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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definition of the term virtual enterprise (VE) and discuss some related terms and 

concepts. The definition was given based on Porters Value Chain Theory. Then we discuss some positioning strategies 

for entering or joining a virtual enterprise from an executive's viewpoint, udiich show a framework for making decisions 

on for what*  when and how a (real) enterprise need to participate or form a virtual enterprise and whom the partners 

should be.

The major part of the paper is on underlpng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architectures 阮 building virtual 

enterprises. Requirements for modeling virtual enterprises and core technologis needed for implementati<m are 

discussed. A virtual enterprise refmnce ardiitecture based on NuiEs model is presented.

Finally we discuss some points that should addressed from a macroeconomic and public policies viewpoints. 

These are the issues of IT standardization and investments in I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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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오놀날외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아 

남고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을이고 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 

든 크고 작은 사회조직 - 정부, 군대, 교육기관, 

사회단체, 심지어 개인까지 포함하여 변화외 믈걸 

과 그 영향은 메우 크고 더욱 박로게 다가은다. 

급변하는 환경중에서도 정보기슬(Ihfbnnatig

Tedmology)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를 

단지 수등적으로 받아듈이는데(reactive) 그치지않 

고 조직의 반전과 성장외 기회와 수단으로 적극적 

으로 (proactive) 활용하는 것이 정보화시대에 있어 

서 모돈 조직에게 주어진 기본 명제라고 할 수있 

다 [정등길, §5].

정보기술이 주는 기회플 활용하여 현제 있는 

(실제)기업외 한계르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 

장의 게척 또는 기존시장외 확대를 도모하고, 등 

시에 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효율적으료 할 수있는 

새로운 기업의 경영방식이 급속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읉 우리는 ■•가상기업 (VE: Virtual 

Entermise)"이라고 부른다. 가상기업에 관한 문헌 

조사에 의하면, 이 개념외 뿌리는 세 개의 학문적 

분야로부터 발원하고 있다. 그 하나논 경영정보시 

스렘에 관한 학문적 연구로부터 나은 것으로. 륵 

히 1980넌대 후반 미국 MIT데학외 Scott-Morton 

주도의 -1990년대외 기업경영(Management in the 

1990s)"에서 주창되고 있다 [Scott-Morton, 91]. 또 

하나의 원유는 1980년대 초에 미국의 국방성 

(DOD)이 전략적 무기체계(strategic weapon system) 

외 획득과 유지보수 관리콜 위하여 관련되는 민간 

기업과 컴퓨터에 외한 자료와 정보외 교환을 위한 

CALS(Coniputer-aided Logistics Support)시스템을 구 

측한데서부터 츠발하었다 [Madnick. 91]. 마지막으 

로 가상기업에 대한 연구와 실현에 대한 노력은 

1980년대 미국 제조기업외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 

혁, 륵히 당시 를라이슬러 자동차회사외 아이어코 

카의 경영철학을 정리한 "21st Centuiy 

Manufacturing Enterprise Strategy: An Industry Led 

View* 에서 찾을 수있다 Oacocca Institute, 91].

그러면 가상기업과 전자상업외 관계는 어떠한 

가? 정보릉신네트읙에 의해 실현가능한 경제활등 

의 충체전자상업(EC: Electronic Commerce) 이라 

고 한다면 전자상업을 구성하는 응용요소들은 여 

러 가지 헝태가 있을 수있다. 이러한 응용요소들 

은 전자상업외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하나인 EDI 

« 포함하여, 더윽 복합적인 데이터와 지식정보외 

교환은 가능하게 하논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교환 

시스템, 고도외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자동화된 경 

영외사걸정율 할 수. 있는 전자상업 에이전트(EC 

Agent)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가상기업은 전자상업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외 용용중에 

서 가장 발전된 응용 형태락고 불 수있다. 다음의 

그림1예 전자상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기슬)의 형태와 그 밧전추세폴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가상기업은 전자상업 

외 가장 발전된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상기업이 현재외 기슬능력으로 불 때 가 

장 실현성이 희박한, 먼 장래외 응응헝태라는 것 

율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놀날외 국경 

없는 무한경쟁외 시장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 

적 차원에서 가상기업외 필요성과 장점은 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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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가 더육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이의 구축 

을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외 연구와 개발활동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상기업은 현재 그 형태나 내용및 

그 효과가 검증된 확고한 이른으로 굳혀져 있는것 

은 아니고, 지금단계에서는 연구와 실험을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가상기업은 전자상업이 지향하 

는 최종목표로 이해한 수도 있다. 이 글의 제2절 

에서는 가상기업외 의외와 정외를 내리고, 실제기

업이 가상기업을 형성하거나 참여하기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를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NHIP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가상기업외 구현을 

위한 구조모형과 이의 기반기술에 대하여 논술하 

고 있다. 제4절에서는 가상기업을 구축하기 위해 

전제되어야할 국가 정보릉신기반 구축과 표준화 

둥 관련과제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림 1> 진자상업의 발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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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기업의 배경과 정의

XI 가상기업의 탄생꺠겅

일단의 MIT Sloan School외 학자들은 80년대말 

에서 90년에 걸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업경영과 

정보기술환경외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하여 연구하었다. 12개의 미국기업(미 

육군도 포함되어 있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990년대외 기업경영 (The Management in the 

1990s)”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외 초점은 정보 

기슬의 발전이 기업외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이 세게시장(global maiket)에서 살아 

남고 더 나아가 경쟁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멓게 정보기슬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응할 수있 

을까를 밝히는데에 있었다. 이 연구에서 그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었다 [Scott 

Morton, 91].

발견 1. 정보기술은 기업에서 사람이 일하는 방 

식율 근븐적으로 변화시칠 수있다.

기업예서 정보기슬에 외해 일어날 수있는 일하 

는 방식외 변화는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이 질 수 

있다. 첫처, 생산작업(production work)이다. 이 생산 

작업은 물리적인 생산(하드얘어외 제조)뿐만 아니 

라 정보와 지식의 생산각업도 당연히 포함한다. 

