경에서 

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모든 공급 

자/고객은 실시 간으로 자신의 고객/공급자를 

검색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제품 수량/가격/ 

납기 일 등에 협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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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모델 분류

자동 통합 환경에서의 통합 비즈니스 프로 

세스 모델 분류에 대한 연구로 Jeong et. al[4] 

은 RFQ (Request for Quote)들로 이루어진 

시나리오로 설명하고 있다. RFQ를 Blank 

RFQ와 Regular RFQ로 나누고 이를 사용하 

는 고객, 생산자, 공급자에 따라 가능한 비즈 

니스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표 1〉은 

Regular RFQ와 Blank RFQ의 예시를 보여 

주고 있다.

Regular RFQ란 고객 이 제품 수량, 가격 및 

납기일을 지정하여 생산자의 가능 여부를 묻 

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생산자는 Regular 

RFQ에 대한 응답으로 가능 혹은 비 가능 

(협상을 포함 할 수 있다) 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 Blank RFQ란 특정 제품에 대해 고 

객 이 생산자에게 수량, 가격, 납기일을 묻기 

위해 사용되는 RFQ를 의미하며 생산자는 받 

은 Blank RFQ에 수량, 가격과 같은 주문정보 

를 기입하여 보낸다.

Blank-Blank RFQ 비즈니스 시나리오는 고 

객 이 생산자에게 Blank RFQ를, 생산자가 공 

급자에게 Blank RFQ를 보내는 형태를 의미 

한다. Regular-Blank RFQ 비즈니스 시나리 

오와 Regular-Regular RFQ 비즈니스 시나리 

오 역시 유사하게 정의내릴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객 이 생산자에게 Blank RFQ 

를 보내고 생산자가 공급자에 게 Regular RFQ 

를 보내는 Blank-Regular RFQ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gular RFQ를 공급자 

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생산자 자신의 공급사 

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객으로 

부터 Blank RFQ를 받은 상태 이기 때문에 자 

신의 계획 수립의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공 

급자에 게 Regular RFQ를 보내므로 공급자가 

생산자에게 협상제의를 할 수 있는데, 이 협 

상 제의에 대한 수용 가능성 검토 역시 적합 

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2 자동 협상 프로세스의 필요성

공급사슬계획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시나 

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 모든 RFQ가 가능한 경우

• 부분 또는 전체 RFQ가 비 가능한 경우

우선, '모든 RFQ가 가능한경우'는수립된 

공급사슬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고객에 게 

견적을 생성하여 보내면 된다. 하지만 '부분 

또는 전체 RFQ가 비 가능한 경우', 생산자는 

〈표 1> Regular RFQ와 Blank RFQ의 예

RFQ 제품 가격
시산주기

:쾛菱I2M내 3 4

Regular #101 100 20 30 10

Blank #10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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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능한 RFQ에 대해서만 해의 결과를 

바탕으로 견적을 생성해서 보내며, 비 가능인 

RFQ들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비 가능을 유 

발했는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비 가능 유발 

요인은 생산자 자신의 비 가능성 검토와 함께 

추가적 인 새로운 정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생산자가 고객 이 요구한 가격을 맞출 수 없을 

경우, 생산자는 고객에 게 새로운 가격을 제 시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협상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즉, 협상은 파트너들 간의 비 가능한 RFQ 

를 가능한 RFQ로 만들기 위해 서로 간에 자 

연스럽게 시도하는 행동으로서, 수량, 가격 및 

기간에 대한 자신의 제안 내용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자신의 제안 내용이란 공급사슬계획 

수립 이후, 비 가능성 검토를 통해 내부제약 

조건과 공급자, 고객 제약조건을 해결한 후 

생성되는 협상 대응 내용을 나타낸다. 이외에 

도,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에 기인하는 협상 

전략과 특정 상황에서의 판단 역시 협상에 포 

함되어 야 한다.

