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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은 원재료
가 제품이 되어 시장에 나아가기 까지 모든 과정
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0년대 초
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SCM 은 
재고 감축을 위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따라서 어떻게 적정량만 공급할 것인가?(예
측) 그 예측을 토대로 어떻게 재고를 줄일 수 있
을 것인가? (물류 혁신) 이 주요 내용 이였지만 
더 이상 SCM 은 재고감축만을 아닌 공급관리. 

개발활동. P&L(Profit and loss), 고객 관리 활용, 

마케팅, 자금 조달 등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아가고 있다. 이는 2017년에 발표된 SCM 관련 
소프트 웨어 시장 추이만 봐도 SCM 이 점점 확
대됨을 알 수 있는데 SCM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
모는 101억佛 에 달하고 매년 2% 정도씩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 SCM Software 시장 전망

 하지만 SCM 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 등으로 범
위가 워낙 방대하여 실시간 정보 취합이 어렵고 
보안 또한 취약한 실정이며 스마트팩토리에 적용
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력
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IOT 를 활용 하여  
SCM 의 고도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한 효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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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급사슬 관리(SCM) 는 흔히 원재료가 완제품으로 되기 까지 다시 말하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전
달되는 전체적인 절차(부품조달, 생산계획, 납품, 재고관리등)를 주로 통칭한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공급사슬 관리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에 주로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용절감과 효율성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 신뢰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4차 산업의 중심이 Smart Factory 에 그대로 적용 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전통적인 공급사슬 관리 에 사물인터넷을 더하여 각 요소들을 
자동 제어 하고 블록 체인을 이용하여 보안 또한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공급사슬관리망 을 제안한다. 

ABSTRACT

Supply Chain Management (SCM) is the overall process (component procurement, production planning, 

delivery, inventory control, etc.). It is the process from the supplier to the consumer until the raw material 

becomes the finished product. Basically, traditional supply chain management is primarily aimed at cost 

reduction and efficiency. However, considering only cost reduction and efficiency, it is not easy apply the 

center of 4th industry to Smart Factory. In this study, I propose a form of supply chain management network. 

It can be satisfy the security by using block chain and automatic control of each element by adding the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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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가. 기존 SCM 의 한계
대량 생산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산

업혁명 초기에 비해 제품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소비자는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게 되고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SCM 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몇 년 전 까지 기업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JIT( Just in Time) 만 보아도 
SCM 의 본질적인 성격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생산비
용 및 재고의 최소화에 최적화 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SCM은 점차 발전하여 현재 물류, 공급 전략, 

생산 계획(S&OP), 제품 수명관리 에 이르기 까지 광
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데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실시
간 대응하여 재고 및 비용을 최소화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신뢰성과 보안의 확보
에 한계가 있고 회사 간의 정보공유 또한 제한적이라
고 볼 수 있다.

나. 창고관리 시스템(WMS)

창고관리 시스템이란 입고부터 제품 검수, 적
재, 출하, 재고현황 등 창고 내에서 일어나는 모
든 일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써 실시간 재고관리, 

입출고 최적화는 물론 최근에는 물류 흐름정보의 
통합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래그림은 
일반적인 회사 간 창고 관리시스템의 구성 이다.  

그림 2. 회사간 WMS 연결 구성

상기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 WMS 시스템의 보
안은 전적으로 WMS 서버의 보안 에 의존하고 
있어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며 보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다. 사물인터넷 (Internet on Thing)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사물간의 정보소통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가 되 
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기반은 ‘센서’ 이다. 사실 
IOT 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하
지만 과거 ‘센서’ 간 데이터 연결 및 수집을 하기 
위한 서버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통신망의 
속도 또한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에는 SSD(Solid state disk) 의 등장으로 서버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Traffic 이 대폭 향상되었
으며 5G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등 과거의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비로소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 Block Chain  

아무리 활용성이 높더라도 보안에 문제가 발생
되면 해당 솔루션은 사용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Block 

Chain 이다. Block Chain 의 특징은 P2P 방식으
로 동작한다는 점인데 특정 서버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기존의 보안방식과는 달리 여러 컴퓨터
에 분산되어 정보를 저장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를 활용하면 SCM 내에 있는 기업 간 의 블록 체
인망 구성이 가능해지기에 모든 정보에 있어 신
뢰성은 물론 보안까지 확보할 수 있다.   

III. 결  론

SCM과 IOT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WMS 와 
물류 시스템에 RFID 와 IOT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제품이 출하 시 RFID 를 통해 물품
명, 크기, 중량 등이 자동으로 수집되고 이 정보는 
WMS와 고객사 동시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고객은 
기존보다 빠르게 해당 정보를 받아 보다 효율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출하되는 제품은 
운반 과정에서 컨테이너에 부착된 온·습도, 충격 센
서 등을 활용하여 배송 중 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는 배송 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품질에 관한 신뢰수준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도난에 대한 실시간 감시도도 
가능해 진다. 또한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암호화 
한다면 공급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 조작이 불
가능 하므로 시스템에 신뢰성은 물론 보안까지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시스템

위 그림처럼 본사에서 출고 시 RFID의 정보를 
본사 및 협력사 서버에 블록체인을 걸쳐 저장하
고 협력사에 입고된 제품의 RFID 정보를 기존 정
보와 대조하면 상호 입고 물품의 정보에 대한 신
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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