들처, 조정작업(coordinative work)이다.，이 조정작업 

은 팀 또는 그흠내에서, 또는 딤/그醫간의 조정으 

로서 대동한 관계(peer-topecr)간에서의 작업으로 

다음외 관리작업과는 다르다. 셋째는 관리작업

(management work)이다. 륵흐], 정보기술에 외해 변 

화될 수있는 관리작업은 지휘와 릉제이다.

발견 2. 정보기스은 기업내(within 皿 

organimtioiO에서豊만 아니락 기업간(behreen 

organizatloiM)예 모든 수준에서 여러기능을 틍합 

할 수 있게 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예 걸쳐 정보기슬의 반전 

의 결과 일어난 증요한 사실중외 하나는 컴퓨딩비 

용(computing cost)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던 릉 

신비응(communication cost)외 하락이다. 릉신기슬의 

발전과 그 비용의 상대적인 하락은 과거 하나의 

섬(isolated island)으로 존재했던 컴퓨딩플랫프들외 

상호연결과 네토왹킹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병행 

하여 년대말과 90년대에 들어 많은 관심과 노력 

의 대상이 된 것은 컴퓨팅플랫픔■위에 들아가는 응 

응(applications)듈간외 릉합(integration) 또는 상호운 

응성(inter어)erability)이었다. 이와 같은 정보기슬외 

밭전과 경제성은 기업내에서 뿐만아니라 기업간외 

작업과 업무의 릉합을 가능하게 한다.

발건 3. 정보기슬은 여러산업에 있어서 기업들 

이 경쟁하는 방식을 바꾸게 한다.

산업수준에서 볼때, 정보기술은 기업들이 경징 

하는 방식을 바뀌게 한다. 기업간외 경쟁은 과거 

의 경우에는 비교적 순수한 형태외 경쟁, 즉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는 순수한 경쟁적 관계(pure 

competition)?} 되고, 부품공급자과 완제품생산자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관계(cooperative competitio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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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정보기순반전은 이러한 형태외 경쟁 

(또는 협력)관계로 유지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다.

발견 4. 정보기술은 기업에게 그 임무와 작업을 

제평가할 수있는 기희是 준다.

발견 5. 정보기술외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조직과 경영관리구조置 바꾸어야 한다.

이상의 발견을 종합해 보면, 정보기술의 발전 

은 기업내에서, 그리고 동시에 기업간의 정보교환 

을 전자가 전달되는 속도로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 견과 기업간외 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이 급격하 

게 바뀌기 시작하고, 기업간의 업무흐름(workflow) 

을 이음새 없이 연결될 수있게 하여, 기업과 기업 

간 전자적 퉁합이 가능하도륙 하였다. 이러한 경 

쟁 또는 협력기업과의 릉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가져을 수있는 기회를 체공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업내에서는 그룹/팀에 의해서 이루 

어지는 작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있는 기회 

로 인식하기 시작하었다. 그러나 이와 갈은 기회 

는 적극적으로 그 기업내부외 업무과정(Business 

processes)과 조직을 개혁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없 

다.

이와 같은 발견과 그 함의(implications)를 생 

각해보면, 정보기술은 기업에게 대외적으로는 외 

부와의 협력과 릉합에 의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있 

는 기회를 주고, 대내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재구 

성과 재개발의 기희를 제공한다고 결론지을수 있 

다. 우리는 여기서 기업통합과 가상기업이 탄생하 

게된 단초를 발견할 수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릉 

합과 가상기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내부외 

혁신도 갈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2.2 가상기업의 정의

그러면 가상기업이란 과연 무엇인가? 가상기 

업외 정체를 밝히기위해 우리는 기업분석을 해야 

한다. 그 를로서 포터외 가치사슬(Value chain)모형 

을 사응하기로 한다. 가치사술모형에 외하면 기업 

은 원재료의 구입과 가공에서 시작하여 최중소비 

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하기까지 여러개외 

가치사슬로 구성된 가치시스뎀(value system)으로 

볼 수있다 [Porter, 85].

하나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단위를 우리는 

업무과정(business process)이라고 부르자. 이러한 

개별적인 업무과정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생산기술, 공학기술, 관리기술, 정보기술 둥一에 

의해 윗받침 된다. 즉 이러한 기술들은 기업의 기 

반구조률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가〈그 

림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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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그림 2> 가치사슫모형에 의한 기업의 구조

이와 같은 분석은 그 시각을 하나외 기업에 

국한 시킨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슬에 의배 네트 

웍화된 사회에서는 기업의 가치사슬이 다른 기업 

또는 조직（정부, 소비자, 둥）외 가치사술과 연결된 

다. 가상기업이란 이렇게 기업과 기업（또는 다른 

조직）간에 어떤 공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네트웍에 의해 연결된 하나의 가치사슬로 정 

외될 수있다. 따라서 하나외 기업은 동시에 여러 

개의 가상기업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의 가상기업 

은 여러개외 기업과 조직의 가치사슬을 연결하여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그림 3>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갈은 가상기업은 실제조직과 같이 항상 존재 

하기보다는 비지니스상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가 필요성이 없어지면 소멸하는 일종외 임시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있다. 이에따라 가상기입에 참여 

하는 기업은 그 잠재적 또는 현시적 시장의 영역 

과 규모를 현재 （실제）기업이 가지는 시장보다 확 

대된 시장으로 가지는 것이 가능헤지고 경우에 따 

라서는 새로운 시장에의 참여와 창출도 가능해진 

다. 이는 현제 실제 기업이 가지지 못하는 자원과 

기슬력을 가상기업외 형성을 릉해 공유할 수있기 

때문이다. 물룐 자원과 기슬외 공유는 서로외 결 

점과 결여된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그친다. 

가상기업에 외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이를 관리하 

는 것은 여전히 실제기업외 경영관리자에게 남겨 

진 책무이다.

