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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업체와 공급 업체 간의 공급

망의 가시성, 안전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물류 표준을 준수하며 고도화 및 지능화된 스마트 SCM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공급망의 가시성, 안전성, 효율성 향상

을 위한 물류 표준을 준수하며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효율적인 자동 발주 솔루션을 제시한다. 자동 발수 솔루

션은 협력업체와의 생산계획정보, 발주정보, 납품정보, 품질판정정보, 재고현황 등의 제품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웹 기반 솔루션이다.

키워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발주(order),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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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SCM(Supply Chain Management)은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그리

고 고객에 이르기까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으

로서 효율적 재고관리와 제품의 적시 공급으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

고, 광범위한 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관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1]. 물류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포장, 수송, 보관, 운반하역, 정보, 기반 등 6대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국가 기관에서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물류 표준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각 부처별, 분야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 상호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2].

급격한 기술발전과 함께 상호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수요의 다양성

과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SCM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SCM 산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공급사슬 전체에 대한 자동화

(automation), 자율화(autonomy), 연결성(connectivity)을 강조하

는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인 스마트 SCM으로 진화하고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업체와 공급 업체 간의 공급망의 가시성, 안전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물류 표준을 준수하며 고도화 및 지능화된 스마트 

SCM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공급망의 가시성, 안전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물류 

표준을 준수하며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효율적인 자동 발주 솔루션을 

제시한다.

II. System Solution

일반적인 생산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은 수주/발주 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 관리 등의 주요 사항들이며 본 논문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표 1은 효율적 재고관리와 제품의 적시 공급으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고, 광범위한 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다. 표 2 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웹기반 

자동 수주/발주 솔루션이며 고객사로 부터 발주자료를 받아 협력사에 

발주를 하고 업체의 출하부터 본사로 입고, 출하준비, 검사, 품질관리, 

고객출하까지를 관리하는 솔루션이며 각 모듈 별 기능 명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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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제점 해결방안

수 발주 

관리

ERP발주 및 

수기발주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한 System발주로 실

시간 공유 (업무Loss 및 

오류방지)

입 출고 

관리
수기입력

� 사물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리(업무Loss감소)

재고 

현황

수작업으로 인한 

확인시점차이로 

정확도 낮음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실

시간 재고현황 및 미납사

전확인

추적성 

관리

입고LOT 확인 및 

이력관리에 한계가 

있음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실

시간 이력관리 및 추적

가능

재고 

관리

재고관리에 애로가 

많음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실

시간 현황으로 적정재고

관리 (재고금액감소)

Table 1. System Solution for management

기능 내용 접목 기술

수주

• 고객사(원청사)로 부터 

납품 오더 수주하는 모듈

• 다양한 오더 인터페이스 

방법 제공

① 직접입력(UI)

② 파일 업로드

③ FTP interface 

④ API:온라인 연계

⑤ DB Link

발주

• 고객사로부터 받은 

오더(발주번호)에 대해 

협력사에서 공급해야 할 

부품에 대해 발주

• 발주상태 

모니터링(웹/모바일)

• 인공지능 모듈 활용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오더 발주

 -안전재고, 안전재고일, 

납기, 리드타임 등

 -다양한 변수의 

인공지능적 산출

출하

• 협력사에서 납품을 위한 

라벨발행, 납품서발행 

기능을 제공하여 납품 

진척을 파악 가능

① 바코드 라벨 발행

② IOT 장비-발주번호 

연계 등록

납입

•협력사에서 납품한 

생산부품에 대해 입고 

처리

•재고조사(모바일 스캔)

① 라벨 스캔

② IOT 자동 스캔

Table 2. System Solution for module specification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업체와 공급 업체 간의 공급망의 가시성, 안전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물류 표준을 준수하며 고도화 및 지능화된 스마트 

SCM 솔루션을 제시하였으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공급망의 가시성, 안전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물류 표준을 준수하며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효율적인 자동 발주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자동 

발수 솔루션은 협력업체와의 생산계획정보, 발주정보, 납품정보, 품질

판정정보, 재고현황 등의 제품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웹 기반 

솔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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