이러한 협상들은 자동 통합 환경에서 업무 

담당자의 참여 없이 기계 (Agent)들만의 의 

사소통으로 가능해져 야 한다. 즉, 기존에 사람 

이 해왔던 협상 과정을 기계 (Agent)들이 실 

시 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급사슬계 획을 

세우는 환경인 자동 통합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 협상 프로세스 모델 이 요구되며 발 

생할 수 있는 협상 문제를 살펴봐야 할 필요 

가 있다.

4. 협상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4.1 모델 분류

본 연구에서는〈그림 3〉과 같이, 공급사슬 

계획에 적용될 수 있는 협상 모델을 네 가지 

패턴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협상이 일어나 

는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협상의 기본 

단위로 고려하고자 함이다. 우선, 생산자를 기 

준으로 협상을 받는 상황과, 협상을 제의 하는 

상황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협상 상황은 협상제안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 

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산자가 고객과 공급업자 
로부터 협상제의를 받음

생산자가 고객과 공급업자 
로부터 협상을 제시

〈그림 3> 협상 패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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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협상 패턴 정의와 분류

협상 패턴 퐤턴번호 생산자 입장

고객이 생산자에게 협상 제시 패턴 1
생산자가 협상안을 받음

공급자가 생산자에게 협상 제시 패턴 2

생산자가 고객에게 협상 제시 패턴 3
생산자에게 협상 제시

생산자가 공급자에게 협상 제시 패턴 4

는 이렇게 만든 네 가지 협상의 기본 상황을 

자동통합 공급사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협상 패턴으 

로 볼 것이다.

생산자를 기준으로 협상을 받는 두 가지 패 

턴은 고객이 생산자에게 협상을 제시해 올 경 

우와 공급자가 생산자에게 협상을 제시해 올 

경우이며, 협상을 제시하는 두 가지 패턴은 

생산자가 고객에게 혹은 공급자에게 협상을 

제시하는 경우가 된다. 생산자를 기준으로 협 

상을 받는 두 가지 패턴에서는 제안 받은 협 

상안을 수락할 것인지의 프로세스와 대응 협 

상안을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프로 

세스가 해당되며, 생산자를 기준으로 협상올 

제의하는 두 가지 패턴에서는 정해진 협상대상 

자들에게 어떤 협상전략을 이용하여 협상제시 

를 할 것인지에 관한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편의상, 각 협상 패턴에 대해 번호를 붙이 

기로 한다. 생산자가 고객으로부터 협상을 받 

는 경우（고객이 생산자에게 협상 제시）를 패 

턴 1, 생산자가 공급자로부터 협상올 받는 경 

우（공급자가 생산자에게 협상 제시）를 패턴 

2, 생산자가 고객에게 협상을 제시하는 경우 

를 패턴 3, 생산자가 공급자에게 협상을 제시 

하는 경우를 패턴 4로 정의한다. 협상 패턴들 

을 표로 정리하면〈표 2〉와 같다.

4.1.1 고객으로부터 협상제의를 

받는 경우

이 패턴이 일어나게 되는 주요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상 

황과는 무관하게 협상제의를 받는 경우로 공 

급사슬의 특성상 협상을 보내온 고객의 상황 

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게 생산계획을 세우게 된다. 자신의 공급사 

슬계획 결과를 근거로 가능 혹은 비가능성을 

판단하여 차후 협상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 

단하게 된다. 두 번째로 자신이 보낸 협상제 

의에 대한 고객의 대응협상안을 처리하는 경 

우이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급사슬 

계획 결과를 근거로 가능 혹은 비가능성을 판 

단하여 협상의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첫 

번째 상황과는 달리 고객의 상황을 정황적인 

근거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협상 전략을 보다 

확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자동 통합 환경 하에서의 비즈니스 시나리 

오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 패턴은 Blank- 

Blank RFQ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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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일어나는 경우의 협상 형태이다. 이 