따라서 정보기슬과 릉신네트웍에 외한 기업릉 

합一가상기업율 위한一은 전퉁적인 기업의 수직적 

< ^（Vertical Integration） 또는 수평적 릉합 

（Horizontal bitegmtion）과 매우 다르다. 전릉적인 수 

직적 릉합의 경우, 기업외 어떤 가치사슬의 끌과 

연결되는 다른 （외부）기업（또는 조직）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할 경우 이롤 흡수하거나 또는 관계의 

재설정（redefinition）을 릉해서 기업자체의 등제내에 

들도륵 하는 것이다. 수평적 틍합의 경우, 시장에 

서의 같은 또는 비숫한 제품또는 서비스蚤 공급하 

는 경쟁기업을 흡수하거나 다각화된 다른 운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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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erating unit）들을 묶어서 하나의 운영단위로 

퉁합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가상기업에 있어서 

는 그 구성원들간외 지배관계논 기본적으로 수평 

적（peer-topeer）관계이다. 다만 시장에서외 지배력 

과 정보기슬력에서의 내재적인 차이 따문에 이에 

따른 지배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있다.

또한 가상기업은 륵수한 목적으로 단순히 결집

된 기업 결집（Business Consortium）과도 다르다. 기업 

결집은 어떤 가치사슬에 외해 결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달뢰와 해체가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정보네트웍에 외해 자동화 

된 업무프로세스외 연결이 이루어 지지않고 수동 

적 수작업에 외한 결집에 의해서는 가상기업이라 

고 부를 수없다.

2.3 가상기업의 륵성

〈 그림 3 > 가상기업

가상기업은 하나（또는 여러개）의 가치사슬을 중 서 구성이 된다. 이러한 자원에는 인적자원, 재정 

심으로 이 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의 자원둘로 자원, 물적자원, 기술자원 등 필요한 자원이 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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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야 한다. 물른 이러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 

은 여전히 그 자원이 속한 기업에 있다. 가상기업 

이 가지게 되는 륵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있 

다 [MBdnick,91] [George, 95].

• 가상기업은 영구적이기보다는 임시적 

(less permanent)이고 동시에 비공식적 

(lessfbrmal)인 조직이다.

• 가상기업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은 가치 

사슬을 형성하는 가치鲁 공유하게 된다 

(Sharing of values).

• 가상기업의 각 구성원은 가능한 가장 낮 

은 비용으로 참여하는 가치사슬에 각각 

외 공헌을 하게 된다

• 가상기업은 새로운 시장 또논 시장에서 

외 새로운 기회에 외해 추진이 되는 시 

장기회주도적인 (market opportunity  

driven) 사업의 방식이다.

*

• 공유되는 가치는 잠재적 또는 현시적 시 

장외 영역과 규모養 현제 (실제)기업이 

가지는 시장보다 확대시킴으로써 나은다.

• 새로운 시장과 사업기회菱 위한 초기투 

자비용과 간접비용은 가치사슬에 외한 

기업통합에 의헤 각 구성원에게 분산되 

기매문에 실질적인 초기루자비용과 간접 

비용을 최소화 할 수있다.

• 위와 같은 논리로 시장에서의 사업위험 

(business risk)도 감소시길 수있다.

•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거래과정에서 거래 

처리 비용(transaction cost)을 즐일 수있다.

• 일련의 거래치리과정을 매끄럽게하여

(seamless transaction) 거래처리에 소요되 

는 시 간을 (transacticm cycle time) 줄일 수 

있다.

• 기업의 조직을 가치사슌을 중심으로 실 

제로 운영할 수있는 팀 또는 그휼 

(exertional team) 단위로 조직을 하게하여 

(실제)기업 조직외 슏림화와 이에따른 

조직간접비용외 감소를 가져을 수있다.

• 대규모기업에게는 결핍되기 쉬운 창조적 

이고 (innovative) 상황변화에 개랄리 대 

처할 수있는 (agile and adaptive) 능력을 

제공한다.

2.4 기업릉합과 가상기업

우리는 가상기업을 형성하는 과정을 기업통합 

(Enterprise Intergration)이라는 용어로 부르도록 한 

다. 기업#한을 릉하여 가상기업을 이루기위해서 

는 이를 뒷받침할 수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업릉합을 위한 자원과 능력은 기 

업내부에 존재하는 것과 기업외부외 사회적 기반 

구조 (social infhistructure)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 

누어 查 수있다. 기업내부에서 필요로하는 자원과 

능력으로 다움을 듈 수있다.

• 인적자원 - 가상기업을 계획, 조직화하 

고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 기슬, 운영인 

력

• 재정자원 - 초기루자와 운영유지 비용

• 기술자원 - 생산기술, 공학기술, 관리기 

슬, 정보기술 등. 이 중에서도 정보기술 

은 기업이 가상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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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위한 기반구조를 형성하는데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 

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다.

• 기업외 가상기업에 대한 이해와 이에 참 

여할려는 적극성

• 최고경영자외 이해와 지원

기업퉁한을 위한 사희적 기반구조로서 필요한 것 

은 다음과 갈다.

• 가상기업을 인정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

과 제도적 장치

• 데이타표준과 정보릉신기술 표준

• 정보퉁신 기반구조

그러면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통합 

（가상기업）을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은가?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Venkatraman이 

제시한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Venkatranum. 91J. 

Venkatraman의 기업룽합을 위한 전략결정 모형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기업통합에 있어서 전략적 포지션을 결정하느 

데에는 두개의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사업적 견합도（그림에서 종축）이다. 사업적 결합도 

는 기업통합에 참여하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는 가상기업을 형성 

하는데 있어서 자체의 정보기술의 역할（그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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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측)이다. 이것은 정보통신네트웍에서 자신의 정 

보기슬이 다른 구성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가 (예 

로서, EDI망의 참여자) 또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가 

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릉합의 전략적 

위치는 크게 4개외 그름으로 결정된다 (그림외 전 

면 4각형).

제 1 위 치 (Business Network Redesign)는 기 업에 게 

가장 강력하고 유리한 위치로서 정보기슬을 무기 

로 구성원과외 사업적 관계蚤 재구성 할 수있는 

위치이다. 제2위치(Collaborative Advantage)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다 

른 구성원을 지배하기가 어렵다. 제3위치 

(Electronic Infrastructure)는 사업적으로도 기슬적으 

로도 다른 구성원을 지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상기업외 퉁합력이 약할 수있다. 제4위치 

(Competitive Advantage)는 기슬적인 우위를 가진 

기업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사업상 경쟁적 우위를 

가절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위는 (가상기업의) 

다른 구성원이 이할함으로써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와같은 가상기업내에서의 전략적 위치는 기 

업퉁합의 범위(그림에서 전후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들어, 제3위치(Electronic IMrastructure)는 

기업릉합외 범위를 Transaction데이타외 교환 (EDI) 

수준정도로 밖에 할 수없을 것이다. 반면에 제1위 

치(Business Network Redesign)는 정보기슬력의 우위 

와 사업적 관계의 단단함을 이#하여 비정형적인 

업무처리와 전문기술 및 노우하우의 통합까지 시 

도할 수있을 것이다.

