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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협업 물류 기술 및 적용사례 분석  
Multilateral Collaboration Logistics Technology and Case Study 

이금우 (K.W. Lee) 

정 훈 (H. Jung) 

전자 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물적(物的) 흐름의 증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

비용 최소화는 이미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전통

적인 기업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기업간 경계를 뛰어 넘는 기업간의 물류업무에 대한 협

업은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물류 처리의 효율성 향상과 기업간의 협업을 위해서

는 개방형 정보 인프라를 통한 물적 흐름의 가시성과 즉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러한 것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다자간 협업 물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기업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구

축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본 기고에서는 다자간 협업 물류의 정의와 다자간 

협업 물류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선진 물류사업자와 국내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후 관

련 시스템 개발에 분석 및 비교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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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근래의 국내외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떠오르는 것 중 하나로 물류를 들 수 있다. 물류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 재화를 효과적으로 

옮겨주는 기능 또는 활동을 말한다. 물류는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데, 통상 물류비 10%

의 절감은 매출액의 30% 증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

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와 같이 기술의 수준

이 큰 차이가 없고, 새로운 기술의 접근 및 획득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 기업에 있어 물류비 절감은 기

업의 생존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본래 물류란 

물적 유통(物的 流通, physical distribution)을 중심

으로 많은 기술과 솔루션이 개발되어 왔지만 근래에

는 물적 유통뿐만 아니라 물류 흐름의 효율성과 가

시성을 위해 IT 기술을 적용한 물류 정보를 중심으

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대형 글로벌 물류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활발하

게 진행되었는데 UPS, FedEx, DHL 등은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 물류 솔루션

을 개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 판

매 및 컨설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물류 기술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무인자동창고, 컨베이어, 무인반송차 등의 

물류 기기 분야의 자동화(automation)와 물류 흐름

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트롤, 실행과 계획을 위한 물

류 기술의 정보화가 그것이다. 본 글에서는 물류 기

술의 정보화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업 물류 기술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물류의 정보화는 일반적으로 물

류정보시스템으로 분류되는 업무 전산화 기반의 단

위 시스템 혹은 단위시스템의 통합 시스템만을 생각

하기 쉽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 물류 활동을 

위한 단위시스템 혹은 통합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은 

그리 쉬운 이야기만은 아니다. 현 중소기업의 정보

화 현실에서는 정산(회계)시스템, 재고정보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 등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 운

영한다. 이런 필요에 따라 구축, 운영되는 개별적인 

시스템은 그 통합 및 확장 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로 협업 물류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협업 물류는 ‘나’를 중심으로 물류체

인 내의 다른 파트너간의 제휴계획, 협력,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으며, 협

업 물류 기술은 다양한 파트너들(공급자, 판매자, 유

통업자 등) 사이에서 발생되는 물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협업 물류는 파트너간 서

로 다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현 비즈니스 상황에서 물류서비스 사업자가 성

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기업 프로세스를 벗어나서 기업간 

경계를 뛰어 넘어, 기업간 물류의 흐름을 계획, 운

영, 통제하는 협업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상

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

업 물류에 대해 최근 국내 물류 시장에도 협업 물류 

서비스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있으

며, 해외 선진 물류 사업자와 우정 사업자들도 인터

넷을 통한 협업 물류를 이미 시작하였다. 협업 물류

에는 물류 사업 고유의 서비스 이외에도 물류망 관

리 서비스, 물류 컨설팅 서비스와 각종 부가가치 서

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물류 서비스의 거래 주체에 의한 시장 분류를 보

면 크게 C2C, B2C, B2B, B2G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의 

커다란 증가로 인해 물류서비스 사업이 주목 받고 

있지만 그 수준은 해외 선진 사례에 비교해 볼 때 초

기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의 특징상 거래 주체는 B2C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택배 고객 중 B2C, C2C 고객이 전체의 75%

를 차지). 이러한 B2C 시장 확대는 택배서비스 위주

의 사업에 집중을 야기한다. 이 또한 중요한 시장이

라 하겠지만 이는 전체 물류시장에서 볼 때 극히 일

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1)의 한국전자거래진흥원

(KIEC)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거래주체별 거래액의 

분포로 볼 때 그 비율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1]. 

