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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업간 협업이 강조되면서 전자상거래 업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점차 초기의 주문 

처리 및 지불 업무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협업 프로세스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협 

력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세스가 표준을 통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B2B 국제 표준 

의 하나인 로제타넷에서는 프로세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꾸준히 새 PIP(Partner Interface Process) 
을 개발하고 있다. 각 PIP들은 모두 기업 내 • 외부의 단위 업무를 표준화한 것이므로, 큰 단위의 업무 프 

로세스에는 여러 개의 PIP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중* IP의 연계와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산출물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로제타넷 구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컨텐츠 기반 문서 라우팅 시스템을 구현하고, 다중* IP이 요구되는 로제타넷 e-Logistics 환경의 

구축에 실제로 활용함으로써. 다중」PIP의 실행이 유연하게 지원될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The scope of e-Commerce process becomes wider as the emphasis on the enterprise collaboration 

grows. It has expanded from its initial settings of order management or billing processes to cover 

various collaborative processes in the company's value-chain. In order for those collaborative e- 

Commerce processes to be successful, corresponding business processes should be fully supported by 

standard bodies. The RosettaNet consortium,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B2B 

standard bodies, has steadily provided new PIPs to support those expansions. Since individual 

RosettaNet PIPs correspond to unit tasks that are executed separately in or between companies, 

multiple PIPs have to be integrally used to properly handle larger business cases. RosettaNet 

implementation, however, has suffered from the lack of standard guidelines or deliverables to refer 

under this multi-PIP environment. In this research, a contents-based document routing system is 

implemented. By applying this routing system to the RosettaNet e-Logistics program where multi-PIP 

environment is inevitable, we verified our contents-based document routing system is effective to 

support multi-PIP environment flexibly.

키워드 : 로제타네 PIP, e-Logistics, 컨텐츠 기반 문서 라우팅

RosettaNet, PIP, e-Logistics, Contents-Based D ocument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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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의 활동 무대가 확대되면서 경쟁은 범 

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격 

화된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확보 

하기 위해 핵심 역량의 강화와 업무 프로세스 

의 자동화 및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의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전 

자상거래 시스템들이 기업간 업무의 자동화 

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문 처리 및 대금 지불 등 직접 

적인 상거래 업무만을 지원하던 초기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들도 차츰 대상 업무가 확대되 

어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협업을 지 

원할 수 있는 범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 

근의 전자상거래에서는 협력적 제품 설계, 협 

업을 통한 수요 예측, 판매자 관리 재고 

(VMI： Vendor Managed Inventory), 주문 처 

리, 3자 물류(TPL： Third Party Logistics)를 

통한 제품 인도, 대금 지불, 회수 및 폐기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들을 모두 전자상거래 프 

로세스로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 이며, 이를 지 

원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1, 6, 9, 11].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프로세 

스가 기업간에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 프로세스들이 국제 표준을 통해 명 

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국제 표준의 하나인 로제타넷에서도 이를 위 

해 지속적으로 신규 PIP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존 PIP을 갱신해 나가고 있다.

로제타넷은 전자 부품 및 반도체와 같은 하 

이테크 산업의 수직적 인 전자상거래 표준으 

로 인식되었으나 꾸준히 PIP을 개발하여 컴 

퓨터, 가전 통신 및 물류 산업으로까지 그 영 

역을 수평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 

는 여러 다국적 기업간의 협력적 수요 예측으 

로부터, 3자 물류 판매자 관리 재고 지불 등 

의 제반 업무를 로제타넷 PIP을 통해 실행시 

키고자 하는 e-Logistics 프로그램을 여러 국 

가와 기 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 

기도 하다[1, 2],

로제타넷에서 제시하는 개별 PIP들은 모두 

기업 내 • 외부의 업무를 최소의 단위로 표준 

화한 것이다. 따라서 e-Logistics 프로그램과 

같이 큰 업무 프로세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PIP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 