3. 가상기업 모형

가상기업은 서로 다론 조직듈내의 사람둘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창조된다. 가상기업에 대 

한 표준 참조 모형(프로토콜)이 있다면 기업가는 

이를 이용하여 가상기업을 효율적으로 창조함으 

로써 외부로부터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들여와 

조직할 수가 있다. 가상기업외 잠재적 잇점은 내 

부 스탭을 즈일 수 있고 경쟁을 이겨 나갍 수 있 

는 가장 적합한 팀을 구성하는데 보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상품 데이터에 

대한 표현과 처리과정 공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등하여 실시간외 외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 

이다.

그러나 가상기업도 그 자체 해결되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Ontology에 대한 

이해외 공유, 즉 믿음, 과정, 용어, 목표들에 대한 

공유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보호, 저성과에 대한 해결장치 등이 문제 

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가상기업 모델링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가 

상기업외 업무를 효율적으로 틍제하고 수행하기 

위해 분산되고 이질적인 정보시스템들외 구현에 

필요한 정보기반구조 프로토콜을 개밭하는 것이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하 

드에어, 인적자원, 조직구조, 제약요소, 생산공정, 

작업관리 둥 가상기업의 모든 측면들을 모델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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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상기업 모델링 요건

가상기업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복수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진다. 다양한 컴퓨터시스템 환 

경하에서 제조업자, 공급자, 그리고 고객듈이 갈 

은 기업의 한 부분인 것 처럼 상호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각각의 행위가 무명하게 외미될 수 있 

도륙 하는데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정의해야 한 

다. [Fox & Gruninger]는 Ontotogic 접근을 통해 기 

업틍합에 의한 가상기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죽, 

기업활동 대리인을 기능대리인과 정보대리인으로 

나누어 보고 기능대리인은 스케쥴링, Dispatching, 

자원관리, 물류, 운반, 주문처리 등으로 분유하였 

다.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의 조 

직은 서로 다룐 데이터, 소프트애어, 하드예어, 인 

력, 그리고 다른 조직자원들을 갖고 있으며 이듈 

을 가상기업이 이용하기 위헤서는 통합되어져야 

만 한다. 이질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이러한 자원 

들을 표현하고 사용을 관리하며 릉제하기 위해서 

는 정보 모델링을 이용하여 자원들과 그들의 상 

호관계들을 컴퓨터 실행모델로 정외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컴퓨터 프로그램들에 의한 이둘 모델에 

대한 접근과 사용이 지원되어야 한다.〈그림 5＞는 

글로벌 가상기업 개념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사람 훅은 소프트애어 클라이언트들에 외해 어떻 

게 활용되어지는지를 보여 준다.

(1) 기존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자원

가상기업의 멤버 조직돌은 관계형 웅용시 

스템,CAD 시스템, STEP 웅용 둥 이질적인 정보시 

스템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작성된 여러 종류의 

데이터와 응용시스템 자원들을 갖고 있다. NIDP환 

경에서는 객체지향 프레임 웍내에서 이러한 데이 

터들과 응응시스템 자원들이 모두 객체로 균일하 

게 표현되어 객체지향적 로철 개념 스키마로 모 

형화된다.

(2) 가상기업 구성요소

이질적 시스템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자 

원을 접근하고 사용하기 가상기업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돌이 객체지 향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인터페이스는 그들 기능(객 

체 서비스)들이 그들 구성요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상기업외 모든 사람 혹은 소프트웨어 즐라이언 

트돌에게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명백하게 정외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요소 서비스의 활성화는 ORB나 

혹은 다른 다중 전송 데이터 서비스를 틍해 로철 

메세지 패싱이나 혹은 리모트 메소드 콜에 의해 

행해진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모델들도 객체지 

향적 로컬 개념 스키마에 포함된다.

(3) 기타 가상기업 자원 및 글로벌 정보

기존 데이터와 응용시스템외 자원, 그리고 

가상기업 구성요소듈 이외에 도구, 사람, 하드웨 

어 장치, 조직단위와 구조, 믈적 자본과 화폐적 

자원 둥의 기타 자원들이 객체지향적 프레임 웍 

에서 모델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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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상기업의 모델링

(4) 가상기업외 글로벌 정보

본래 글로벌한 성격을 지니는 가상기업 정 

보도 모형화된 객체듈올 상호 언결시키기 위해 

모델링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로는 다음과 같다.

• 서로 다른 로컬 스키마의 객체유형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게(association)와 제 

약조건

• 가상기업 프르적트나 생산 활동을 릉제 

하는 작업 관리 모형

• 서비스 요구와 전달을 다루는 협상 절 

차와 규칙

• 로컬과 글로벌 자원들 사이의 이롬, 구 

조, 그리고 외미론적인 불일치를 해견하 

기 위한 중재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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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된 객체지향 글로벌 개념 스키마

위에서 설명된 로철 스키마듈과 글로벌 정 

보들로부터 조정된 객체지향 글로벌 개념 스키마 

가 정외된다. 글로벌 개념 스키마는 가상기업이 

운영될 때 사람 훅은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가 

RMC(Remote Method Call), 절의어, 자연어, 하이퍼 

미디어, 그리고 OBJECT REXX, TCL, KQML 등의 

고급언어 등을 퉁하여 객체 서비스를 요청할 매 

사용된다. 어떤 경우이든 서비스 요청은 RMC로 

전환되어 ORB 등 통신장치를 퉁해서 관련있는 

객체 전송돠어 전달된다.

