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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의 Supply Chain Management(SCM) System 

 오늘날 기업이 필요로 하고 있는 솔루션은 부분최적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최적을 실현하는 total solution이다. SAP는 각종 예측기능을 이용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실

시간 최적화계획의 책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R/3 system 및 여러 데이터를 도입하여 정

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주며, mobile sales나 필드 서비스 활동도 잘 통합시켜주고, 인터넷

을 이용한 기업 간 거래를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SAP APO(Advanced Planner & 

Optimizer)는 각 부분의 데이터를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에서 이용, 개별적인 매개변수를 잘 

혼합함으로써 최적화 계획을 책정하도록 도와준다. 

 

R/3 시스템에서 실현하는 계획계 시스템과 실행계 시스템의 통합 

SAP R/3은 실행계 시스템(ERP 시스템)인 조달, 생산, logistics 기능과 계획계 시스템

(SCM 시스템)인 실시간 의사결정, 최적화, 선진적 계획기능을 하나의 개념으로 제공한다. 

실행계와 계획계가 함께 제휴하여 기업 및 supply chain의 전체 최적화를 실현한다.  

 

SAP APO(Advanced Planner & Optimizer) 

 SAP APO는 각종 예측기능으로 기업의 supply chain 전체에 걸쳐 분산되어있는 시스템을 

통합하여 전체 최적을 실현한다. SAP APO는 cost를 삭감하여 수익을 향상시킨다. 또한 기

업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전략적으로 제공하며 supply chain 

planning 전체를 최적화하고, supply chain cockpit/수요예측/생산계획 및 상세 스케줄링/납

기회답(ATP)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Supply Chain Cockpit  

Supply chain cockpit에서는 supply chain 전체를 공장/물류센서/여러 가지의 제약 조건

에 의하여 graphical model을 만든다. 또한 supply chain controller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실제 상황, 업무지표의 수지, 예외상황이나 현상의 문제점에 기초한 예측, 계획 및 스케줄도 

전망할 수 있다. 

  

수요예측(forecasting) 

APO 수요예측은 supply chain의 business partner가 개별적인 vendor나 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 받아 신뢰성이 높은 예측을 하게 도와주는 툴이다. 또한 수요예



측은 통계적인 예측방법과(다중회귀분석, 단회귀분석, 공정계절분석, 변동계절분석, 경향분

석 등) 여러 가지 source의 실시간 데이터를 결합하며, supply chain cockpit와 함께 사용하

면 수요 signal 및 수요 패턴의 변화를 빨리 포착하고 해석된 수요변동 요인을 파악해준다. 

 

생산계획 상세 스케줄링: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APO의 APS의 방법에는 물류, 배치와 수송, 생산계획 및 제조지시계획을 처리하기위한 

많은 툴을 포함한다. APS의 기본적인 목적은 supply chain을 수요예측에 의하여 포착된 실

제의 수요와 동기화 하는 것이다. 생산계획에서는 공급 레벨, 이용 가능한 노동력, 보수 스

케줄 등의 제약을 구성한 생산계획을 생성하는데, shop floor scheduling을 생산계획과 함께 

통합하여 최적화된 schedule을 생성할 수 있다.  

 

납기회답 : (ATP = Available To Promise) 

 ATP 서버에서는 결정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고객/plant 우선순위나 대체제품 등의 요

소를 편입시킨 룰 베이스의 logic을 이용한다. 또한, 이 서버에서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모드

로 다른 단계의 구성품목 및 능력의 ATP 체크를 한다. 그리고, 보다 우수한 performance

를 얻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상주시켜 실행할 수 있다. APT 서버에서는 supply 

chain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재고에 대하여 동시/즉시에 갱신이 가능하며 납기회답에 

관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 

 

기업의 시스템 구축을 강력하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프레임 워크  

비즈니스 프레임 워크는 개발 시간을 줄이고, 계속적인 업무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기

존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R/3을 재구축할 수 있으며 단계적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릴리스로 컴포넌트를 구축하여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요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