는 다중JPIP 환경 이 필연적 으로 나타나게 된 

다. 로제타넷에서는 개별 PIP의 활용에 대해 

서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제공하 

지만, PIP들의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산출물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다주PIP 환경의 구축을 

위해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대부분 

특정 솔루션 공급 회사의 독자적 인 방식에 의 

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IP 환경을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도록 로제타넷 PIP 문서로부 

터 특징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정의한 다음, 

이를 라우팅 규칙에 활용하는 컨텐츠 기반 문 

서 라우팅 시스템을 제시하여 구현하였다. 구 

현된 라우팅 시스템을 대표적 인 다중PIP 환 

경 이라고 할 수 있는 로제타넷 e-Logistics 프 

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컨텐츠 기반 문서 라 

우팅 이 쉽게 다주PIP 환경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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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로제타넷 다奇PIP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컨텐츠 

기반 문서 라우팅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였 

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된 로제타넷 e-Logistics 프루77 

램의 내용과 실제 구현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2. 로제타넷 다중-PIP 환경

2.1 PIP의 상호 작용 형태

로제타넷은 개방형의 e-비즈니스 업무 표 

준을 정의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걸쳐 구현하 

고자 하는 약 500개 이상의 선도적 기업과 조 

직들로 구성된 비영리 컨소시엄이며, 해당 컨 

소시 엄에서 정의해가고 있는 e-비즈니스 표 

준 프레 임워크를 지칭한다 [1, 2, 5].

PIP은 로제타넷 표준의 대표적인 특징 중 

의 하나로 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를 최소의 

단위로 정의하는 문서 및 상호 작용 표준이 

다. 로제타넷에서는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One-Action과 Two-Action의 두 가지 상호 작 

용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 

에 PIP 역시 One-Action PIP과 Two-Action 

P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One-Action은 하나의 비즈니스 문서를 거 

래 파트너에 전달하고, 거래 파트너는 이 문 

서에 대한 수신 여부(Acknowledgement)만을 

반환하는 단순한 형태의 상호 작용 유형 이다. 

One-Action은 판매 이력 (Sales History)의 통 

지, 재고 현황 보고서의 전달과 같이 일방적 

인 업무 프로세스에 널리 활용되며, 대표적으 

로는 PIP4E1 과 'PIP4C1 등이 있다.

Two-Action에서는 비즈니스 문서가 거래 

파트너에 전달된 다음, 파트너 회사에서 이 

문서에 대한 답신 문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회 

신하는 형태로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주로 

요청 문서에 대한 승인 문서의 전달과 같은 

양방향 통신에 널리 이용되는데, 주문 요청서 

에 대한 주문 확정서의 전달을 정의하는 

PIP3A4가 대표적 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모든 PIP이 두 가지 상호 작용 유 

형만으로 단순화되어 정의되기 때문에, 기업 

이 하나의 PIP을 구현하여 거래 파트너와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은 비교적 쉽 

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거래 

프로세스는 단일의 PIP만•으로 구현되기에는 

보다 큰 범위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서 여 

러 개의 PIP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중- 

PIP 환경 이 구성되어야만 한다.

2.2 다중-PIP 환경에서의 상호 작용

로제타넷에서는 개별 PIP이 어떤 문맥 

(context)속에서 어떤 데 이터와 문서 형식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표준으로 명확 

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연관된 여러 

PIP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연계 가능한 PIP 

들에 대해서만 일부 언급하고 있을 뿐, 이들 

PIP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언 

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중-PIP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많은 시행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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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솔루션 제공 업자의 독 

자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 

생되고 있다.