3.2 가상기업 구헌의 해심 기술

핵심기술의 개발은 가상기업을 보다 효율적 

으로 창조하고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둘을 

개발해 내고 개발된 '기술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상기업 건설에 요구되는 가장 상위수준 

외 핵심기술로〈그림 6>과 갈이 4가지를 둘고 있 

다.

① 일반 동신프로토콜

② 가상기업시스템과 응용시스템의 상호운 

영 (interoperabi I ity)을 위한 표준 객체 

기술

③ 일반 정보모델링 및 교환

④ 롱합된 가상기업 업무과정의 상호 관리 

가상기업을 위한 작업 및 지식 관리 
WfMC, I3, CFI,...

—L」匸「―1一厂丁—1_厂 

통신기술匚 객체기술匚 정보기술 

인터 넷,... I OMG,... r STEP, SQL...

〈그림 6> 가상기업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3.2.1 롱신기술

가상기업들은 근본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최 

근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인터넷의 확장에 외한 

국가 초고속릉신망으로서외 인터넷외 역할이 기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퉁신기술이 가장 유망하 

다고 보여진다[[Hardwick, et al. 96]. 즉, 인터넷외 

TCP/IP 퉁신프로토콜에 따라 상품 및 업무과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인터넷은 기술적으로 성숙 

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즉시 접속이 가능하다. 역으로 인 

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가상기업을 창조하고 산 

업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에 새로운 부 

가가치를 더하게 된다.

그러나 가상기업 운영에 있어서 보안에 대 

한 요건이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즉 정보의 기밀 

성, 정합성, 그리고 사실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 

룰 위해 IP수준, OMG수준, 그리고 가상기업 시스 

템의 수준에서 방화벽이 고려될 수 있다. 

3.2.2 객체기술

가상기업 시스템과 응응시스템간의 상호운 

영성(interoperability)을 위한 표준 객체기술은 가상 

기업들 간의 업무과정 퉁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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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능인자(enabler)이다. OMG 그롭은 표준 객체 

지향 인터페이스에 기초하여 상호운영 가능하고 

재사용할 수 있으며 이식성있는 소프트웨어 컴포 

넌트롤 위한 프레임 웍을 제공한다. 특히 분산 웅 

용시스専과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상용 객체지향 

시스템의 산업표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OMG의 

CORBAT 확장함으로써 가상기업에 요구되는 제 

기능을 지원하는 객체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가상기업에서외 정보공유와 협업을 지원하 

기 위해.확장되어야 할 기능으로는 다움과 같다.

• 보안

• 亳외

• 버젼 등 변화관리

• 규칙 및 제약조건 관리

• 에이젼트 기술

• 정보교환욜 위한 중제조정

• OMG 와 WfMC 외 업무흐퐁, CFI(CAD 

Framew어c Initiative)의 작업 및 세션관리 

등과 통합

• STEP의 EXPRESS와 IDL 객체모형 상호 

운영을 통한 산업 정보교환

3.2.3 정보기술

STEP은 정보모델링과 교환을 위한 정보기슬 

을 제공한다. 국제STEP모형 데이터는 제품 라이 

프싸이클외 모든 단계에 걸친 제품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이다. STEP외 근본적인 요소는 제품 

정보 모형과 이 모형에 외헤 산출된 정보롤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락서 STEP으로 정외된 데이터롤 다음외 요건을 

만족시키며 OMG CORBA환경하에서 데이터 객체 

로 가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상호운영 다른 팀에 속한 응용시스템듈 

이 한개의 논리적 데이테베이스에 속하 

는 데이터와 상호운영될 수 있어야 한 

다.

• 등시공학: 복수개외 응용시스템이 제조 

과정 설계를 포함하여 설계외 서로 다 

른 면을 개밭할 수 있어야 한다.

• 설계자료 문서화: 가상기업은 다른 팀에 

의해 개밭된 설계 면을 하나외 논리적 

문서로 릉합할 수 있어야 한다.

3.2.4 업무 및 지식관리 기슬

가상기업외 업무과정 협력 및 조정, 그리고 

지식을 관리할 기슬도 중요하다. 가상기업외 성공 

은 전략 및 전술계획, 스케쥴링, 프로객트 관리, 

업무흐름 관리, 제품설계 및 제조과정 관리 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조직이 소 

유하고 있는 제 자원 즉, 데이터, 사람, 하드웨어 

시스템, 를, 소프트웨어, 조직구조 등을 이질적 분 

산 컴퓨팅 네트웍을 통하여 얼마나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느냐에 달혀 있다. 따라서 가상기업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듈에 대해 업무활 

동을 관리할 수 있는 프렘임 웍이 제공되어야 한 

다.

업무관리는 활동간, 역할간, 그휼간, 응응시 

스템간, 그리고 데이터간의 여러 관계 즉, 데이터 

흐름, 롱제 흐름, 제약조건, 그리고 외미른적 관계 

둥을 모델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협업환경을 

지원헤야 한다. 이로써 가상기업 멤버들이 업무활 

동외 순서, 활등에 필요한 자원, 문서화 여부 등 



가상기업의 구축전락 41

을 섭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상기업의 자 

원과 그들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메타 데이터 

로 지식베이스에 명확하게 모형화되고 저장되어 

야 한다. 이는 앞의 가상기업 모델링에서 보았듯 

이 크게 3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로컬 개념스키마: 가상기업의 각 멤버 

조직외 모든 자원의 데이터 속성, 관겨L 

제약조건, 오퍼레이션 등은 객체지향적 

로철 스키마로 표현된다.

• 글로벌 개념스키마: 가상기업 수준에서 

글로벌한 성격을 갖는 자원의 외미른적 

속성들, 예를 들면 개별 로컬 스키마에 

서 정외된 객체 유형간의 관게, 가상기 

업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직단위와 구조, 

가상기업 수준의 업무활동 및 관리에 

대한 모형 등도 표현되어야 한다. 로철 

스키마와 그로벌 가상기업에 관한 정의 

를 합하여 글로벌 개념스키마가 된다.

