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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사회는 네트워크시대로 규정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컴퓨터
와 정보통신기기들이 명실상부하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유∙무선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였
다. 이는 곧 개인과 조직을 망라하는 모든 개체들 간의 네트워크화를 의미하며, 우리사회의 신경망을 형
성하게 된다.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네
트워크시대의 새로운 생산관리 패러다임으로 객체지향생산관리(O3M: Object Oriented Operations
Management)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생산시스템이 점차 분산 네트워크화 되고 가상기업의 형태를 띄게 됨에 따라, 이들 분산 생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객체지향적인 관점과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개별기업은 기
업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하나의 노드로서 객체에 해당되며, 기업간 네트워크는 분산객체시스템이 된다.
객체지향 생산관리란 객체지향의 사고와 개념을 생산관리 활동에 맵핑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
산관리의 내용은 생산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으로 대별된다. 이에 추가하여, 네트워크시대 객체지향 생산
관리는 분산된 생산시스템간의 조정활동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즉 객체지향 생산관리는 생산시스템
의 설계(design), 운용(operation) 그리고 조정(coordination)을 포함하게 되며, 이들에 적용되는 개념과
이론도 네트워크시대에 적합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I. 21

紀 디지털

經 와 네트워크

정보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출현과 인터넷의 확산은 우리사회 전 분야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닷컴기업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소위
*慶

校經

敎

153

154 經 � ,

35 卷 2

3

“디지털 신경제”
(digital new economy 또는 e-Economy)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그러
나 최근 들어 뚜렷한 수익모델을 갖지 못한 닷컴기업들이 대거 도산하고, 급속한 닷
컴기업의 팽창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거품론이 대두되면서“신경제”
에 대한 열기가
다소 진정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경제를 포함한 사회전
반에 새로운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신경제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네트워크화’
현상이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약
어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Java, XML, WAP, VoIP,
IMT2000, Bluetooth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컴퓨터와 정
보통신기기들이 명실상부하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유∙무선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곧 개인과 조직을 망라하는 모든 개체들 간의 네트워크화를 의
미하며, 우리 사회의 신경망을 형성하게 된다. 정보기술에 의한 네트워크화는 정치,
경제, 문화/예술,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분야에서, 인터넷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정부도 행정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e-Government)의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멀티미디어 예술로서 웹아트(web art)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났다. 그리
고 교육분야에서도 인터넷의 진전은 원격교육과 가상대학을 출현시켰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무엇보다 경제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본주의 속성상 당연한 것
으로 여겨진다. 기업들은 전자결재(EDI)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확대하여 e비즈니스(또는 인터넷 비즈니스)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비즈니스는 기업
과 기업간(B2B), 기업과 소비자간(B2C), 기업과 정부간(B2G) 뿐만 아니라, C2C,
G2G, B2B2C, B2B2C 등과 같이 실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한 기업의 모든 정보시스템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통합됨으로써 e-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SCM(Supply Chain Management), 또는 e-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과 같이 앞에 e라는 접두어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기업의 통합화, 네트워크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CALS(Commerce at Light Speed)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기업, 즉 가상기업(Virtual
Enterprise)이 출현하게 되었다. 가상기업이란 실체가 없이 세계 각지에 흩어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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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들을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하여 통합시켜 주는 기업을 말한다. 가상기업에서는
지리적, 공간적 제약 없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현대사회는 가히 네트워크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시대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러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결합을 통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
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경영에 있어서도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은 기존의 틀을 깨는 새
로운 형태의 경영관리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시대의 새로운 생산
관리 패러다임으로 객체지향생산관리(O3M: Object Oriented Operations Management)
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管 의