국내의 B2B 시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삼성과 

현대 등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물류 분야에 많은 



이금우 외 / 다자간 협업 물류 기술 및 적용사례 분석 

 

 109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의 

중소 기업에 있어 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을 절감

하고 물류 관련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품 생산을 제

외한 물류 전반을 특정 물류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3자물류(Third Party Logistics)에 관심을 가지고 

3자물류 사업자에 물류분야를 일임하는 등의 물류

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적인 3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물류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물류서비

스의 정보화이다. 본 글에서는 C2C, B2C, B2B 시

장을 만족스럽게 지원하며, 물류서비스사업자부터 

크고 작은 생산,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를 위한 

다자간 협업 물류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선진 사례

를 분석 및 그에 따른 다자간 협업 물류의 정보화 모

델을 제시한다. 

Ⅱ. 다자간 협업 물류 기술 

다자간 협업 물류는 공급사슬(supply chain)과 

비교하여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공급사슬은 (그림 2)

에서 나타나듯이 원자재부터 최종제품의 소비 그리

고 회수까지 연결되는 제품 흐름상에 존재하는 생산

업체(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생산업체로 나눌 수 있

다), 유통업체, 고객 그리고 물류업체 등의 각 구성

원들의 연결을 의미한다.  

공급사슬 구성원들은 독립 또는 연계를 통해 가치

창출과 낭비절감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

별 활동들을 공급사슬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물자 및 

정보 흐름과 관계되는 모든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공

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라 한다. 이

러한 공급사슬관리 관점에서 보면 물류는 각 구성원

과 구성원 사이의 물자 및 정보 흐름을 관리 통제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협의의 물류를 말

하는 것이고 점차 물류는 공급사슬 전체의 물자 및 

정보 흐름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3PL 업체의 경우 수요정보 수집에서부터 제품디자

인 및 구성원간 공급계획까지 구성원간의 물류를 넘

어 공급사슬의 물류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업 물류는 하나의 

공급사슬에서 발생되는 물류와 공급사슬과 공급사

슬에서 발생되는 물류를 지원하는 개방형 기반 정보

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다자간 협업 물류는 공급 사슬과 공급 사슬간에 

발생하는 수요, 공급, 배송을 중심으로 재고, 회계 

등의 업무를 개방형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자간 협업 물류의 시나리오를 살

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위 시나리오는 세계유통을 중심으로 제품을 구매

하여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

정에 대한 예시이다. 세계유통은 청주와 파주에 창

고를 소유하고 있으며, 오성과 브라운을 통해 물건

 

B2B 거래(92%)

B2C 거래(2%)B2G 거래(6%)

<자료>: KIEC, 2003 e-비즈니스 백서 

(그림 1) 거래주체별 거래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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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매한다. 구매한 물건에 대한 카달로그를 작성

하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쇼핑몰)에 제품을 판매

한다. 이후 쇼핑몰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확인하

여 물류서비스사업자를 통해 제품을 배송한다. 배송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물류서비스사업자로부터 배

송현황정보를 받아 고객 및 쇼핑몰에 통보해준다. 

다자간 협업 물류 시스템은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발

생되는 조달주문, 판매주문, 입출고 관리, 재고, 배

송 관리에 이르기까지 물류체인상에서 발생하는 모

든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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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협업 물류 사례 분석 

기존의 공급 사슬에 대한 정보화 사례는 SCM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의 경우 대기업의 공급 사슬을 중심으로 구축된 시

스템에 공급자와 물류 업체가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서의 역할로서만 담당해 왔다. 본 기고의 사례 분석

에서는 잘 알려진 SCM 솔루션 사례를 벗어나 해외 

선진 물류사업자와 국내의 협업 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1. 해외 선진 사례 

가. UPS 

우선 UPS를 살펴보면 UPS는 1907년 8월 워싱

턴 주 시애틀에서 설립되었으며 2004년 기준 US$ 

366억의 수입을 올렸다. 직원 수는 전세계 384,000 

(미국 328,000, 글로벌 56,000)명이고, 처리물량은 

소화물(화물 및 서류) 기준 2004년 배달 물량이 36

억 개, 일간 배달 물량은 1,410만 개에 달한다. 일간 

국제 운송 물량은 140만 개이며, 서비스 지역은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일간 고객은 790만으로 180만 건의 픽

업, 610만 건의 배달을 실행한다[2]. 

UPS는 배송 중심의 물류 서비스 제공업자에서 

4PL로의 변화를 위해 여러 자회사를 운영중에 있는

데 자체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협업 솔루션을 

구축하여 컨설팅서비스와 함께 성공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 대표적인 자회사로는 UPSP Consulting, 

UPS Supply Chain Solutions, UPS Professional 

Services, UPS Logistics Group 등이 있다. 

