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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거에는 경영의사결정에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경영을 했으며 경영자는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 등에 의지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한 정보시스템과 기술은 비즈니스 운영면에서 
고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속한다. 이것의 효과는 
비즈니스 실무와 관리행태의 변화가 동반되었을때 더욱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
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문제해결 방법론을 시뮬레이션 하여 객
관적이고 정형화된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위한 기능요소 및 솔루션을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전략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기업경영 지원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IT기술을 활용하여 경영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전략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시스템이다. 전략의사결정시스템은 개별사업 시뮬레이션과 전사사업 시뮬레이션, 전사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등 크
게 세 가지 기능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시스템은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을 보장할 수 있고, 급변하는 경영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경영전략의사결정, 사업타당성 평가, 사업포트폴리오 관리

Abstract  In the past, executive managers made a decision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and knowledge due to 
lack of the appropriate and timely in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ies,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business operation has been enhanced. In this study, we propose a system design 
and architecture blue-print related to strategic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3 key parts; individual business feasibility test, business portfolio feasibility test, business portfolio management. 
The three key parts are comprised of 11 components to generate information and knowledge based on various 
data input from inside and outside of firm. This system is expected to provide objective and reliable output to 
users. In addition, the proposed strategic decision support system would help respond to a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Key Words : Business Intelligence, Decision Support System, Strategic Decision Making, Business Simulation, 
Business Portfolio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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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에는 경 의사결정에 한 정보를 시에 제공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경 을 했으며 정확한 의사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신에 경 자는 주 인 경험

과 단 등에 의지하 다. 그 결과로 상품과 서비스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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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생산이나 과소생산, 자원의 잘못된 배치, 늦은 반응시

간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 다. 이런 결과는 비용을 증가

시키고 경 성과를 악화시킨다. 지난 10여년간 경 정보

시스템의 발 으로 인하여 경 의사결정에 정보시스템

과 기술을 사용하여 시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 다

[13]. 기업은 고도의 수익성을 달성하기 하여 자사의 

운 탁월성을 계속 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정보시스템

과 기술은 비즈니스 운 면에서 고도의 효율성과 생산성

을 달성하기 하여 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요

한 도구 에 속한다. 이것의 효과는 비즈니스 실무와 

리행태의 변화가 동반되었을때 더욱 크게 나타난다[12].  

Gartner사에서는 비즈니스 인텔리 스 개념의 확장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비즈니스 인텔리 스의 결합된  

‘기술 심’에서 사  정보 리 인 라스트럭처를 지원

하는 ‘비즈니스 심’으로 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각 기

업들이 양질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기업의 략을 수행하

고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 신’을 추구하려 노력함에 따

라 비즈니스 인텔리 스는 기업 성과 리와 자연스  

통합되는 추세이다[8]. 

이 게 비즈니스 인텔리 스 개념이 확장되면서 비즈

니스 인텔리 스 어 리 이션 개발 방향도 ‘단일화된 

어 리 이션’에서 ‘모듈화된 어 리 이션’ 개발로 변화

하고 있다. 즉 어 리 이션의 개발 특성과 최종 사용자 

지원 특성이 모듈화되고 비즈니스 인텔리 스 랫폼이 

이들의 공유 서비스로써 작용하는 SOA 기반의 모듈형 

어 리 이션의 개발 상이 나타나고 있다[9]. 홍 기

(2012)에 따르면 경 략은 비즈니스 인텔리 스 시스

템의 성공에의 결정요인이다[5].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비즈니스 인텔리 스 도구가 

경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당면문제를 히 해결

하고 지속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 자  지식과 컨

설  기술을 목하여 이를 IT 기술로서 효과 으로 구

하는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다. 홍 기(2012)의 연구에

서도 산업별 비즈니스 인텔이 스 시스템의 구축사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

고경 진의 비일상 인 의사결정인 개별사업타당성  

사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여력  조달규모, 

정자본구조를 도출하는 등의 략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비즈니스 인텔리 스 도구인 경 의사결정지원 시스

템의 구성  기능요건을 구조화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경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모델은 

경  지원기술에 련한 것으로, 특히 기업 경 에서 요

구되는 략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최 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기업 경 에 도움을  수 

있는 략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구 하기 한 이론  

임워크이다.

2. 문헌연구

2.1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비즈니스 인텔리전

스 시스템(Business Intelligence System)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간 

리층의 비일상 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 정보시스

템의 한 형태이다.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차가 사 에 충분히 정의되어있지 않으며 독특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하여 주로 활

용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보다 효율 인 

경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인텔리 스 

시스템이라고 칭하기도 한다[8]. 

비즈니스 인텔리 스 시스템은 기업내외부에 존재하

는 정보들을 가공하여 조직운 에 필요한 구체 이고 직

인 정보를 생성하고 이러한 고 정보를 이용한 다양

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

여 효과 인 경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솔루션이 집합된 시스템이다[1][13].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발표되었던 167편의 비즈니스 인텔리 스 련 

논문  59편에서 비즈니스 인텔리 스 도구가 기업의 

략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1]. 따라서 

비즈니스 인텔리 스 시스템은 사용자가 더 나은 경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하여 엄청난 양의 데

이터를 체계 으로 통합하고 분석하며 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 정의 할 수 있다[7][8][13]. 