와

시스템의

생산관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망라하여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체 즉 생산시
스템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들의 총체로 경영(management)의 한 기능
적 분야이다. 사실상 그 동안 생산관리가 다른 경영의 기능적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
로 등한시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기업 간
경쟁이“국경 없는 경제전쟁”
으로 묘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모두가 초일류
기업(world class company)을 달성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초일류
기업이란 적어도 기업의 전략적 핵심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기업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한 수준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초일류기업의 달성에는 경영혁신이 요구
되며, 특히 생산관리가 초일류기업 달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
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새로운 네트시대의 생산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생산시스템이 어떻
게 진화, 발전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은 연대별 생산
시스템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60년대의 생산시스템은 비용 내지는 원가를 주 경쟁요인으로 하였다. 따라서 원가
절감을 위해 반복적 대량생산형태를 취하였으며, 조업안정에 초점을 맞춘 생산전략
을 취하였다. 생산공정 및 설비는 컨베이어 벨트나 수치제어기계(NC machines)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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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고정형 자동화(fixed automation) 형태를 취하였으며, 생산계획 및 재고관리 기법
으로는 EOQ 등의 전통적 재고관리 모형이 단편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때 생산관리의
역할은 그 관심이 기업내부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또 다른 경영의 기능에 전혀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중립적인 위치, 즉 내적중립에 머물렀다.
70년대 들어 경쟁이 증가하면서, 기업은 점차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생산기능의 통합화와 시스템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생산설비 면에
서 는 컴 퓨 터 수 치 제 어 기 계 (CNC machines)를 이 용 한 프 로 그 램 형 자 동 화
(programmable automation)로 발전되었으며, 자재소요계획(MRP)을 이용한 폐쇄회로
형 생산계획 및 통제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이때 생산관리역할은 그 관심이 외부의
시장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중립적인 외적중립 상태이다.
80년대는 일본이 미국 및 세계시장을 석권하면서, 일본식 생산관리 방식이 많은 영
향을 끼친 시기였으며, 품질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생산전략으로는 현장
을 중시하는 일본식 생산관리 방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공정의 점진적 개선을 의미
하는 카이센(Kaisen) 그리고 제조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낭비배제 운동과 전사적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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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산시스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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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분임조 활동 등이 관심을 끌었다. 이 시기에 생산설비는 GT(group
technology)를 바탕으로 한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s)가 등장하여 유연자동
화(flexible automation)를 이루었다. 관리기법으로는 Kanban에 의한 간결함을 강조하
는 일본식 기법으로 JIT(just in time)와 MRP가 확장된 미국식 제조정보시스템으로
MRP II(manufacturing resources planning)가 등장하였다. 이때부터 생산관리가 기업경
쟁력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나, 관심이 주로 내부적
인 효율에 있었으므로 그 역할은 내적지원에 속한다.
90년대 들어 기업의 기술 및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시간이 주요 경쟁요인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급속히 단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장수요의
변화도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적
응하느냐가 성패의 중요 관건이 되었다. 제품개발, 생산, 공급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생산 전 과정에 신속성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시간에 기초한 관리(time-base
management)가 강조되었으며, 초관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생산공정 면에
서는 FMS가 더욱 발전되어 컴퓨터에 의해 모든 생산활동이 통합되는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으로 진전되었다. 그리고 관리면에서는 MRP II가 전사적 정
보시스템으로 더욱 확대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로 발전되었다. 이때 생
산관리의 역할도 외적지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들어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 및 지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등장하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식, 및 지능은 로봇이나 무인운반기계 등과 같은 기업의 생
산설비뿐만 아니라,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자체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제품의 기계적인 부품의 원가보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지능
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관리 면에서도 전문가시스템, 인
공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 등과 같은 지능적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지식기반관리
(knowledge-based management)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생산의 모든 분
야에 지능적 기법이 적용된 시스템을 지능적제조시스템(IMS: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s)이라고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또한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단축시킴으로
서, 기업의 네트워크화를 급속히 진전시키게 되었으며, 이는 또한 시장의 세계화 및
개방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업간 네트워크의 구축에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와 같은 기업간 정보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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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는 기업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III. 네트워크

의企 競

앞서 설명한 생산시스템의 진화는 크게 대량생산(mass production)체제와 대량고객
화(mass customization)체제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량생산에서는 효율
성을 강조하는 반면, 대량고객화에서는 효율성과 더불어 다양성 및 유연성을 강조하
고 있다. 즉, 과거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치중한 대량생산체제에서 점차로 다양성
과 유연성 및 신속성을 강조하는 대량고객화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시스템의 진화에 따라 기업간 경쟁은 보다 복잡한 차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기업의 경쟁차원은 점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선, 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입
체의 차원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기업간 경쟁은 먼저 점의 차원에서 출발한다. 점의 차원에서 개별기업은 동종 경쟁
업체뿐만 아니라, 같은 공급사슬 내에 있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과도 경쟁관계를
유지한다. 즉 기업들은 다른 모든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과 부를 극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대화는 국지적 최적(local optimum)에 지나지 않
는다.
최종 완제품 생산업체가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부품공급업체가 고품질의 부품
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비효율의 불량부품으로 구성된 완제품이 경쟁
력을 지닐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간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공급사슬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급사슬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제 경쟁의 차원이 공급
사슬로 연결된 선의 경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공급사슬을 형성하는 수직적 계열
간의 협력을 통한 통합의 의미를 지닌다.
기업간 경쟁은 공급사슬간의 수직적 결합뿐 아니라, 동종경쟁기업간의 수평적 협
력을 유발하였다. 동종 경쟁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제품개발이나 구매, 그리
고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상호간의 효율성을 제고하
게 되었다. 공급사슬간의 수직적 통합에 이어, 경쟁업체간의 수평적 결합을 이룸으로
써 본격적인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간 경쟁은 이른바 면의