UPS는 logistics technology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십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

으며, 약 5000여 명의 technology 그룹이 UPS 전

략의 주요 부분을 맡으면서 e-business를 넘어 u-

logistics로 발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UPS.com의 다자간 협업 물

류 시스템은 고객 요구에 따라 다양한 shipping 솔

루션을 제공하는데 UPS CampusShip, iShip, UPS 

Internet Shipping ConnectShip, UPS Intelliverse, 

UPS WorldShip 등이 있다. 이런 시스템의 2004년

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조회량은 하루 14,500만 건

이며 성수기에는 26,200만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8억 달러의 수입을 얻었다. 협업 물류 시스템이 포

함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물류와 유통: 수송과 화물 운송, 화물 선적, 국제 

무역 관리, 세관 통관 

• 디자인/계획: 물류센터의 재배치부터 콜센터 솔

루션 제공까지 모든 과정 지원 

• 물류/배송: 지역사업자, 글로벌사업자 모두를 고

려한 토탈 물류/배송 솔루션 

• 판매 후(post-sales) 지원: 반품, 수리, 부품제공 
 

UPS 전체 제공 서비스 

Global Transportation 
Services 

 
• Package Delivery 
• Freight Services 
• Integrated Freight and Package  
Delivery: UPS Trade Direct 

• Accessing UPS 
• Returns 

Business Technology 
Solutions 

 
• UPS OnLine Tools 
• Automated Shipment Processing 
• UPS Wireless Solutions 
• UPS Customer Technology Program 
• UPS Ready Program 
• UPS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 Visibility Services 
• Billing Solutions 

Supply Chain Services 
 
 

• Design and Planning 
• Logistics and Distribution 
• Post-Sales Support 
• Transportation Management 
• International Trade Management 
• Consulting Services 
• Mail Services 

Financial Services 

Case Studies 

인터넷서비스 

(그림 5) UPS 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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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판매 후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 가능 

• 운송관리: 120개국 이상에서 항공/해운/철도/차

량 운송을 관리 

• 국제무역관리: 60개국 이상에서 무역 업무 자동

화(관세처리 포함) 

• 컨설팅서비스: 여러 산업에서 경험을 쌓은 공급

망 관리 전문가 컨설턴트 보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UPS의 

실제적 지식 전수 

UPS는 유비쿼터스 물류(ubiquitous logistics)를 

위해 RFID와 무선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

가고 있는데, 현재 지점 찾기 서비스, 종추적 서비스 

지원, RFID 기반 우편 흐름을 분석하며 휴대폰(SMS 

문자, 무선인터넷), 호출기(일반, RIM 호출기), PDA 

(ppc, Palm VII)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업 물류 시스템의 장려를 위해 다양한 고객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고객에게 

PC, 프린터 등을 포함한 관련 장비를 지원(무료 또는 

저가 지원)해주고 즉시 UPS WorldShip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완벽히 설치된 상태로 장비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PC 사업자가 3년간 무상으로 출장

(on-site)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UPS는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기업 인수

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통

한 다양한 솔루션의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Online order processing: e-commerce 서비

스 공급자인 Habinger and Peachtree Soft-

ware와 함께 shipment tracking과 back office 

accounting을 포함한 online order processing 

개발 

• UPS e-Ventures: UPS e-Logistics라는 회사

를 만들어 e-business를 시작하려는 회사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 

• 물류고객 응용시스템: Shipping 시스템, 주문관

리시스템(OMS), 운송관리시스템(TMS), 재고/

창고관리시스템(WMS), 고객관리시스템(CRM), 

회계, ERP, POS 솔루션 

• 마켓플레이스: 포털시스템, 전자상거래 사이트 

솔루션 

• 시스템통합: 글로벌 또는 지역별 시스템 통합 지

원 및 관리 컨설팅, 소프트웨어 제공 및 UPS의 

물류서비스와 고객의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통합모듈(integration enabler), EAI, 기타 다양

한 툴을 제공하며 통합에 필요한 하드웨어 자문

을 제공 

나. FedEx 

FedEx의 항공/육상 특송사업은 1971년에 Fed-

Ex Express와 함께 시작되었다. 1987년에 고객과 

FedEx의 실시간 배송 상태 정보를 알려주는 네트

워크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독보적인 터미널인 

FedEx Powership을 소개하였고, 1998년 FDX 

Corp., 2000년에 FedEx Corp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5년 회계년도 기준 수익은 294억 

달러에 이른다. 일일 평균 운송 물량은 특송, 항공, 

계약물량을 포함해 하루 6백만 건 이상을 다루고 있

으며, 서비스 지역만도 220개 이상의 국가에 달한

다. 직원 수는 전 세계적으로 25만 명 이상이다. 