더구나 여러 개의 PIP이 연계되는 상황은 

단순히 특정 PIP의 실행 후에 후속 PIP 이 순 

차적으로 실행되는 일대일 관계만을 가지는 

것 이 아니 라, 조건에 따라 후속 PIP의 실행 이 

생략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PIP에 의해 다수 

의 후속 PIP이 실행될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후속 PLP이 다양한 선행 PIP에 의해 실행되 

는 다대다의 복잡한 형태도 실제로는 현업에 

서 자주 발생 한다.〈그림 1〉은 조건에 따라 두 

개의 PIP이 일대일 관계로 연계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수요자가 전략적 예측을 생성하 

여 PIP4Al(Notify of Strategic Forecast) 문서 

로 전송할 경우, 공급자는 사전에 협의한 거 

래 약정서 (TPA : Trading Partner Agreements) 

에 따라 PIP4A5(Notify of Forecast Reply) 문 

서를 수요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처럼 거 

래 약정서의 유무와 그 내용에 따라 두 개의 

PIP이 조건부로 연계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대 일 혹은 일대다 형태의 연계도 자주 발 

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제품 출하 정보를 발송 

하는 PIP3B2(Notify of Advance Shipment) 

프로세스와 이에 대한 수신 정보를 발송하는 

PIP4B2 (Notify of Shipment Receipt) 프로 

세스를 들 수 있겠다. 실제로 3자 물류 서비스 

를 사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여러 번의 

PIP3B2 문서에 대해 한번의 PIP4B2 문서가 

전달되는 다대일의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물 

론 그 역관계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는 대금 청구 및 결제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러 번의 대금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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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으로 한번의 결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VMI 프로세스를 구축한 협력 회사간에 

는 자체 발생 청구서를 여러 번에 걸쳐 보내 

고 이를 한번의 대금 지급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 이 사용되기도 한다. 로제타넷에서는 이 

를 여러 개의 PIP3C7(Notify of Self-Billing 

Invoice)문서를 보낸 후 하나의 PIP3C6( Notify 

of Remittance Advice) 문서를 보내는 형태로 

처리한다. 이와 반대로 한번의 대금 지급 청 

구에 대해 여러 번에 나누어 결제를 하는 경 

우도 종종 발생한다.

보다 복잡한 다주PIP 환경에서는 PIP간 

의 연계가 다대다 관계로까지 정의될 수도 있 

다. 이처럼 다중」PIP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상당히 복잡한 대응 관계를 유연하게 지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로제타넷 

표준이 규정하고 있는 PIP 문서나 PIP 프로 

세스의 변경 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PIP 문서 

의 작성에 추가적 인 제 약을 가하는 방법도 거 

래 약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로제타넷 구현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이라 할 수 있겠다.

2.3 다중-PIP의 지원

다^PIP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래 

파트너 사이에 교환되는 PIP 문서로부터 후 

속 PIP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PIP 인 

스턴스간의 연계 정보라 할 수 있는데, 간단 

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PIP 

Instance ID 를 활용하는 것이다.

로제타넷에서는 개별 PIP 프로세스의 인스 

턴스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로써 PIP 

Instance ID 를 사용한다. PIP Instance ID 는 

XML로 된 PIP 문서의 ServiceHeader에서 

ZProcessControl/pipInstanceld/Instanceldentifier 

엘리먼트의 값으로 설정되며, PIP 트랜잭션 

을 시작하는 측에서 내부적으로 고유한 값을 

부여하도록 되 어 있다. 표준은 또한 Two- 

Action PIP을 시작하는 회사에서 생성한 PIP 

Instance ID는 답신되는 PIP 문서에 그대로 

포함되어 돌아오도록 규정하고 있다[8]. 따라 

서 PIP 문서를 생성할 때 Instance ID를 생 

성하는 규칙 속에 후속 PIP 프로세스에 대한 

연계 정보를 포함시킬 경우, Two-Action PIP 

문서의 최초 생성자는 자신의 후속 처리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외부에서 생성되어온 

PIP 문서를 전달받아서 후속 프로세스의 실 

행을 결정해야 하는 거래 파트너 회사에서 사 

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PIP Instance ID 를 두 

거래 회사간에 연계 정보로써 의미 있게 활용 

하기 위해서는 PIP Instance ID의 생성 규칙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로제타넷 표준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참여 회사의 로제타넷 프로 