� �

159

<그림 2> 기업의 경쟁차원

차원으로 진전하게 되었다. 면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경쟁력 있는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가 기업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기업간 네트워크 구성도 동태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끊임없이 기존의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새
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처럼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부단히
동태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입체차원의 경쟁이 된다. 입체차원의 경쟁에
서는 네트워크간에는 고도의 경쟁이 존재하는 반면, 네트워크내의 구성원 사이에는
고도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새롭게“동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고도의 경쟁과 고
도의 협력이 공존하는 시대가 바로 입체차원의 경쟁이다. 21세기 네트워크시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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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쟁을 위한 협력(copetition)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제 기업은 핵심역량
을 경쟁무기로 삼고 기업간 네트워크로서 협력무기를 구비하여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시대의 새로운 경쟁차원에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과 생산
시스템의 관리가 요구된다. 기업간 경쟁이 개별기업 경쟁에서 기업네트워크간의 경
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업간 결합, 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구성요소간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간 네트워크화 현상은 현실에서 눈에 띄게 진전되고 있다. 기업들은 핵
심역량 이외의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전자산
업 분야에 새로이 등장한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는 자체 브랜드를 갖
지 않고 위탁생산만을 담당하는 생산전문업체로서 전문화에 의한 기업간 협력 모델
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생산을 EMS 업체에 맡기고, 기술개발 및 유통 등에 치중
함으로써 급격히 서비스화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B2B, e-Marketplace
등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SCM이 도입됨으로써,
기업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간 네트워크의 진전은
가상기업을 출현시키게 된다.

IV.

시스템의 客

1. 생산관리 연구에서 객체지향접근법
생산관리 자체를 객체지향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저자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없었다. Lima와 Silva(1998)는 생산시스템의 연구에서 객체지향분석법을 적용한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이 주로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라고 하였다. 객체지향접근법을 이용하여 생산시스템에 적용한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oo(1997)는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를 제시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작업부품의 특성과 관련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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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클래스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CAD(computer aided design)와 기술적
인(technological)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에 관한 것이다.
김창욱과 전진(2000)은 객체지향 ERP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객체 계층 구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ERP 시스템에서 데이터 저장소와 인터페이스의 투명성(네트워
크, 데이터 저장소 종류, 구현언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객체라는 개념
을 정의하고 데이터 객체계층을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실제 데이터 접속 기능 미들웨
어(ODBC, JDBC 등)와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데이터 객
체 계층을 분산 객체 미들웨어(CORBA, DCOM 등)에도 무관한 어플리케이션 프로
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Hoche, Broomhead and Grieve(1996)는 제조 셀의 관리를 위한 객체지향 소트프웨어
를 개발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실제 셀의 요소를 나타내는 객체들(에
를들면, 작업자, 로봇, 기계 등)과 셀 관리 객체들의 클래스에 기초하고 있다. 셀 관
리 객체들은 관리기법을 실행하고 객체간의 통신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들은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 셀관리를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Aquiar, Murgatroyd and Edwards(1996)는 생산자원의 모델링을 위한 객체지향
CASE 툴을 제시하였다. 그 툴의 명칭은 SEW-OSA로서, 이는 시스템 개발 단계, 즉
요구분석, 설계 및 실행의 각 수준에서 객체지향적인 자원의 모델링을 가능하게 하였
다.
Agida(1993)는 제조시스템의 객체지향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
다. 시스템개발 툴로 많이 알려진 ER 다이어그램(entity relationship diagram)과
DFD(data flow diagram)를 사용하였으나, 실제 시스템의 행동모형으로 MFD(message
flow diagram)에 기초하였다. Agida에 따르면 제조정보시스템은 3가지의 기본 모듈,
즉 생산시스템 상태 모듈, 의사결정 모듈 그리고 인터페이스 모듈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Narayanan et al.(1988)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생산시스템의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들은 적용 도메인의 분석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자연적인 맵핑(natural mapping)은 생산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
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체지향접근법은 생산시스템의 모델링이나,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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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의 설계 그리고 생산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등과 같이 주소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주로 이용되었다.

