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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수요 공급 이라는 경제활동의 발단에서부터 시작된 supply chain(공급 사슬)은 원재료 공급
자에서 최종수요자에 이르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체인 전체에서
경영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Business Process
Business process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복수의 관련업무와 그들이 형성하는 과정이나
흐름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화학공업의 사업체계에 기초한 기업의 사업기능은 크게 경영
계획, 조달(구매), 생산, 판매, 재무(경리), 노무(인사), 설계 기술(연구개발)로 분류된다. 기
업의 성장에 의하여 business의 가능이나 업무내용이 변화할 수 있고 사업의 활동범위에
의해 process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합리적인 업무의 파악이나 business process의 구성이
필요하다.

Business Process Engineering
Business process engineering은 business process에 관한 계획, 설계, 운용에 관계되는
엔지니어링을 말한다.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의 분야에서는 컴퓨터
지원 시스템이나 시뮬레이션 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프로세스 엔지
니어링 분야에서도 CASE(computer Aided System Engineering) 툴이나 소프트웨어패키지
가 사용되고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CALS(Computer Aided Logistics
Support)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비즈니스의 대응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SCM)는 기본적으로 business process engineering의 대상
을 기업의 외측으로 한걸음 전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business process engineering
은 기업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의 business process의 계획, 설계, 개발, 운용에 관계되는
engineering인데 비하여 SCM은 business process의 범위를 한 기업이라는 범위를 넘어
최종 수요자까지 활동범위를 확장 시킨 계획, 설계, 개발, 운용에 관계되는 engineering이다.
따라서 양자는 기본적인 engineering approach로서 value engineering(VE)이나 병행설계

(concurrent engineering) 등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지만 SCM은 디지털 엔지니어링
(virtual factory, internet, intranet, extranet)이나 TOC(Theory Of Constraints.) 등 기업
간에 걸친 고유의 부분이 있다.
ERP는 본래 enterprise라고 하는 범위에서 경영자원의 최적 계획을 목적으로 한 개념인
데 비하여 SCM또는 SCP(supply chain planning)는 supply demand라고 하는 supplier에서
customer에 이르는 process를 가장 적절한 경영 또는 경영계획을 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SCM은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BPR은 기업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전체의 생산성 향상(수익증대)을 목표로 business process를 재
조합하여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