세스 구현 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 

져 올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PIP Instance ID 의 활용만 

으로는 다중PIP의 연계를 유연하게 처리하 

기 어려우며, 후속 PIP 프로세스의 결정은 전 

달되어 온 PIP 문서의 내용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PIP Instance ID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 구현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소수의 PIP만을 개별적으로 실행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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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IP 문서에 대한 대표적인 질의 요소

내용 XPath 위치 ；

전송자

DUNS 번호

D eliveryHeader/messageSenderldentification/
Partneridentification/ GlobalBusinessIdentifier

수신자

DUNS 번호

DeliveryHeader/messageReceiverldentification/
Partnerldentification/GlobalBusinessIdentifier

전송자 

역할 코드

ServiceHeader/ProcessControl/
Activity Control/MessageControl/fromRole/
GlobalPa通R 이eClassificationCode

수신자 

역할 코드

ServiceHeader/ProcessControl/
ActivityControl/MessageControl/toRole/
GlobalPartnerRoleClassificationCode

PIP 코드
ServiceHeader/ProcessControl/pip  Code/
GlobalProcessIndicatorCode

문서 종류
ServiceHeader/ProcessControl/
ActivityControl/BusinessActivityldentifier

문서 버전 ServiceHeader/ProcessControl/pip  Version/ 
Versionidentifier

RNIF 버전 Preamble/StandardVersionA^ ersionldentifier

는 중소기업들의 로제타넷 구현에서 종종 활 

용되고 있기도 하다.

3 컨텐츠 기반 문서 라우팅 시스템

로제타넷 PIP 문서는 RNIF(RosettaNet 

Implementation Framework)에서 정의한 문 

서 작성 규칙에 따라 작성된 Multipart MIME 

메시지 이다. 각 part의 MIME 메시지는 로제 

타넷에서 정의한 XML 파일이거나 첨부 파 

일 및 전자서명이다. 이러한 Multipart MIME 

메시지를 HTTP(S) 프로토콜을 통해 거래 

파트너 회사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전송하 

는 것이 비즈니스 문서의 전달이 되는 것이다 

[2, 3]. 문서를 전송 받은 파트너 회사에서는 

문서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 응답이나 오류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Two-Action PIP의 경 

우 답신 문서를 생성하여 전송하며, One- 

Action PIP의 경우에는 후속 PIP 프로세스로 

의 연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전달 받은 

문서의 내용과 유형으로부터 후속 프로세스 

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컨텐츠 기반 문서 라우팅은 이러한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환되는 PIP 문 

서로부터 후속 프로세스의 결정에 필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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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만을 따로 정의할 수 있게 한 다음, 이것 

을 라우팅 규칙을 통해 후속 프로세스의 연계 

및 실행에 활용하는 방식 이다.

3.1 Document Type 의 정의

전송 받은 PIP 문서로부터 후속 프로세스 

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PIP 문서 

로부터 추출해야 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문서의 전송자와 수신자에 대한 고 

유 번호(DUNS), 이들의 PIP 상에서의 역할 

코드 교환되는 PIP의 코드 PIP 문서의 종류 

와 버전 정보 메시징에 사용되는 RNIF 버전 

정보들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PIP 문서의 라우팅을 위해 자주 추출되는 

정보와 해당 정보의 PIP 문서상의 위치가 

XPath의 형태로〈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개개 PIP 문서의 종류에 따라 내 

부의 중요 XML 엘리먼트들이 추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LP3A4의 경우 주문되는 품 

목의 종류와 수량이 해당 문서의 라우팅에 영 

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문서로부터 추출되도록 정의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중요 품목이나 수량이 많은 주문의 경 

우 특별한 후속 처리를 위해서 기업에서 자주 

이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속 프로세스로의 연계를 결정하 

기 위해, 파트너로부터 수신된 PIP 문서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XML 엘리먼트를 기술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D ocument Type으로 정 

