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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Management(SCM)의 의의
SCM은 참가하는 기업간의 갈등과 전체 최적화에 의한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조정을 목표
로 하는 항상 변화하는 시스템이다. 최근의 정보 네트워크 기술, 특히 인터넷 또는 Web 컴
퓨팅은 e-business라고 하는 적용영역에서 보급되고 발전하여 보다 질 높은 정보 공유 시
스템을 구축하고있다. 여기서는 생산 시스템의 관점에서 SCM을 검토하기로 한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Web 컴퓨팅
PC가 보급되면서 퍼스널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결합하는 정보 네트워크 시대로 발
전했다. 이 경향은 인터넷의 보급에 의하여 폭발적으로 가속화 되었고 intranet (기업 내 정
보 시스템)은 인터넷을 더욱 발전시켰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정보 발
신과 내부의 한정된 사람들의 정보 교환의 질의 차이를 두는 web 기술을 들 수 있다.
또한 intranet은 협력 기업이나 제휴(alliance) 기업 등과의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하는
extranet으로 확장된다. 인터넷은 이미 단순히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보 네트워크가 아니라
한정된 기업간에 질 높은 정보 교환을 지원하는 구조도 가능케 하고 있다. 기업은 퍼스널
컴퓨터의 각개 (stand-alone) 도입에서 LAN 접속에 의한 정보의 공유화를 촉진하는 그룹
웨어, 그리고 intranet, extranet, 또한 인터넷과 폭 넓은 정보기술 옵션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생산 시스템의 발전
1980년대에 생산 시스템의 발전으로서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을 들
수 있다. CIM은 개별 기술에 사용되는 컴퓨터 영역을 통합(Integrated)하는 것으로 특히 기
계조립산업에서의 automation, NC, CAD, MRP 등의 개별적 기술의 통합을 의미한다.
1990년대는 리엔지니어링에 의한 제조업의 재생이 큰 테마이다. 미국 기업의 경우, 고객
지향,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여 일본적 생산 시스템, 즉 제조업에서의 연구 개발, 생산, 판
매의 세가지 업무를 정보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경영전략 하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갔다. CALS(Computer-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로 인해 기업
의 각 부문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 교환이 효율화되고 조직을 초월한 통합데이터베이
스 구축으로 의사결정의 신속화,업무의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 시스템의 최신 동향- Virtual Enterprise

Virtual enterprise란 설계, 제작, 지원의 여러 활동이 어디에서든지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Virtual enterprise의 중심 개념은 virtual manufacturing이며 정보기술을 이용하
여 제품설계에서 제조 시술까지의 virtual화를 목표로 한다.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Web 컴
퓨팅 기술이 CAD/CAM/CAE/PDM 등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제품에 적용 되어 많이 쓰
이고 있다.

Web 컴퓨팅과 Supply Chain System
웹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Intranet은 기업 내∙부문간의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쉽게 프로세스를 체인화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 내 혹은 기업간에 정보를 네트
워크화 하여 하나의 공장처럼 공장관리, 생산관리, 물류, 기술, 정보 시스템 운용을 통
합하는 virtual factorization이 시도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과
직접적인 정보를 교환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 및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
록 고객을 지원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업의 효과적인 supply chain system이 실
현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