FedEx는 28개의 육상 허브와 500개 이상의 터미

널(pickup/delivery)과 70,000대 이상의 육상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321개의 항공 서비스 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3]. 

특히 FedEx는 정보화를 잘 이용하여 성공한 경

우인데 FedEx의 인터넷 비즈니스의 3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편리: 시간과 지역에 관계 없이 고객이 사업하기 

쉽게 함 

• 접근: 고객이 전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을 제공함 

• 연결: FedEx 수송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을 글로

벌 마켓 장소까지 연결함 

FedEx의 경우도 다른 글로벌 물류사업자와 마찬

가지로 활발하게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였는데 

1998년에 FedEx는 logistics/supply chain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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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r(package delivery division을 포함한 truck-

ing operation 업체)인 Caliber System Inc.를 인수

하였고, 2000년에 FedEx는 international logistics

와 trade IT 사업의 리더인 Tower Group Interna-

tional과 The McGraw-Hill Company의 캐나다 자

회사를 인수하였다. 

현재 FedEx.com에는 월 1천5백만 명(중복 제

외)이 방문하며, 하루 3백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보

인다. 접수량은 월 1천5백만 건 이상이 FedEx Ship 

manager를 통해 접수된다. FedEx에서는 미국 내 

shipping order의 2/3를 전자적으로 다룬다. Fe-

dEx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 유형별로 다양한 

shipping 솔루션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FedEx Powership: 1980년부터 전자상거래 활

용을 위해 개발된 shipping 시스템 

• FedEx Ship: 물류 사이클의 속도를 증대시키고,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프로세스

를 지원하는 협업 물류 솔루션으로 Powership

보다 적은 규모, 모뎀 등 지원 

• FedEx interNetShip: 인터넷을 통하여 FedEx

와 거래하는 고객들은 화물의 집배신청, 포장상

표 인쇄, 상업송장 내용의 수정요청, 배달처리상

황 확인 등을 웹사이트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음 

• FedEx eCommerce Solutions: FedEx의 수송 

및 정보 시스템과 사업자의 operation을 통합 

FedEx Global Logistics는 세계 각지의 고객을 

위해 통합된 logistics solution을 디자인, 개발, 적

용하고 있다. 특히 FedEx의 공급망관리 서비스는 

주문처리, 운송관리, 통합배달에서부터 특수화된 관

세처리, 반송처리 등을 통해 공급망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의 물류흐름을 최적화한다. FedEx의 협

업 물류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통합배달관리: JIT 기법의 첨단활용으로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전 과정을 동기화 

• 운송망관리(transportation management): 계절 

적 요인을 포함한 수준 높은 예측 시스템을 통해 

발송 (또는 수취) 물량을 예측 가능.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유지하여 JIT 그 자체를 구현하여 

국내, 국외의 모든 형태의 운송을 최적화 

• Fulfillment 서비스: inbound, outbound, 역물류

를 포함하는 통합 fullfillment 서비스 

• 반송관리(Return ManagerSM): 반송관리 시스

템을 통해 고객은 재고수준을 낮추고, 인건비, 

운송비, 재분류/재포장 비용 등을 절감하고 유연

한, 다채널 지원 솔루션을 통해 반송프로세스 전

반에서 고객 지원 

FedEx는 산업별 특성에 맞도록 각 분야별로 최

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의류산업, 자동차산업, 의료산업, 하이테크산업, 산

업조직, 유통 등이 있다. 

다. DHL 

잘 알려진 DHL은 2002년 말, DPWN에 인수되었

다. 현재 Deutsche Post, DHL, PostBank, Danzas 

등을 소유하고 있는 DPWN은 2003년에 DPWN의 

모든 특송과 물류 업무를 DHL로 통합하였다. DHL

의 2004년도 수익은 약 24억5천 유로에 달하고 전

세계 직원 수는 170,000여 명에 달한다. DHL 서비

스 가능 지역은 전세계 220여 개국에 달하고 허브, 

창고, 터미널 수는 450여 개가 운영된다. 전세계 

DHL 사무소 수는 약 5,000개가 있으며 고객 수는 

420만 이상이며, 연간 발송 물량만 10억 건 이상에 

달한다[4]. 