의하였으며, 다중* IP간의 다양한 연계 형태 

를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Document Type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를 통해 구현된 컨텐츠 

기반 문서 라우팅 시스템의 D ocument Type 

정의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D ocument Type 

은 하나의 PIP 문서에 대해서 여러 개가 정 

의될 수도 있으며, 여러 개의 PIP 문서에 대 

〈그림 2〉Document Typed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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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하나의 Document Type이 정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된 Document Type은 다중」 

PIP의 연계를 유연하게 지원하는 장점 외에 

도 Document Type。］ 일치하지 않는 라우팅 

규칙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규칙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행 엔진의 처리 부 

하를 미리 줄여주는 효과를 얻게 한다.

3.2 라우팅 규칙의 정의

컨텐츠 기반 문서 라우팅 시스템은 우선 수 

신된 PIP 문서가 어떤 D ocument Type에 해 

당하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Document Type에 대해 정의된 

추출 항목들이 모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추출 항목이 모두 얻어져서 수신된 PIP 

문서의 Document Type이 결정되면; 실제로 

추출된 값을 평가하여 후속 프로세스의 라우 

팅에 사용하게 된다.

라우팅 규칙이란 특정 D ocument Type에 

대해서 추출된 값들에 대한 평가 방법 및 기 

준 그리고 후속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즉, 수 

신된 문서가 PIP3A4에 대해서 정의된 특정 

Document Type으로 확인될 경우, 제품 번호

(Rule usage = "true"〉

<Name)xxx</NameXD escription /〉

(Criteria)
{Sender usage = "true"〉

〈User〉

〈Value〉123456789</V ahie〉〈Type〉l〈/Type〉

〈/User〉

〈/Sender〉

〈Receiver usage = "true"〉

〈User〉

<Value>987654321</Value><Type>l</Type>
〈/User〉

〈/Receiver〉

〈D ocType usage = "true"〉〈ID >7</ID )(/D ocType)
(/Criteria)
<ExtendedCriterias)

(ExtendedCriteria common = "false” docTypelD = "7” /〉

(ExtendedCriteria common = "true''〉
(AttributeCondition)

<Attribute>TRANSPORT</Attribute>
〈Operation〉드〈/Operation〉

<Value>HTTPS</Value>
〈/ AttributeCondition)

〈/ExtendedCriteiia〉

</ExtendedCriterias>

〈그림 3> 라우팅 규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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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라우팅 규칙의 정의 화면

가 'PD0301' 이고 수량이 '300' 이상일 경우 

에는 'CreatePurchaseOrderConfirmation 이 

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야 한다는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 라우팅 규칙이다. 다음은 라 

우팅 규칙을 정의하는 XML 파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우팅 규칙의 평가에는 ＜，＜ = . =，＞ = , ） 

와같은 수치값의 대소 관계 연산과 문자열의 

동등 비교가 허용되며, 앞서 Document Type 

의 정의를 위해 추출된 모든 XML 항목들이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수신된 PIP 문서로부터 추출된 항목들 외 

에도 추가적인 요소들이 라우팅 규칙에 정의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문서의 수신에 이용 

된 프로토콜의 종류（HTTP 혹은 SMTP）, 

Port 번호 HTTP 요청 URL과 요청 Method 

의 종류 등이 시스템의 운용 측면에서 추출되 

어 라우팅 규칙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로 

제타넷을 실행하는 환경에서는 거래 파트너 

나 교환되는 PIP의 종류에 따라 두 회사의 로 

제타넷 시스템 사이에 개설하는 Port나 URL 

등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 

한 시스템 운용상의 요소들이 라우팅 규칙에 

포함할 경우 PIP의 연계가 보다 유연하게 구 

성될 수 있다.〈그림 4〉는 이러한 라우팅 규칙 

을 정의하는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4. 로제타넷 e-Logistics 프로그램

