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ly Chain Management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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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Management(SCM)에서의 SCP와 SCE
SCM이란 고객 서비스의 강화와 효율의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내의 업무, 거
래처와의 관리를 통합한 것으로 구매(조달), 제조(생산), 물류(수송), 창고관리(재고), 영업
(판매)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SCM은 system의 performance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며
각 과정에서 단기적/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SCM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SCP(Supply
Chain Planning)와 SCE(Supply Chain Execution)으로 구성되어있는데, SCP는 supply
chain 전체를 최적화 하는 툴을 제공하는 것이며, SCE는 기업이 supply chain과 logistics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SCP(Supply Chain planning)
3-4년 전까지 SCP솔루션이라고 하면 생산계획, 재료계획, 유통계획, 설비계획 등으로 구
성되었으나 지금은 배송계획과 생산계획의 균형을 맞추는 계획 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앞
으로는 제품의 공동개발 과정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까지 볼 수 있을 것이
다.

SCE(Supply Chain Execution)
supply chain의 실행업무는 생산 스케줄링과 실시∙선진적 수주관리(AOM: Advanced
Order Management- 주문의 접수, 청구서 발행, 출하, 부가가치 서비스의 제공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한 고객 프로필로 수주에 따라 재고 보충을 위한 트리거 정보나 필요한 부가가치
서비스에 관한 계약상의 결정을 포함한다)∙창고관리(WM: warehouse management)∙수송관
리(TM: Transportation Management)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데 SCE는 수용과 공급의 밸
런스가 맞는 계획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SCM의 중핵기술
SCM의 중핵기술로는 최적화(제약조건이 있을 때 trade off를 고려하여 가장 좋은 답을 발
견하는 처리과정), solver 기술(최적 계획을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의 해석수단, 즉 solver
기술이 사용되는데 이들 툴로서는 simulation, 선형계획법(LP), 혼합정수계획법(MILP), 유
전 알고리즘, neural network, 발견적 방법, 제약논리 등이 있다.), 실시간 실행(생산공정의
동적 모델을 실시간으로 실행하여 단기간에 계획과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이 있다.

업종, 업태에 의한 SCM의 차이
유통 주체의 supply chain을 가진 제조회사는 배송의 응답시간의 단축, 보다 잦은 배송,
각 판매점 특유의 판매 촉진의 실시, 판매점의 요구에 따른 패키지 상품의 제공 등의 주안
점을 둔다. 제조 주체인 supply chain은 산업용 기기나 항공우주, 방위, 중금속, 반도체 등
의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업체는 인건비나 재료비의 비중이 적은 반면 고가의 장치를
이용하므로 실시간 스케줄링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조달 주체의 supply chain은 ‘제조처
이송전략’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90%까지만 미리 조립하고 가장 중요
한 핵심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SCM 소프트웨어 시장의 최근 동향
무엇보다도 ERP기업이 스케줄링 기업이나 SCP/SCE 공급자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SCM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중규모의 제조회사에 대해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
로 하는 새로운 SCM 공급자의 참여로 유저는 가격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SCM은
시스템 전체의 performance를 최적화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SCM 솔루션의 범
위가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