• 중재조정된 글로벌 개념스키마: 각각외 

로컬 스키마는 상호 차이를 수용하고 

구조론적 의미론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 

해 중재조정되어야 한다. 중제조정은 각 

로컬스키마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 

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따라서 가상 

기업외 그로벌 스키마는 통합(integrated) 

된 스키마가 아니라 중재조정(mediated) 

된 스키마이다. 따라서 로컬 스키마간의 

의미상의 갭을 메꾸어줄 중제조정에 필 

요한 규칙이나 제약조건이 정의되고 가 

상기업 지식베이스에 저장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상기업 자원의 객체 

지향적 모형화, 작업관리, 중재조정은 가상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륵히 영속성, 

naming, concurrency control, 질의, recovery, 보안 둥 

과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규칙처리, trigger 관리, 제약조건 유지관리, 

그리고 업무관리와 갈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기 업 지식베이스와 지식베이스 관리시스냄도 

개발되어야 한다.

3.2.5 에이젼트 기술

최근 에이젼트 기술은 차세대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서부터 광대역 네트워크, 그리고 개인 조 

수(personal assistants)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 

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륵히 계획, 분산 문제해결, 

기계학습, 상식 추론, 자연어 처리 등을 할 수 있 

는 지능적 에이젼트에 대해 많은 연구가 헹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기업에서 일어나는 제반 시• 

건들에 대해 모니터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가상기 

업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에이션트이다.

기능적으로 가상기업의 에이젼트는 다른 엔 

티티를 대신하여 활동함으로써 가상기업의 운영관 

리에 일조를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자 에이젼트, 작 

업 지향적 에이젼트, 서비스 에이젼트, 자원 에이 

젼트, 정보 에이젼트, 그룹 에이젼트 등이 있다. 

특히 장기적인 그룹 협력을 지원해야 하는 분야에 

에이젼트 기술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구조적으로 보면 에이젼트는 확장된 객체로서 

표준 객체가 갖는 속성들과 오퍼레이션에 더하여 

이벤트를 처리하거나 스크립트 해석기 혹은 규칙 

관리 장치를 갖고 활동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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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 자치눙력 (autonomy) 올 갖고 있으며, 또한 

ACL(agent communication language)을 이용한 다른 

에이젼트와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을 갖는다.

33 가상기 업 참조 아키텍 치

가상기업 참조 아키텍쳐외 목표는 가상기업 

의 연결성(connectivity)，산업 정보모형화와 교환, 

그리고 가상기업 프로젝트와 작업 관리에 대한 

표준 해결안올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인터넷. ISO외 

STEP, WfMC의 표준, OMG의 기본 객체서비스 표 

준은 이러한 분야에서외 해결*!옴  상당 부분 제 

공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슬위에 요구되는 새 

로운 기슬듈이 개발, 통합되어야 한다.

NIDP(National Industrial Information 

血fimstnicture Protocol)의 가상기 업 참조모형은 13개 

외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다시 득 

깁적인 5개외 서브시스템으로 구분되고 3캐의 릉 

제게충으로 나뉘어져 있다［Goldschmidt, 96］. 첫번 

처 계충은 사용자 계충으로 최종사용자 응용시스 

뎀과 NHIP환경이 만나는 게충이다. 두빈째 제충은 

미들웨어 훅은 협력 서비스 계층으로 사용자 계 

충외 응용시스템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번저 

계충은 중재 서비스 계층으로 다른 두계층에 대 

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관리 서브시스템 

은 최종 사용자에 대한 릉제기능을 나타내는 것 

으로 Desktop고］ Agent로 구성되어 있다. 가상기업 

서비스 서브시스템은 설계 및 협업 룰로서 최종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기능을 나타낸다. 작업 및 

세션관리 서브시스렘은 가상기업내에서외 작업을 

릉제하는 것으로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자 

원을 공유할 수 있다. 지식 및 규칙관리 서브시스 

템은 기업간의 자원공유를 허용하는 가상기업의 

규칙들을 탐지한다. 마지막으로 외사견정 서브시 

스탬은 잘못된 요청을 해결하거나 용어나 events 

등 새로운 지식 획득을 지원하며 에이젼트 간외 

분쟁을 협상하여 중재한다.

각 구성요소외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CORBA IDL로 표현되며, 데이터 모형과 정보내응 

은 STEP 데이터 모델언어인 EXPRESSS 표현되 

고 있다. NCL(NniP Common Language)은 IDL과 

EXPRESS률 포함하는 언어로서 작업흐롬과 액티 

브 객체에서 요구되는 제약조건, 규칙, 관계 등을 

표현할 수 있다. 각 구성요소외 서비스 내응은 <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가상기업의 구축전략 43

Layer 
I

Human 
Client

Software 
Client

Exisitin^ 
Systems CMyect Server

Project Management

（〔쯔효d애二）（二百血1二〉

VE Services

Internet 
Tools Repositories

ndustnalModeis

Transport
Task & Session Mgmt

7

Layer
orkflow

Data Application^)
■— ―丿丿

Session

% ]

Knowledge & R머e Mgmt 

Monitor^)

J쯔 KBMS二＞

f二二 VE Knowledge 际Ej 
Semantic Associations, ConstramtsI J-— •一1少

Layer 
ni

Decision S 叩 port

([二蜜diator二; U쯔雪呵耳二D
—1 丿

〈그림 7그 NIIIP 기반구조

〈표 1>NIIIP 구성요소

구성요소 서비스 내용

Desktop 가상기업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Transport ORB가 아닌 통신환경에 대헤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

Agent NIIIP 지식베이스에 정의된 에이젼트간의 통신을 관리.

STEP Services NIIIP 환경하에서의 STEP 툴 사용을 가능케 함.

Data Management 사용자 데이터 객체를 관리. 정보의 의미는 고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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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low 사용자 작업의 실헹을 관리.

Session 사용자의 작업환경을 관리.

Application/Tool 툴의 호출, 웅용시스템과의 데이터 이동 둥을 관리하여 기존 시스템과 

외 통합을 가눙하게 하는 서비스임.

Mediator 클라이언트들이 각기 자신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Negotiator 쿨라이어트와 서버간의 암묵적 협상으로 모든 NIIIP 트랜스액션은 서 

비스 요청, 서비시 수행 동의, 결과의 전달, 수용이라는 4단계를 거침.

KBMS 규칙, 제약조건, Trigger 관리.