2. 객체지향 생산시스템 모델링의 장점
객체지향이론은 이미 경영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개념이며, 그것의 장단점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객체지향에 관한 문헌에 널리 언급되
고 있다. Rui and Silva(1998)는 특히 객체지향접근법을 생산시스템의 모델링에 적용
했을 때의 장점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1) 모델링의 용이성(Easiness of Modelling)
객체지향이론은 시스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존재하는 객체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모형화한다. 실제 존재하는(물체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관계없이) 객체로
부터 적용 도메인을 모형화할 수 있는 능력은 생산시스템의 모형 개발을 용이하게 한
다. 객체지향이론은 정보와 관련 처리기능을 객체내부에 캡슐화(encapsulated)시킨다.

2) 재사용(Reusing)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은 다양한 수준에서, 즉 명세서, 설계, 소스 코드 및 데이터 수
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명세서와 설계 수준에서 재사용은 주로 사전 정의된 클래
스와 객체로부터 상속 메카니즘(inheritance mechanism)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상
속성은 상위 개체의 정보와 기능을 물려받은 하위 객체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재사
용 가능한 객체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3) 테스트와 시스템 진화(Testing and System Evolution)
객체지향시스템은 단순한 요소(객체)에서 복잡하고 완전한 기능을 갖춘 객체로 점
진적으로 개발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테스트와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이 용이
하다. 객체지향접근법은 시스템의 진화적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객체지향
접근법을 이용하면, 시스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시스템이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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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은닉(Information Hiding)
객체의 외부에 알려지는 정보를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정보은닉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에 의하여 객체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왜냐하면 이 원칙에 의하면, 객체 사용자
와의 인터페이스는 변경할 수 없으나, 그것이 구현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객체내부에
서 변경이 가능하므로, 객체가 제공하는 기능의 결과에만 관심의 초점이 주어지기 때
문이다. 이 원칙은 또한 객체사용자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는 정보를 은닉시키게 된
다.

V. 客

管 (O3M: Object Oriented Operations
Management)

1. 객체지향생산시스템의 구성
아직까지 객체지향이론은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방법론과 툴을 의
미한다. 생산시스템의 모델링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한 연구들이 진전
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시스템의 관리적인 측면, 즉 생산관리 자체에 대한 객체지향
이론이나 접근법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생산시스템이 점차 분산 네트워크화 되
고 가상기업의 형태를 띄게 됨에 따라, 이들 분산 생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객체지향적인 관점과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개별기업은 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하나의 노드로서 객체에 해당되며, 기업간 네트워크는 분산객
체시스템이 된다. 객체지향접근법(object oriented approach)은 분산된 기업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시대의 생산관리에도 이
러한 객체지향의 사고가 요구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객체지향사고는 현실의 객체개념을 모형화, 추상화한 것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객체지향개념은 가장 이상적인 객체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객
체지향 생산관리의 기본 정신은 이처럼 현실에서 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객체지
향개념을 다시 현실의 생산관리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객체지향 생산관리란 객체지
향의 사고와 개념을 생산관리 활동에 맵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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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시대의 구성요소들 간의 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춘 객체지향 생산관리(O3M:
Object Oriented Operations Management)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관리의 내용은 생산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으로 대별된다. 이에 추
가하여, 네트워크시대 객체지향 생산관리는 분산된 생산시스템간의 조정활동을 중요
한 요소로 포함한다. 즉 객체지향 생산관리는 생산시스템의 설계(design), 운용
(operation) 그리고 조정(coordination)을 포함하게 되며, 이들에 적용되는 개념과 이
론도 네트워크시대에 적합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객체지향 생산관리란 객체지
향분석이나 프로그래밍처럼 구체적인 개념이나 기법을 의미하기보다는 네트워크시대
의 생산관리를 객체지향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본다.