DHL은 e-Business 전략을 수립하여 eBusi-

ness Holding이라는 unit에 모든 e-Business를 포

함시켰다. 전통적 retailer를 e-tail 마켓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협업 물류 시스템을 개발, 운영

하였다. 그 범위 또한 warehousing, pick and pack, 

delivery에서 소포 shipper를 위한 financing에 이

르기까지 폭넓은 상품 범위를 제공한다. 

DHL의 전체적인 서비스는 (그림 6)과 같다. 특히 

DHL의 협업 물류 솔루션은 협업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체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 고객 회사의 시스템과 

유연하게 연동 가능하게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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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공급망 네트워크 분석부터 최적화된 공급망 디자

인 및 구현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

들을 통해 다양한 공급망 관리 솔루션의 이용이 가능

하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종추적(tracking):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

족시킬 수 있는 풍부한 종추적 옵션 제공 

• 지불(billing): 전자 송장 발송부터 전자 지불까

지 모든 과정 자동화 

• 전자문서 배달: DHL의 eCourier 서비스를 통해 

모든 유형의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이메일을 통

해 전송  

DHL은 4PL 서비스에 가장 근접한 물류 사업자

라 할 수 있다. 4PL 사업자는 고객 업체의 물류 관

련 업무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수/배송 서비스를 포

함한 컨설팅, 프로세스 개선, 솔루션 및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사업자라고 정의

할 수 있다. DHL은 독자적으로 통합적인 협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일원화 

되어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협업 물류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조회서비스: 독립된 플랫폼에 기반하여 물류 프

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정보 관리 및 조

회. 유연한 구조로 새로운 참여자의 추가 및 삭 

제 용이  

• 주문관리: 주문접수, 관리, 실행(execution) 

• 콜센터관리: 주문관리, 판매상황관리, 헬프데스

크(고객서비스) 기능 제공  

• 보고서 솔루션(reporting solutions): 고객회사

의 쉬핑 정보를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 

• 반송관리: 반송 프로세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혹은 반송 과정을 대행하여 처리 

• 통합재고관리: 글로벌 관점에서 재고관리. 전세

계적 재고상황을 고려한 의사결정 지원 

• 지불시스템: 기간별 통합/분류 송장 발송, 다수

의 발송인 관리 

• 항공/관세 솔루션: DHL의 다년간의 국제무역 

경험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 지

역에서의 무역/관세 서비스 지원 창고관리: 창고

의 설계, 구현, 관리와 벤더관리를 실시간으로 

제공 

• 부가가치 서비스: 주문관리(OMS), 품질관리(QC), 

outbound fulfillment, 반품, 맞교환 등 산업별, 

지역별, 다국적 서비스 지원 

DHL은 특히 선진 물류 제공 서비스를 위해 많은 

회사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물리적 물류(3PL, 

운송, 창고), 금융서비스, 공급망컨설팅, IT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있다. 모든 프로세스는 고객의 요구

와 취향에 맞게 설계되며,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구

현된다. 

 

DHL 전체 서비스 

Logistics Solutions 
 

• Consultancy 
• Supply Chain Management 
• Freight Management 
• Warehousing 
• Value Added Services 
• Global Distribution Services 
• Integrated IT Solutions 

Industry Solutions 
 

• Automotive 
• Life Sciences 
• Consumer Goods 
• Electronics 
• Audio Video Telecom 
• Engineering/Manufacturing 
• Chemicals 
• Financial/Public Sector 
• Industrial Projects 

Shipping Tools 
 

• Shipping Management 
• Integrated Solutions 
• Tracking Tools 

Air and Ocean Freight 

Mail Services 

인터넷서비스 

(그림 6) DHL 서비스 구성 

Road and Rail Freight 

Expres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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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SPS 

USPS는 협업 물류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쉬핑 솔루션(shipping tools)을 다양한 고객에 맞도

록 개발, 운영하였다. USPS의 경우 앞선 UPS, 

DHL, FedEx 등에 비해 뒤쳐졌지만 (그림 7)과 같이 

다양한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쉬핑 솔루션

은 개인 및 소규모 사용자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5]. 

쉬핑 솔루션에는 기본적인 우편서비스를 포함하

여 기초적인 협업 물류를 포함한다. 주요 기능은 다

음과 같다. 