Internet Tools NIIIP환경하에서외 인터넷 틀 사용을 가능게 함.

VE Monitor ORB 요칭을 찾아내고, 이 요청이 유효한가롤 검중하며, 요청을 다른 

가상기업 구성요소로 보내며 요청과 관련된 규칙이나 제약조건 확인 

둥을 실힝

NHIP외 구성요소는 CORBA 서비스 상에 구축되 

며〈그링 8＞과 같이 CORBA Facilities료 제안되었 

다. 그러나 CORBA는 여러가지의 전송 버스 가운

데 하나로 TCP/IP, HTTP, SHTTP, SNA, DECNet 등 

도 사용룃 수 있으며 이 경우 Transport 구성요소 

에 외해 CORBA로외 맵핑이 이루어진다.

NHIP Common Facilities

Desktop Session Workflow Am)Iic Agent Negotiator Mediator Tran» ♦ p • p 卢 p
VE Internet STEP VE 

KBMS Tools Services Monitor

〈그 림 8> OMG View ofNIIIP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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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기업 구현을 위한 정첵직 

함의

우리는 앞에서 가상기업이 가지는 특성을 살 

펴볼 때, 그것이 개별기업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전 

체적으로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을 수있는 기업 

외 새로운 방식임을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가상 

기업을 실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해답은 국가 

간 또는 사회간의 경제, 정치, 문화적 환경이 다르 

고 무엇보다도 정보통신 기반구조에 대한 기술력 

과 구축능력에 차이가 있기 패문에 일률적인 방법 

른으로써 나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기업릉합과 가상기업의 실현에 앞서있는 방 

법론 또는 전략은 미 국방성에서 시작하여 점차 

민간과 공공부문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CALS가 가장 가장 현실적인 헤답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CALS에서는 어떻게 기업통합과 가상기업의 실현 

을 추진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이에 대한 접근 

은 개별기업적 관점（미시적 차원）에서 보는 것과 

국가전체차원（거시적 차원）에서외 실현전략으로 

나눌 수있다. 여기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시의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4.1 국가차원（거시적 차원）에서의 CALS 와 

기업통함의 실헌진략

CALS및 기업릉합을 위한 활동의 대부분은 

기업과 행정단위조직, 민간단체 둥 미시적주체들 

의 자발적인 외사와 노력으로 추진될 수있다. 그 

러나 국가차원에서의 CALS외 도입과 정착화를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 CALS체제에 의한 상거래와 가상기업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법과 제도

• CALS국가표준의 제정

• CALS  실현할수 있는 정보릉신기반구 

조의 구축

*

이둘중에서 표준화와 정보통신기반구축은 현 

재 매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가 정보퉁신 

기반외 구축은 현재 범국가적인 사업（초고속둥신 

망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이 계획에 따라 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CALS국가표준의 제정은 단순 

히 CALS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체의 

정보통신 정 책과 표준화계 획에 맞추어 져야（aligned）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될 수없을 것이다. 

CALS의 표준화문제는 그 자체로서 논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미국의 CALS표준을 중심으로 현황 

을 소개舌면 다음과 같다.

4.1.1 CALS의 표준화

미국방성이 제정한 CALS표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올 가지고 있다. 첫째, 가능한 국제표준을 수 

용한다. 따라서 ISO나 CCITT의 표준이 CALS의 

표준으로 되고있다.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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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가표준(ANSI Standards)을 수용하고 있다. 그 

러나 국제표준의 대부분은 기본표준 (Base 

Standards)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에따라 시스템을' 

구현하는데에는 메우 불충분하다

들저, CALS 표준은 기능표준 (Function 이

Standards)또는 표준프로파일(Intemational Standard 

Profiles)중심으로 실제 개발자나 구현을 위한 표준 

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산업표준외 경우 미 

국방성은 동시에 여러 벤더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각 벤더들로부터 획득한 장비와 부품을 릉합해야 

하기떠문에 가능한 표준적합성테스트가 가능한 표 

준에 관심이 있다.

셋처, 현재까지의 CALS표준의 대부분은 데이 

타교환을 위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앞으 

로는 정보릉신과 처리외 상당한 영역까지 표준화 

가 진행될 것이다. 참고로 CALS표준은 다음과 같 

이 분류될 수있다.

• Standards for data Hie formats — IGES, 

SGML, CGM, STEP/PDES, Raster Image 

File Formats(Group4), IETM, EDIFACT

• Satn 也 rds for Database Schemas - 

LSAR(Logistics &ipport Analysis Record)

• Standards for Data Package Transfer - Data 

transfer in 1/2 inch magnetic tape with ANSI 

tape label, POSIX "tar" files, MS-DOS floppy 

disks (5.25", 3.5")

• Standards fo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IDEFO through TDEF14 

Modeling Tools

4.1.2 정보릉신망과 CALS

CALS롤 위한 정보릉신망외 구조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결큰이 내려진바는 현재까지 없 

다. 그러나 미 국방성이 처음으로 시도한 컴퓨터 

릉신 네트웍인 ARPANET이 TCP/IP네트왹 구조에 

기초해있는 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현재 

전세계포 연결하면서 TCP/IP를 사실상외 릉신망표 

준(De Facto Standard)으로 만들고 있는 Internet^ 

ARPANET이 발전한 것으로 볼 수있다. 여기서 우 

리는 CALS가 미국방성주도하에 민간부문까지 확 

대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CALS의 릉신망 표 

준으로 TCP/IP일 것으로 속단할 수도 있으나 이것 

은 잘 못된 생각이며, 현재까지 이에대해 어떠한 

결론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국 상무 

성 (DOC) 외 NIST(National Institi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는 행정부외 정보틍신망을 위한 표 

준으로 OSI*  권고하고 있다 GJSGOSIP)[Detlefsen, 

95].

CALS 의 정보통신 하부구조로서 릉신망외 

설게에 대한 문제는 크게 보아 Internetworking 

architecture 와 subnet기술의 결정문제로 나눌 수있 

다. 이중에서도 현재 더욱 잇슈로 되고 있는 것은 

전자이다. 현재 쓰이고 있는 Intemetworkin略구조들 

중에서 개방형이 아닌 것(IBM의 SNA 둥)은 CALS 

환경에서는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개방형 국제표준으로 인정된 OSI, 륵히 OSI 

TP4/CLNP와 미 국방성 표준으로 범세계적인 사실 

상 표준(de facto standards)인 TCP/IP와의 충들이다. 