2. 객체지향 생산시스템의 설계
생산시스템의 설계에는 제품설계와 공장설계가 포함되며, 공장설계에는 공장입지
와 장기적 생산능력계획을 포함하는 외적설계, 그리고 공정선택과 설비배치를 포함
하는 내적설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네트워크시대 생산시스템은 가장 최적의 소규모
의 형태를 띄게 된다. 이는 가장 경제적인 생산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로지 핵심
역량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웃소싱이나 다른 생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해결하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그만큼 경쟁
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시대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점
차 희석되어 사라지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무너뜨리고 가
장 효율적인 생산시스템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환경
변화가 심화되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규모의 비경제효과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시스템은 최적의 최소규모를 지니게 되며, 이는 생산네트워크
에서 객체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이러한 생산객체들은 모듈화, 캡슐화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하여 복사하고 파생객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생산시스템은 점차 관
리가능한 소형의 객체로 분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집중화공장이나 분사제도 역시 더
욱 소규모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한 개인이 인터넷상으로 부품을
주문하여 자동차나 비행기를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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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객체지향 생산시스템의 입지는 점차 분산화, 글로벌화 되는 추세이다. 입지
의 선정에 있어서도 단일공장의 입지문제 보다는 네트워크 상에서 최적을 추구하는
입지선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객체지향 생산시스템의 공정기술과 설비
배치는 지능적 시스템이 결합된 유연자동화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객체지향의 공정
기술은 표준화, 모듈화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범위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3. 객체지향 생산시스템의 운용
생산시스템의 운용은 생산계획 및 통제활동을 다루게 되고 재고관리는 여기에 포
함된다. 대표적인 생산계획 및 통제시스템 기법에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JIT(just in time)가 있다. ERP는 제조정보시스템에 의해 생산계획 및 통
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반면에 JIT는 생산계획 및 통제환경 자체를 단순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장위주의 방식이다. 이러한 기법들이 네트워크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특성을 포함하는 SCM과 JIT II
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양자 모두 기업간 네트워킹을 추구하고자 하는 점
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SCM은 ERP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통한 네트워킹을, 그리고
JIT II는 JIT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생산현장을 토대로 한 기업간 네트워킹을 추구하
고자 하는 것이다. JIT II에서는 공급업체의 영업담당자가 수요업체에 파견되어 수요
업 체의 구매담당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간 연결고리를 더욱 단축시키고자 한다.
SCM과 같은 기업간 제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CORBA나 DCOM 등을 이
용한 분산 객체지향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시대의 효
과적인 생산시스템의 운용은 네트워크내의 노드간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통하여 소위
SCM에서의 bullwhip 효과와 같은 정보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객체지향 생산시스템의 조정
정보기술의 발달은 가상기업의 출현을 촉진하였다. 네트워크시대의 생산시스템도
가상기업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가상기업의 가장 큰 과제는 구성요소들이 전체 목적
에 기여하도록 조정(coordination)하는 활동이다. 조정이 가상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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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기는 하나 그 구성요소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독립적이며 이질적
인 특성을 지님으로 해서 쉽지가 않다. 단지 각 활동들간의 의존성에 대한 관리가 적
절히 이루어진 경우에 조정활동이 성공할 수 있다.
가상기업이 수행하는 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BP: business
process)로 표현된다. BP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수행하는 상호관
련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Chamarinha-Matos and Pantoja-Lima(2000)는 그것을
달성되어야 할 단계와 지켜져야 할 조건을 규정하는 활동과 규칙 및 제약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BP는 동태적이며 복잡한 인적자원과 기술에 의해 지원되고
자재와 정보에 의해 연결되고, 고객과 이해당사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
체인으로 통합되는 활동을 말한다. BP는 기본 단위를 형성하는 하위 BP의 계층으로
분해될 수 있다. 이러한 BP의 일부 하위 프로세스가 다른 기업에 의해 수행될 경우를
분산 비즈니스 프로세스라 한다.
가상기업 또는 네트워크 생산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비즈니스 모델, 즉 네
트워크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네트워크 생산시
스템의 특성에 따라 구성요소의 역할과 결합이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기업간 기업내
부의 운영을 규정하는 분야로 기업공학(enterprise engineering)이 새롭게 부가되고 있
다. Kosanke, K., F.B. Vernadat and M. Zelm(2000)은 기업공학이란 기업운영활동
(enterprise operations)을 관련된 비즈니스 지식과, 운영정보와 자원 그리고 조직관계
를 포괄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서 정의하고, 구조화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생산시스템의 조정활동을 위해서도 이러한
기업공학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Chamarinha-Matos and Pantoja-Lima(2000)는 가상기업의 구성멤버들간의 역할분담
과 BP계획 결정 메카니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 중앙집중식 계획(Centralized planning)