비즈니스 시나리오 하에서는 공급사슬 내의 

모든 파트너들이 Blank RFQ를 통해 자신의 

공급자들에 게 용량을 물어보고 공급사슬계획 

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최종 공급자부터 

RFQ에 대한 견적을 자신의 생산자에게 보내 

는 것을 시작으로 최종 고객의 생산자에게까 

지 견적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때 최종 고 

객은 자신의 생산자가 보내 온 견적을 받아들 

일 것인지, 협상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협상을 

할 경우 협상 대상자는 고객 측 파트너 그룹 

으로 할 것인지 혹은 공급자 측 파트너 그룹 

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물론 최종 협상 

안의 형태는 Blank RFQ 형태가 아닌 Regular 

RFQ 형태가 될 것이다. 즉, Blank-Blank RFQ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최종 고객에게 협상제 

의를 받은 생산자는 Regular-Blank RFQ 비즈 

니스 시나리오의 협상특성에 따라, 고객 혹은 

공급자에게 협상을 제시 할 수 있게 된다.

4.1.2 공급자로부터 협상제의를 

받는 경우

생산자가 공급자에게 Regular RFQ나 

Regular RFQ형태의 협상안을 보낼 경우 공 

급자의 대응으로 협상제의를 받는 경우이다. 

이는 모든 RFQ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생길 

수 있는 형태로 특히 Regular-Regular RFQ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최초의 협상을 일으 

키는 행태가 될 수 있다. 이 비즈니스 시나리 

오에서는 고객 이 생산자에 게 Regular RFQ를 

보내고, 이를 받은 생산자가 고객에 게 협상을 

제시하지 않고 바로 공급자에 게 Regular RFQ 

를 보낼 때, 공급자는 Regular RFQ에 대한 수 

용방침의사 혹은 협상제시로 대응을 할 수 있 

다. 4丄1과 마찬가지로 협상제의를 받은 후, 

생산자 자신이 협상을 제시할 경우, 이를 고 

객 측 파트너에게 제시할 것인지, 공급자 측 

파트너에게 제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프로세 

스가 포함된다.〈그림 4〉에서는 위에서 제시 

한 네 가지 패턴 중 생산자를 기준으로 협상

Examine 
Acceptability

—一-孔 
Generate Answers!
About Negotiation

4#놁遍%師旧匚英m■고匸 d
■ ■ - » F

PrM«M ft■서VM lL j
ftiiflnflirttrtft f優^，

〈그림 3> 협상 패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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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공급자 내부 협상 선택자

노드: A2 Examine Acceptability 번흐:

〈그림 5> 패턴 1과 패턴 2의 상위 모델링 과정

을 받는 두 가지 패턴과 관련한 공통 프로세 

스를 나타내었고 이를 바탕으로〈그림 5〉에 

서 IDEFO로 표현하였다.

4.1.3 고객에게 협상 제시를 

하는 경우

생산자 입장에서 고객의 협상 대응 혹은 공 

급자의 견적을 근거로 고객에게 협상 제시를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Regular-Blank RFQ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최초로 협상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생산자 자신이 고객 혹 

은 공급자에 게 협상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 

는 협상 제의를 받는 두 가지 패턴의 결과에 

의거하여, 고객 측 파트너에게 협상제시를 할 

경우 어떤 협상전략으로 파트너들을 대할 것 

인지에 관한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협상전략 측면에서, 고객에게 협상 제시를 

하는 경우는 생산자 자신의 용량을 알 수 있 

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협상을 제시하는 것으 

로, 정보의 차이로 본 협상 위치에서 고객보 

다 우위의 위치에 있게 된다. 즉, 고객은 생산 

자의 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전략적으로 혹은 확률적으로 공급자들의 용 

량을 파악해야 하므로 이는 정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협상 위치의 불리함을 야기하게 된 

다. 물론, 이 상황은 생산자가 자신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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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협상을 제시할 경우 혹은 자신의 공급자 

가 협상을 제시해 올 경우 역시 같은 논리에 

의하여 공급자보다 유리하지 못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게 된다.

또한, 생산자의 협상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고객의 협상 제시나 협상 제시에 대한 대응은 

확정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자신에게 필요한 

공급사슬계획 정보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이 요청한 제의들을 실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지극히 확정적인 문제 인 것이다. 하지 

만 협상전략을 고려할 경우 문제는 좀 더 복 

잡해진다. 같은 부품을 주문해 온 고객들에 게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 부품을 할당해야 하는 

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때의 협상 전 

략에 따라 생산자의 고객에 대한 협상 대응 

방식은 달라진다.