• 웹도구모음(USPS Web Tools™): 제공되는 API

를 통해 고객사의 웹페이지에 쉬핑 기능 추가 

• 주소정보 API, 배달확인 API, 요금계산 API, 기

표지 출력 API, 예약관리 API 

• 쉬핑도우미(Shipping Assistant®): 우편요금 계

산, 기표지출력 등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다운

로드 사용이 가능하여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곳

에서 이용 

• 우편번호 검색(Find ZIP Code™): 온라인 우편

번호 검색 및 주소검증 

• 우편요금 계산(Calculate Postage): 소포 발송 

요금 계산 

• 온라인 우표출력(Print Online Postage): USPS® 

Click-N-Ship® 또는 협력업체 제공 프로그램

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우표와 기표지 출력 

• 방문예약(Schedule a Pickup):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도록 인터넷을 통해 예약 

• 종적추적, 배달확인(Track & Confirm): 배달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 확인 

• 반송관리(Return Merchandise): 반송관리를 돕

는 다양한 옵션 제공 

마. Canada Post 

Canada Post는 2004년도에 1천90만 통의 우편

물을 처리하고 1천4백 곳 이상의 주소지로 3천1백

만 명의 개인고객과 백만 이상의 계약고객 및 공공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업원 수는 6만 

명 이상이며, 2004년도에 종업원의 교육을 위해 6

천5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Canada Post는 인

터넷 우체국을 위해 ePost를 만들었는데 이를 위해 

Canada Post와 Bank of Montreal의 자회사인 
 

Address Management provides value-added product and service offerings that enabl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business customers to better manage the quality of their mailing lists while 

maximizing our ability to efficiently deliver mail as addressed. 

• Address List Management System 
• Address Matching System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Computerized Delivery Sequence 
• Domestic Mail Manual Module  
Labeling List 

• DPV(Delivery Point Validation) 
• DSF2(Delivery Sequence File Second 
Generation) 

• Official National Zone Charts 
• Service Standards 

• Address Element Correction 
- Misspellings 
- Nonstandard Abbreviations 
- Incorrectly Joined Elements 
- Improperly Ordered Elements 
- Missing Elements 
- Address Lines Containing Data Other 
than the Actual Address 

• Delivery Sequence File 
• Locatable Address Conversion System 

• Certification Programs 

(그림 7) USPS 서비스 구성 

Office of Address Management 
(National Customer Support Center, Memphis, Tennessee) 

Address Information System(AIS) 
Database Products 

Address Management Products Address Management Services 

Software of application usage tools 
for addressing software solutions 

Raw database files made available to 
customers to enhance address 
standardization and/or obtain 
detailed address information 

• Carrier Route 
• City State 
• Delivery Statistics 
• Delivery Type 
• Drop Ship 
• eLOT 
• Five-Digit ZIP 
• Z4Change 
• ZIP Code Dir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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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ra가 각각 50%씩 투자하였다. Canada Post는 

7000개소 이상의 우체국(3000개소는 민영우체국)

과 1만7000개소의 우표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우편물 정시 도착률 96.8%를 달성했

다. 연간 수익이 67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년도 대비 

3백만 달러의 증가 추이를 보였다[6]. 

(그림 8)의 Canada Post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전략으로 secure mail과 package delivery ser-

vice를 전자적 환경에서 신뢰있게 제공하며 e-

mail, electronic funds transfer, electronic data 

interchange와 다른 기술들을 위협 요소가 아닌 미

래 성장의 기회로 간주하여 일찌감치 연구와 투자를 

하였다. Canada Post는 IT 토대를 세우고 새로운 

전자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파트너

와 제휴하고 있다. Canada Post의 Electronic Post 

Office의 경우 전략, 기술, provider 등을 포함하여 

20여 사업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Canada Post의 협물 물류 솔루션에는 다음과 같

은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 eSum(electronic Statement of Mailing): Can-

ada Post의 고객이 사용 가능한 order entry 

software tool 

• eParcel Solution: online shipping solution을 

제공하는 고객 웹사이트와 결합한 software 

solution인 eParcel shipping module을 통해 

online shipping을 제공함 

• eParcel Toolkit: 중소기업 고객에게 가상상점

(virtual store)을 만들기 위한 기술 및 컨설팅을 

포함하며, 배너 광고, e-tailer까지로의 연결 등

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의 e-commerce 마켓 

사용을 돕도록 설계되어 Clic.net Telecommu-

nications와 제휴하여 retailer가 secure virtual 

store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바. One Network  

미국 One Network사의 분산 공급망 관리를 위

한 시스템 ‘One Network Platform’((그림 9) 참조)

은 관련된 주문이행 네트워크 상의 소매업체, 유통

업체, 공급업체, 운송 파트너를 위한 솔루션으로 모

든 파트너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에 즉

시 접근 가능하고 수요 정보가 네트워크 상의 모든 

파트너에게 즉각적으로 확인, 통보된다[7]. 