로제타넷 기반의 e-Logistics 프로그램은 두 

기업간의 온라인 거래 전후 과정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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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력적 수요 예측, 주문 처리, 선적 및 배송, 

대금 청구 및 결제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의 물리 

적인 이동과 연관된 제반 전자상거래 문서 및 

정보의 흐름을 로제타넷 PIP을 통해 구축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몇몇 국가와 다국적 

기업에서 로제타넷 기반의 e-Logistics 프로그 

램이 추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VMI 프로세 

스와 3자 물류 서비스를 다奇PIP을 통해 효 

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전체 프로그램의 성 

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 2].

4.1 VMI 프로세스와 3자 물류 서비스

e-Logistics 프로그램 내에서 VMI는 협력적 

수요 예측과 주문 처리에 주로 관련되는 업무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VMI는 생산자（혹은 

공급 업체, 도매 배송 센터）가 최종 제품의 판 

매자（혹은 유통 업체, 조립 업체 ）로부터 제공 

받은 수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자에 대 

한 구매 주문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과거 

에는 최종 제품의 판매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중간 생산물들의 납기 기한과 수량을 결정했 

던데 반해, VMI 방식에서는 이와 관련된 재 

고 관리까지를 생산자가 대신하게 된다. 중간 

제품의 생산자는 공유되는 수요 정보와 자신 

의 생산 용량 및 내부 계획을 기초로 하여 안 

전 재고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며, 판매자는 수많은 중간 제품에 대한 재 

고 관리 비용을 없애고 신뢰할 수 있는 생산 

자에 의해 제공되는 안정적 이고 정확한 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확해진 납기 

일과 재고 부족으로 발생하는 판매 중단 상황 

（stock-out）의 감소는 양측 모두의 이익을 증 

대시키게 된다[10, 13].

3자 물류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전문적 이고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중 • 장기적으로 이 

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의 가치 사슬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계화 되 

어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기본적인 수송이나 

창고 관리는 물론 통관 서비스나 불량 제품의 

회수 및 포장 등도 3자 물류 서비스를 통해 

해 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자 물류의 개념이 널리 퍼져있는 북미나 

유럽에서는 재고 및 운송비용의 절감, 전문성 

및 시장 지식 습득, 핵심 역량에의 집중, 운영 

효율성 및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 

대하며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은 즉각적인 고객 

대응이 어렵다는 점과 물류 부문에 대한 통제 

권 상실 등을 이유로 3자 물류의 활용에 소극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7].

그러나 정보 기술과 전자상거래 표준을 통 

해 물류 활동에 대한 통제는 보다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물류 정보 시스템의 구 

축과 함께 로제타넷 표준을 통한 투명한 거래 

처리가 3자 물류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쉽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4.2 3자 물류가 포함된 VMI 프로세스

VMI 프로세스는 크게 수요 예측 및 계획 

단계, 재고 및 수요 충족 단계, 청구 및 결재 

단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VMI 

프로세스가 부품 공급자와 제조업체 양자간 

의 상호작용만을 다루었다면 3자 물류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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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자 물류가 포함된 수요자 주도 VMI

함된 VMI 프로세스에서는 수요자측의 창고 

（Warehouse）가 포함된 3자간의 상호작용을 

다루게 된다. 이때 수요지측의 창고는 3자 물 

류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거나 아예 3자 물 

류 회사의 소유일 수도 있다. 전체 과정에서 3 

자 물류 회사가 개 입하는 프로세스는 주로 재 

고 및 수요 충족 단계에 해당된다.

3자 물류가 포함된 VMI 프로세스는 수요 

예측 및 계획을 부품 공급업체에서 하는 경우 

와 제조업체（혹은 소매 수요자）측에서 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수요자 주도형 VMI를 중심으로 살펴보 

기로 하겠다.