몰론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두 표 

준제품간에 서로 변환울 해 주는 해결책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이에 따르 

는 비용은 사살상 표준을 정하고 표준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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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룰 모두 상쇄시키기때문에 바람직 하지 않다.

앞으로 구축될 CALS시스템의 정보통신망 구 

조롤 전망해 보면, TCP/IP가 횐씬 유력헤 보인다. 

기본적으로 통신망위에서 음직이는 응용시스템들 

이 TCP/IP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더욱 많다. 륵히 

199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블기 시작한 World Wide 

Web선풍은 앞으로 CALS시스템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단초가 될 수있다 CALS응용들 

의 통신네트웍기반구조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열거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 멀티미디어 정보교환 (text, graphic data, 

raster image, moving video data, sound, etc.)

• Remote electronic transaction processing (by 

RPC 등)

• Remote database access

• Hypertext and hypermedia capability

•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와 컴퓨터와 롱신 

상외 정보보호(security)

• 이음새없이 다른 응응들과 상호운용될 

수있는(interoperable) 응용서비스

• Support of Distributed Collaborative Work

이와 같은 요구조건들은 비록 (서비스 폼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통신망과 응용기술 

수준으로도 충분하게 만족시켜줄 수는 있다. 그러 

나 통신망과 그 응용의 사용추세로 볼때 TCP/IP와 

그 웅용들이 위와 같은 요구조건올 만족시키고 성 

능울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CALS시스템구축과 기업통합의 사례

현재 Intemet을 퉁신네트웍 플랫픔으로하여 

구축중인 CALS시스템이 상당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외 CommerceNet이다. 이것은 민간주도 

(민간회사, 대학교, 연구소 등)로 Electronic 

Commerce와 기업롱합/가상기업을 위한 기반시스 

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있고,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있다. CommerceNet상의 중요 응응(서비스)로서 

는 제품정보교환, 판매 및 구매 정보 교환과 지원, 

공학적 기술 정보와 지식외 공유, (분산)협력에 외 

한 제품개발, C에abrative Outsourcing 지원, 구성원 

간의 EDI 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보안문제가 가장 걸림들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ntern©을 기반으로하는 또 다룐 CALS시스넴 

구축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NHEP (National 

Industr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ocols) 프로젝 

트이다. NIHP 프로젝트에 의해 구축되는 것은 

ICN(Intemational CALS Network)이다. 이 프로젝트 

도 역시 민간주도로 하여 특히, 제조기업중심의 

가상기업을 실현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택 

이 게획되고 있는 중요 기반기술로는 Internet기반 

으로하여. 객체지향기술, PDES/STEP표준의 적용, 

Distributed Collaborative Workflow Management둥이 

포함되고 있다.

CALS의 정보통신망 기반구조로서 또 하나의 

유력한 대상은 00년대에 논의되기 시작한 초고속 

정보통신망(Tnfbrmation Super Highway)이다. 미국에 

서는 1992년부터 National Information

Infh)struclure(NII)라는 이륨으로 구축계획수립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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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졌다. 앞에서 보았둣이 CALS의 웅용들의 요 

구사항을 만족하기위하여 정보퉁신망에 필요한 대 

역폭(bandwidth)가 쉽게 수Mbps 또는 수십Mbps률 

넘어리라는 것은 쉼게 예측할 수있다. 기존의 퉁 

신망과 기슬로서는 이와같은 요구를 수용하기에 

불충분하다. 이 와같은 초고속정보퉁신 망의 구츅계 

획은 급속하게 다른 나라에도 퍼져갔으며, 이에 

국가간외 초고속릉신망욜 다시 네트웍화하는 범지 

구초고속정보릉신망(Global Information Intrastnicture) 

도 논의되고 있다.

초고속정보릉신망에 기반을 둔 CALS시스뎀 

구측개획중외 하나는 미국에너지성(DOE)이 주도 

하는 AM-NII(Advanced Manufacturing via the Nil) 프 

로그렘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기업릉합과 가상기 

업애 춧점을 두는 것은 AM-NH Electronic 

Commerce Small-to-Mcdium-size Enterprises Link(AM- 

ND EC SME Link)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척트외 목 

표는 고기슱외 금속재료 가공에 관련된 수개의 소 

규모 기업과 Lawrence Livermore Nat'l Lab올 컨소시 

음으로 하여, transaction volume은 작지만 교환되는 

정보외 내응이 고도외 축약된 공학기술적 정보와 

지식을 담고있고, 매우 빠른 turnaround time올 가 

지논 value process를 대상으로 가상기업을 구축할 

려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에 전 

혀 영향올 주지 않도록 설게할 것을 요구받고있다.

5.결  론

가상기업은 정보릉신기술이 범지구촌적 시장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있도록 제공하는 하 

나외 기희이다. 정보릉신기슬에 외해 묶어지는 가 

상기업은 주어진 시장여건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희를 제공한다. 이것은 기존의 기업조직에는 결 

핍되어 있거나 불충분한 자원과 기능을 보완함으 

로써 발생한다. 동시에 가상기업을 세우는데 드는 

초기투자비용을 최 소화함으로써 , 튝히 중소기 업 에 

게는 새로운 시장이나 름새시장을 개척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규모의 기업에게는 결핍되기 

쉬운 신속성(agili&), 적응성(adaptability), 신축성 

(flexibility)욜 제공할 수있다.

그러나 가상기업은 이제 그 개념과 이른외 정 

립을 요구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위와 같은 가 

상기업의 모든 가능성은 검중되어져야 한다. 따라 

서 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접근이 이루 

어져야할 것이다. 정보릉신기술의 밭전속도와 경 

영환경변화의 속도가 매우 바르고, 이외 영향이 

직접적인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가상기업이 제 

공하는 여러가지 기회와 장점들을 고려하면, 가상 

기업에 대한 연구와 접근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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