아주 엄격하게 통합된 가상기업의 운영에서는 가상기업 조정자(VE coordinator)가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이를 각 구성요소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경우
가상기업 각 구성멤버들의 전체 계획에 대한 접근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가상기업
구성멤버들이 전체 계획을 볼 수 있고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일부계획에 대해서
그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상기업의 조건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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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최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동 대리자(mobile agent)의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능적인 이동 대리자가 거시적 계획(추상적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의)
을 지니고 이동하다가 특정 가상기업 멤버에 도착하면 특정 조건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어 세부계획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2) 협동적 계획
다른 대안으로 여러 가상기업 멤버들간의 협동적 BP 계획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BP 모델을 설계하기 위하여 구성멤버들 간의 공유 계획공간이 구축되어야 한
다.
(3) 계층적 계획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경우로서, 단지 추상적인 BP 모델(즉 처음 몇 개 분해 수준의
BP계획)만이 가상기업 조정자에 의해 계획된다. 이 모델의 상세 수준은 필요한 파트
너, 주요 기술과 자원을 확인할 수 있고, 하위 BP를 구성멤버들에게 배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국한하는 방법이다.
Loh H., T.M. Rupp and M. Ristic(2000)은 복잡한 공급네트워크의 협력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3가지 상이한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정리하였다.
(1) 중앙집중식 구조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정 알고리즘이 중앙 모듈에서 실행된다. 필요한 데이터 역
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거나, 조정 모듈에 의해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
다. 네트워크 파트너들은 틴 클라이언트(thin client)를 통하여 중앙 모듈에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SAP R/3 나 Baan 같은 ERP 시스템이나 I2 Technologies 의
Rhythm and Manugistics6와 같은 SCM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장점>
─ 시스템 구조의 간결화와 빠른 알고리즘
─ 한정된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용
─ 우수한 제품데이터의 저장과 백업
<단점>
─ 네트워크 상에서 개별기업들의 독립성을 저해
─ 개별기업이 다수의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음
─ 데이터 보안과 비밀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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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중앙집중 데이터가 이용 가능하여야 함
─ 개별기업의 운영 수준이 중앙 모듈과 떨어져 있어 보안과 인증에 문제
─ 네트워크의 변경과 셋업의 곤란
─ 다른 파트너에 대한 유연한 기능제공이 제한됨
─ 기존 기업 시스템과 기능이 중복
(2) 중앙집중식/분산식 혼합구조
혼합구조는 중앙의 조정모듈의 기능이 훨씬 축소되고 이들 기능들이 분산모듈에
의해 실행되며, 지역적 생산계획과 통제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중앙모듈이 지역의 생
산계획과 일정계획을 가동시키고 모든 지역적 계획을 조정하여 전체 제품에 대한 실
행가능한 계획을 생성하게 된다. 특히 대리자 기반(agent based) 시스템이 기업내 또
는 공급체인내의 분산 시스템의 조정을 위하여 이러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장점>
─ 네트워크 파트너는 독립성을 유지
─ 중요 제품이나 생산정보는 지역적으로 저장되고 보호됨
─ 네트워크 파트너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의 멤버가 될 수 있음
─ 조정 알고리즘이 복잡하지 않음
─ 네트워크의 개별 기업에 맞춘 유연한 기능성
─ 기존 생산계획시스템과의 단순한 인터페이스
<단점>
─ 상이한 네트워크 구성을 지닌 다양한 제품의 경우는 적합하지 못함
─ 모든 제품에 대한 중앙집중 정보가 필요함
─ 시스템에 의해 연결되지 않는 네트워크 부분을 다루기가 힘듦
─ 데이터의 교환을 위하여 네트워크의 부담이 가중
(3) 완전하게 분산된 구조
완전하게 분산된 구조는 자체적인 일련의 조정 프로그램단위(coordination units)를
필요로 한다. 전체기업 또는 기업내의 생산부서가 자체적 조정 실체가 된다. 지역적
프로그램단위는 표준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서로 연결된다. PRODNET II,
SCM+, VEGA 및 VIVA 같은 유럽의 R&D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분산된 구조의 기초
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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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최적의 데이터 및 프로세스 통합
─ 최고의 데이터 보호
─ 완전하게 분산된 프로세스
─ 기업에 따른 유연한 기능제공이 용이
─ 네트워크 파트너가 여러 네트워크의 멤버가 될 수 있음
─ 네트워크 변경과 셋업이 간단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고려가 간단
─ 각 기업은 독립성을 유지
─ 기존 기업시스템과 연결이 용이
<단점>
─ 잠재적으로 복잡하고 속도가 느린 새로운 조정 알고리즘을 필요로 함
─ 데이터 교환을 위한 알고리즘의 네트워크 부하가 가중
─ 보고서나 A/S지원을 위한 데이터가 분산되어 불편함
이상의 시스템 구조 중 마지막의 분산형 구조가 독립기업들간의 복잡한 네트워크
하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하였다.
가상기업의 구조가 결정되면, 가상기업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 가상기업 구성멤
버들간의 계약 및 조정 인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정서는 정보의 접근범위
와 갈등해소방법 및 책임을 규정하게 된다. 이는 객체지향시스템이 객체들의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
기업 멤버들간의 정보와 자재의 흐름과 자원 및 관리활동을 규정하는 표준적인 인터
페이스의 설계가 필요하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와 같이 이러한 계약서의 작성
을 위한 표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가상기업의 하부구조가 구축되면, 분산된 기업들의 엔지니어 팀들 간의, 예를 들면
신제품의 공동설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동시성공학(concurrent engineering)도 가능
하게 된다. 화상회의나 대화방, 메신저 같은 정보기술이 이러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제품 설계와 같은 창의성을 요하는 작업은 구성요소들간에
BP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보다는 헐렁하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0 經 � ,