4.2.1 수요자 주도형 VMI

제조업체에서는 직접 수요 예측과 생산 계 

획을 작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부 

품들의 소요량을 재고 현황 보고서와 함께 부 

품 공급 업체에 전송하게 된다. 3자 물류 회사 

에서도 주기적으로 창고의 재고 현황 보고서 

등의 정보를 부품 공급 업자에 게 전송하게 된 

다.〈그림 5〉는 3자 물류가 포함된 수요자 주 

도형 VMI 프로세스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부품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사이에는 구매 주문서의 발송이 사 

라지게 되며, '2.1' 프로세스에서 발송되는 수 

요 예측 확정서가 구매 주문서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된다.

4.2.2 다중-PIP으로의 대응

앞서 살펴본 3자 물류가 포함된 VMI 프로 

세스를 로제타넷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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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비자 주도형 四I의 PIP 대응

VMI 프로세스 PIP 프로세스

1.1 4A3. Notify of Threshold Release Forecast

1.2 4C1. Distribute Inventory Report

2.1 4A5. Notify of Forecast Reply

2.2 3B2. Notify of Advance Shipment

24 4B2. Notify of Shipment Receipt

2.5 4D1. Notify of Material Release

2.6 3B2. Notify of Advance Shipment

2.7 4B2. Notify of Shipment Receipt

3.1 3C7. Notify of Self Billing Invoice

3.2 3C6. Notify of Remittance Advice

〈그림 6> 후속 PIP 프로세스의 정의

각각의 세부 프로세스를 어떤 로제타넷 PIP 

에 대응시킬지를 결정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 

보들을 개별 PIP 문서의 작성을 위한 데 이터 

필드에 대응시켜 주어야만 한다.

〈표 2〉는 본 연구를 통해 추진된 로제타넷 

e-Logistics 프로그램 에서 수요자 주도형 V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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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세부 단계를 로제타넷 PIP에 대 

응시킨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그림 5〉에서 제품의 물리적 인 

이동을 나타내는 '2.3' 프로세스가 PIP과의 

대응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제 

타넷에서는 수요 예측 정보의 발송을 위해서 

PIP4A2( Notify of Embedded Release Forecast) 

와 PIP4A3(Notify of Threshold Release 

Forecast)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Ll' 프로세스의 경우 재고 관리 

의 책임이 제조 업체에서 부품 공급 업체로 

전가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PIP4A3를 사 

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컨텐츠 기반 문서 라우 

팅 시스템은 국내 기업과 해외 다국적 기업간 

의 로제타넷 e-Logistics 구현에 적용되었는데, 

현재 글로벌 3자 물류 서비스 업체가 포함된 

VMI 프로세스를 10개의 PIP 연결을 통해 양 

사간에 구현하여 구동 중에 있다[4,12], 기존에 

팩스와 사용자간의 전화를 통해 처리되던 중 • 

단기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가 완전 자동화되 

어 e-Logistics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상 

태이다.〈그림 6〉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컨텐츠 

기반 문서 라우팅 시스템 이 탑재된 비즈니스 

통합 플랫폼에서 후속 실행될 PIP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는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5.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다중pip이 유기적으로 실 

행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로제타넷 기반의 전 

자상거래 환경에서, 후속 pip 프로세스로의 

효과적인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컨텐츠 기 

반 문서 라우팅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기업과 해외 

다국적 기 업과의 로제타넷 e-Logistics를 구현 

하는데 적용되었으며, 다중PIP 연계를 통해 

3자 물류를 포함한 글로벌 스케 일의 VMI 프 

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다중-PIP의 실행 과정 

을 추적하고 모니터하기 위한 시스템의 추가 

적 인 구현과 컨텐츠 기반 문서 라우팅 시스템 

을 BPM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BPM 시스템의 경우 로제타넷 

PIP들을 보다 상위의 BPM 프로세스로써 관 

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 인 연계 실행을 

담당하는 컨텐츠 기반 문서 라우팅 시스템과 

함께 프로세스의 효율적 인 실행과 관리에 효 

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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