4.1.4 공급자에게 협상 제시를 

하는 경우

생산자 입장에서 고객의 협상 대응이나 공 

급자의 견적 혹은 협상 대응으로 공급자에게 

협상 제시를 하는 경우이다. 4丄3에서 설명했 

듯이, Regular-Blank RFQ 비즈니스 시나리 

오에서 최초로 협상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속하게 된다. 또한 협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협상 위치에 있어서 공급자보다 유리하지 

못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비즈 

니스 목적에 따른 협상 전략의 변화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급자로부터 받은 견적을 통하 

여 수량을 검토해 본 결과 납기 일까지 180개 

까지 가능한 "가격 100원의 부품 A”에 대해 

200개의 수량이 필요하게 되어, 자신의 5명의 

공급자들에게 추가로 20개를 주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생산자 

는 자신의 공급자 측 파트너들의 최대 생산 

가능 용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20개를 5 

명의 공급자에게 어떻게 배분하여 협상제의 

를 할 것 인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고 

객 이 생산자 자신과 협상을 했을 때의 불리한 

고객 상황이 자신과 공급자와의 협상에서의 

상황과 같아지며, 생산자 자신도 공급자에게 

전략적 혹은 확률적으로 협상을 접근 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 된다. 여기서는 5명의 공급자 

들의 상황을 가정하거나, 기존의 협상 기록들 

을 파악하여 현재의 협상전략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42 공급사슬계획으로의 협상 모델 적용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협상 패턴을 통해 

자동 통합 환경에서의 세 가지 공급사슬계획 

관련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대해 적용을 해 볼 

수 있다. 자동 통합 환경에서는 자신을 포함 

한 공급사슬 내의 공급자 생산용량 파악이 실 

시간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6> 

은 기존의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협상 패턴들 

을 적용하여 자동협상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 가능 주문조건 이 가능 주문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기존 연구에서 자동 통합 환경 하에서의 공급 

사슬계획 함수의 결과가 비 가능성 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본 연 

구에서는 협상을 통하여 비 가능 주문을 가능 

주문으로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사슬계 

획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한다.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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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확장 • 통합 환경 하에서의 협상 프로세스 구조

은 각 공급사슬 파트너들 간에 유기적으로 진 

행되며 협업의 모습은 확장성을 띄게 된다. 

이러한 개념적 환경을 본 연구에서는 확장 • 

통합 환경이라는 새로운 자동 통합 환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확장 • 통합 환경의 특징을 살펴보기 

로 한다. RFQ 흐름의 특징 측면에서 공급사 

슬계획의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살펴볼 떼, 

Blank-Regular RFQ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함에 기인하여, 공급사슬 내 

파트너 중 하나가 Blank RFQ를 자신의 공급 

자에게 보내기 시작하면, 이후의 파트너들은 

모두 Blank RFQ를 보낼 수밖에 없는 특징 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급사슬 내에서 

최초로 협상을 제시할 수 있는 파트너의 숫자 

는 한 부품에 대해서 Regular RFQ +1 개가 

된다.

다음, 기존의 자동통합 공급사슬 환경 하에 

서의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각 협상 

패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제시하려 

한다. Blank-Blank RFQ 시나리오의 경우 최 

초의 협상은 Blank RFQ를 처음 제시한 고객 

이 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협상에 대해 고객 

에게 대응 협상을 하거나, 공급자에게 협상 

제의를 할 수 있게 된다. 협상의 종료조건을 

보면, 우선 생산자가 고객에게 대응 협상을 

하는 경우는 고객 이 협상안을 받아들였을 때 

협상이 종료되며, 생산자가 공급자에게 협상 

제의를 하는 경우는 공급자가 생산자의 협상 

안을 받아들였을 때 협상이 종료된다. 그 이 

외의 상황에서는 고객, 생산자, 공급자간에 협 

상제의와 대응협상이 오고가면서 위 종료조 

건을 만족하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림 7〉은 이러한 비즈니스 시나리오 흐 

름을 표현한 그리이며, '。' 는 고객을, 'M'은 

생산자를, 'S'는 공급자를 나타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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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egular-Blank RFQ 확장 • 통합 시나리오