35 卷 2

3

VI. 結��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네트워크화를 들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업
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가상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네트
워크환경에 생산시스템의 관리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생산시스템의 연구에서 객체지향분석법을 적용한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나, 이
는 대부분이 주로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생산관리 자체를 객
체지향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아직 찾을 수 없다.
생산시스템이 점차 분산 네트워크화 되고 가상기업의 형태를 띄게 됨에 따라, 이들
분산 생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객체지향적인 관점과 사고
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개별기업은 기업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하나의 노드로서 객체
에 해당되며, 기업간 네트워크는 분산객체시스템이 된다. 객체지향접근법(object
oriented approach)은 분산된 기업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시대의 생산관리에도 이러한 객체지향의 사고가 요구된다. 소프
트웨어 개발에 있어 객체지향사고는 현실의 객체개념을 모형화, 추상화한 것이다. 그
러므로 이러한 객체지향개념은 가장 이상적인 객체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객체지향
생산관리의 기본 정신은 이처럼 현실에서 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객체지향개념을
다시 현실의 생산관리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객체지향 생산관리란 객체지향의 사고
와 개념을 생산관리 활동에 맵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생산관리 패러다임으로 객체지향생산관리(O3M)의 기본 틀을 제시하
였다.
일반적으로 생산관리의 내용은 생산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으로 대별된다. 이에 추
가하여, 네트워크시대 객체지향 생산관리는 분산된 생산시스템간의 조정활동을 중요
한 요소로 포함한다. 즉 객체지향 생산관리는 생산시스템의 설계(design), 운용
(operation) 그리고 조정(coordination)을 포함하게 되며, 이들에 적용되는 개념과 이
론도 네트워크시대에 적합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객체지향 생산관리란 객체지
향분석이나 프로그래밍처럼 구체적인 개념이나 기법을 의미하기보다는 네트워크시대

� �

171

의 생산관리를 객체지향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본다.
생산관리의 내용은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게 객체지향의 사고에 따라 재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생산시스템간의 분산 네트워크 구성과 관리에 보다
많은 연구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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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Oriented Operations management (O3M) in the
Network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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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twork Age” is one of the terms that best describe the current society.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allowed geographically distributed corporate companies to form a
network and work together as a coordinated unit in order to compete in this global and
changing economy. We are observing the emergence of the so-called Virtual Enterprises
(VE), a new type of organizations. A new paradigm is required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operations of VE. In this paper, Object Oriented Operations Management (O3M) is
presented as a new paradigm for analyzing distributed production systems in this Network
Age. Although many researches studied the object oriented approaches in the operations
management area, none is directed to applying the object oriented approach to operations
management itself. O3M emphasizes new sets of principles and approaches in the design,
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distributed produ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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