이 시스템은 협업 물류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인

프라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의사결정을 자동화하

고 실시간으로 반응(대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적시 적소에 상품 제공, 재고 버퍼 제거, 

주문, 재고, shipment, 예측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BearingPoint에 의하면 네트

워크 전체 재고를 50% 줄이고 품절을 3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Network Order Management 

 

(그림 8) Canada Post 시스템 이미지 

Studio Command 
Center 

Network 
Applications 

IXM

Distributed Transaction Backbone

Connectivity
Web Services

Analytics/ 
Data Warehouse

Internet/Global One Network

(그림 9) One Network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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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Inventory Management 

• Network Transportation Management 

• Network Spare Parts and Field Service 

  Management 

• Network Visibility 

• RFID Event Management 

2. 국내 사례 

가. T3 Series 

T3 Series는 협업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제품의 

개발, 제조, 그리고 판매까지 기업 내외부의 정보자

원 통합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 등과의 

협업을 지원한다[8]. 

(그림 10)의 T3 Series는 강력한 웹 기반 협업 엔

진을 바탕으로 검증된 자체 CPFR 프로세스로 인터

넷을 이용한 협업적 생산 계획 수립 및 협업적 제품 

개발환경을 제공해 분산된 설계정보 및 지식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T3 Series는 크게 3개의 서브 시스

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T3 Plan – 최적의 공급망 구현을 위한 신속한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관리 솔루션 

• T3 SiNC - 협업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CPFR 

솔루션  

• T3 Design – 실시간 정보공유를 지원하는 지식

기반 협업적 제품 개발 솔루션 

나. ec-Hub 

ec-Hub는 e-비즈니스 정보중계 솔루션으로 표 

준문서 기반의 벤더(vendor), 쇼핑몰, 택배, 금융기

관의 비즈니스 정보를 중계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협업 물류시스템으로 ec-VMS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쇼핑몰과 물류서비스사업자의 협업을 

위한 인프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데, 벤더가 쇼핑몰에 입점할 때 상품을 자동으로 등

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벤더가 쇼핑몰에서 주문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는 기능 및 벤더의 재고정보 

관리 기능 등은 이 시스템의 장점이다[9]. 

(그림 11)에서 보듯이 ec-Hub 시스템의 특징은 

웹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계기관들이 큰 비용을 들이

지 않고 사업관계에 있는 파트너간 정보를 온라인으

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다. GoodsFlow 

GoodsFlow는 공급체인의 통합과 효율화 솔루션

으로 쇼핑몰, 벤더,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이 상호 

 

Supplier #n 

Supplier #3 

Supplier #2 

Supplier 
#1 

Distribution Center 
Warehouse 

Retailer #1 

Retailer #2 

Retailer #3 

Retailer 
#n

(그림 10) T3 Series 적용 구성도 

• 사용자 
• 운영자 

(그림 11) ec-Hub 시스템 구성도 

Web Services Brokers 

통신 

운영 

보안/인증 

XML 

WS-Security 

Portal Service 

ASPX HTML 

Web Server(IIS 6.0) 

XML Web Service(WSE 2.0) 

BizTalk Server2004 

.NET Framework 

.NET Library Middleware(COM+1.5) 

MSMQ ODBC/OLE/ADO.NET 

SQL Server 

• 택배업체
• 금융업체

• 쇼핑몰업체 
• 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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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물류정보를 제공,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기

반의 물류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으로써, 현재 

국내 B2C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시스

템이다((그림 12) 참조). 이 시스템은 독자적인 시스

템의 구축이 어려운 중소쇼핑몰, 소호사업자, 상품

공급업체에 물류와 판매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편

리하고 앞선 기능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

체 공급체인상의 상하위 구성원간 정보의 실시간 공

유를 통해 왜곡없는 정보전달, 신속한 하위체인으로

의 업무지시와 상위로의 피드백(feedback), 동일한 

배송정보 공유 등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여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10]. 

GoodsFlow는 물류정보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

자상거래 지향적인 total SCM 관리, 통합관리시스

템, 배송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극

대화하고 배송가시성(visibility)을 제공하여 사고예

방, 고객응대 편리,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쇼핑몰, 일반고객, 판매자, 납품업체별로 각각

의 기능이 제공된다. GoodsFlow에서 제공하는 주

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1]. 