파트너들이 주고받게 되는 견적 이나 RFQ의 

진행방향은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C —> M S ”는 고객이 생산자（자신）에게 

협상안 혹은 견적을 보내는 상황이다. 마름모 

는 판단（자신 혹은 파트너）을 의미하며, 

“Nego to A?”는 A에게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뜻하고 “A Nego?”는 A가 협상 

안을 보낼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뜻한다. 

"Alternating Offer Check”는 파트너 간 협상 

횟수를 파트너 각자가 제어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협상 횟수에 대해서 선택적 협 

상을 하려는 파트너 각자의 정책 특성에 따르 

며 협상 횟수가 무한정 반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은 Regular-Blank RFQ의 시나리 

오 흐름을 표현하고 있으며 , 그림 에 나타내 어 

진 바와 같이 최초의 협상은 공급자로부터 견 

적을 받은 생산자부터 시작 할 수 있으며, 

Blank-Blank RFQ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 

상 종료조건은 고객 이나 공급자 한 쪽이 협상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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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Regular-Blank RFQ 확장 - 통합 시나리오

〈표 3> 비즈니스 패턴과 협상 시작 종료 조건

비즈니스 패턴 협상 시작 협상 종료

Blank-Blank 최종 고객 고객 혹은 공급자가 협상안 수락

Regular-Blank 생산자 고객 혹은 공급자가 협상안 수락

Regular-Regular 생산자 혹은 고객 공급자가 협상안 수락

〈그림 9〉는 Regular-Regular RFQ의 시나 이 경우 고객 이 Regular RFQ를 생산자에게 

리오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보낸 직후 공급자에게 Regular RFQ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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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Blank
Start

〈그림 9) Regular-Regular RFQ 확장 • 통합 시나리오

기 전에 고객에게 협상제의를 할 수 있다. 이 

때 고객 이 그 협상안을 받아들여도 공급자에 

게 Regular RFQ를 보내지 않은 상황이므로 

협상 종료를 할 수 없다. 협상 종료는 공급자 

에 게 까지 Regular RFQ를 보낸 후 공급자와 

의 협상 끝에 공급자가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각 비즈니스 패턴에 따른 

협상 시작과 종료를 정리하면〈표 3〉와 같다.

5. 결론과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확장 • 통합 환경 하의 공급 

사슬에서 협상에 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모습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자동 통합 환경 하에서의 공급사슬계획 

연구에서 각 파트너들 간의 협상관련 비즈니 

스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사람의 간섭 없이 

기계(Agent)들만의 의사소통으로도 공급사슬 

계획 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전체 공급 

사슬 가용용량 파악이 용이한 확장 • 통합 환 

경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 방법#로 기존의 

자동 통합 환경 하에서의 공급사슬계획 관련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 가능성 분 

석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한 협상 패턴들을 적 

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흐름을 제안하였다. 

공급사슬 내의 파트너 간 발생할 수 있는 협 

상 상황을 설명하고자 기본 협상 단위 패턴으 

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 통합 환경으로의 적용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협상 모델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상 능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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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효율적 인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 연구 

로 진행할 예정 이다.

이외에 자동통합 환경의 비즈니스 시나리 

오 측면에서 이제까지 살펴 본 Regular RFQ 

와 Blank RFQ는 부품의 가격, 수량이 모두 

주어지거나 아니면 모두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이다. 즉 RFQ의 가격, 수량 정보 중 하나만 

주어지는 Partial RFQ롤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위의 Partial RFQ의 비즈니스 시나리오의 

설계와 그에 따른 협상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앞서 제시한 

Blank RFQ와 Regular RFQ의 협상 시나리 

오에 추가한다면, 확장 • 통합 환경 하에서의 

보다 더 풍부한 협상관련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제안할 수 있올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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