• 판매관리 시스템 

• 배송관리 시스템 

• 택배사 정보연동 기능 

• 쇼핑몰 관련 기능 

• 일반고객 관련 기능 

• 판매자 및 납품업체 관련 기능 

Ⅳ. 결론 

전통적인 기업 프로세스를 벗어나 기업간 경계를 

뛰어 넘는 기업간의 협업은 앞으로 크게 대두될 것

이며, 다가올 가까운 미래의 시장은 가상 공급망 

(virtual supply chain)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가상 

공급망을 관리하는 전문 물류 기업은 최저 비용으로 

고효율의 공급망이 되도록 원활한 협업 실현을 위한 

정보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업 물류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에서 물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야 하며, 여기에는 공급자, 물류서비스 사업자, 판매

업자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 

물류 마켓플레이스와 각종 물류 서비스들이 포함되

어야 한다. 동시에 재고 가시성(inventory visibil-

ity), 협업 프로세스 모니터링, 성능 분석 및 최적화

와 같은 기능들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자간 협업 물류 기술을 적용하면 벤더 관점에

서는 업무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

과 상품관리, 주문관리, 배송관리, 재고관리, 고객관

 
고객 쇼핑몰 굿스플로 판매자 협력사 및 발송지 배송사 

구매 

반품 

CS 

판매, 반품, CS 

내역공지 입금확인/반품내역/CS

배송요청접수 
반품/CS 

배송요청접수 

집하 

추적자료 제공

출고 

화물추적 

정보활용 
고객응대(추적) 

상품결제 
벤더품질관리 

상품비 정산 자동화 상품비 정산 자동화 

정보활용

배송 

배송/반품/CS 배송요청접수 
반품/CS 

물류정보 
취합제공 정보활용 

고객응대(추적)
상품비결제요청
물류센터관리 

(그림 12) GoodsFlow의 서비스 프로세스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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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으며, 재고 관리를 통한 

재고 비용 절감, 온라인 협업을 통한 리드타임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쇼핑몰 관점에서는 입점 

업체의 재고관리, 상품관리, 판매실적관리가 가능해

지며, 입점업체의 주문처리 및 배송관리에 대한 가

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물류서비스 관점에서

는 쇼핑몰 입점업체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협

업이 가능하며, 고객 자가 접수를 통한 접수 업무 부

하의 감소, 정보의 정확도 향상에 따른 내부 효율성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글로벌 선진 사업자들은 풍부한 시스템과 

경험을 무기로 국외는 물론, 국내로까지 확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훌륭한 IT 환경 하에서 아직까

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글의 사례를 바

탕으로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솔루션이 나왔으면 하

는 바람이다. 

약 어 정 리 

3PL  Third Party Logistics 

4PL  Fourth Party Logistics 

DPWN Deutsche Post World Net 

JIT              Just-In-Time 

LCM  Logistics Chain Management 

OMS  Order Management System 

SC  Supply Chain 

SCM  Supply Chain Management 

TMS  Transporting Management System 

UPS  United Postal Service 

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VCS  Virtual Supply Chain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용 어 해 설 

 SCM(Supply Chain Management)  

SCM은 물자, 정보 및 재정 등이 공급자로부터 생산자에

게, 도매업자에게, 소매상인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동

함에 따라 그 진행 과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SCM은 회사

내부와 회사들 사이 모두에서 이러한 흐름들의 조정과 통

합 과정이 수반된다. SCM은 제품 흐름, 정보 흐름, 재정 흐

름의 세 가지 주요 흐름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제품 흐름

은 공급자로부터 고객으로의 상품 이동은 물론, 어떤 고객

의 물품 반환이나 애프터서비스 요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정보 흐름은 주문의 전달과 배송 상황의 갱신 등이 수반되

며 재정 흐름은 신용조건, 지불계획, 위탁판매, 그리고 권

리 소유권 합의 등으로 구성된다.  

 협업(Collaboration)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위한 일상적인 대화를 포함한 판단, 

의사결정 및 결정에 따른 의견의 피드백을 포함하는 광범

위한 개념이나 정보 시스템에서의 협업이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정보와 프로세스를 공유함으로써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란 내용은 

물론 당면한 과제, 계획되어진 작업 및 워크플로 등을 포함

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상호 협력에 의한 일 처리, 대화, 정

보의 교환, 승인 등을 포함하며, 사람은 기업의 종업원, 수

요자, 공급자, 파트너, 고객,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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