일반 으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거래처리스시템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TPS)나 경 정보시스

템(Manage Information Systems, MIS)에서 발생되고 

축 되어 있는 내부정보를 주로 이용하지만, 최근 주식

가격이나 경쟁정보, 경제변수 등 외부정보도 자주 이용

한다.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다양

한 분석모델들을 사용하여 합리  정보를 생성하고 한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의사결정자가 활용하기 용이하도

록 요약한다[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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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으로 비즈니스 인텔리 스는 리포트, 쿼리, 

시보드, 온라인분석처리(OnLine Analytical Processing, 

OLAP)을 포 하는 툴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ERP, 

CRM 등 기업용 어 리 이션에 비즈니스 인텔리 스의 

주요 기능인 ‘분석’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분석’ 기

능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비즈니스 인텔리 스를 쿼리 

 리포  툴로 인식하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성

장과정에 필요한 측, 최 화  기타 의사결정 지원을 

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 되고 있다[7][8]. 온라

인분석처리는 사용자가 다양한 비즈니스 에서 다차

원 으로 데이터에 근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해주는 기술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다

수의상이한 운 시스템에서 장된 재와 과거의 데이

터를 리포 과 분석용으로 설계된 하나의 앙 데이터베

이스에 통합시키는데,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온라인분석

처리를 지원한다. OLAP는 다차원 데이터 분석으로 다차

원 구조로된 데이터 간의 계성을 표 하는데, 이런 다

차원구조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8][13][14].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 스는 부서단 의 데이터 분석

이라는 의의 역할을 넘어서 기업의 경  략과 통합

된 분석  성과 리와 최 화를 지원하는 경 지원 솔

루션을 발 해가고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한 

비즈니스 인텔리 스의 도입을 실 하기 해서는 실시

간 비즈니스 활동에 한 모니터링과 ‘ 측  분석’을 지

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요하다[7][13]. 

2.2. 전략적 의사결정 

2.2.1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정보

기업의 략  의사결정과 련하여 가장 많이 이용

되는 기 자료는 재무정보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일정

기간동안의 실 과 상태를 집약 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경 에 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따라서 경 분석  의사결정에서는 기업의 

경 성과와 재무상태를 악하는 활동을 기 로 한다

[3][4][[11].  

를들어 신규투자사업의 추진이나 기업인수ㆍ합병 

등 주요 경 략의 수립과 련하여 자기 기업은 물론 

경쟁업체의 경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업의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해서는 기업의 재무  정

보를 필요로 한다[4][9][10][11][15]. 

재무정보를 이용한 경 분석이 단순히 회계수치 심

의 단편 인 기술  분석에 그치면 의미있는 결론을 도

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사결정에 의미있는 정보가 생

성되기 해서는 재무제표 수치에 향을 주는 제반요소 

 계를 종합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4][15][18].  

2.2.2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업의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

ㆍ사회 ㆍ기술 ㆍ법  환경 등이 경 성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외부요인은 기업경 의 요인 

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요인

에 응하는 경 의사결정의 유효성에 따라 기업성과는 

향을 받게 된다[4]. 

기업의 구조  요인은 경 성과에 상호 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이다. 경경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 

자산수조, 재무고조, 비용구조 등이 정해지고 사업 역에 

따라 산업의 구조  특성의 제약을 받게되어 경 성과를 

원천 으로 좌우하는 구조  요인이 된다[그림 1]. 

<표 1>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정보의 생성

기업 계자료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회계자료

비회계자료

 

자본시장자료

제품시장자료

요소시장자료

양 자료

질 자료

ㆍ 통  경 분석기법 

   - 재무비율분석

   - 흐름분석

ㆍ미래경 성과의 측 

   - 버리지 분석

   - 산업분석, 기업경쟁력 

분석, 질 분석

   - 매출액ㆍ이익 측 

   - 가치평가ㆍ증권분석

ㆍ경 분석의 응용

   - 신용분석 

   - 기업합병ㆍ매수분석

(장 , 재구성, 2010)

[그림 1]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영광, 재구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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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ㆍ유연우(2012)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치, 경

성과의 극 화를 해서는 최 의 자산구성  최 의 

자본구조가 필요하다[6]. 즉 사업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장

단기 재무구조에 향을 미치고 궁극 으로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 

2.2.3 전략적 시나리오 분석

불확실한 경 환경에서 효과 인 경 의사결정을 

해서는 략  과정을 모색해야 한다. 이의 한 방법으로 

략  시나리오 작성을 고려할 수 있다. 략  시나리

오는 내외  험에 한 기획단계에서 미리 반 하여 

신 한 사업청책 모색방안을 제시하고 사업리스크를 감

소시킨다. 한 경 활동에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여 체계 인 험요인 리  오류의 반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2][4][10][18]. 

략  시나리오 분석기법은 다음의 네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분석기법은 민감도 분석이다. 민감도분

석은 경 략에 따른 시나리오를 낙 , 비 , 간

수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업 험도를 방 한 확률을 

용하여 으로 표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기법은 시뮬 이션 기법이다. 의사결정을 

해서는 미래상황 측이 필수 이나 이를 정확히 측하

기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 상황을 설정하

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치를 미리 검토해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시뮬 이션 기법이다. 시뮬 이션 기법은 모델구

성과 가변변수 변화에 한 주  단을 가미하는 기

술이 요구된다. 

세 번째 기법은 확실성등가 기법이다. 확실정 등가

(CEQ, Certainty Equivalent)는 불확실한 기 흐름

과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확실한 흐름의 크기이다. 

기 되는 흐름 자체에 험을 직  반 하는 가치평

가 방법으로 흐름의 등가를 계산한 후 이들을 무

험 이자율로 할인하여 투자안의 순 가를 측정하는 방법

으로 경 진의 주  단능력을 요구한다. 

마지막 기법은 험조정된 투자할인율 기법이다. 투자

안을 평가할 때 투자안들의 험이 각각 다르다면 각 투

자안의 업정도에 다라 할인율을 조정해야한다. 이때 

투자안의 험정도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해야 하며, 조

정된 할인율을 험조정된 할인율(RADR, Risk 

Adjusted Discount Rate)이라고 한다. 험이 높다고 

단되면 할인율을 높이고 험이 낮으면 할인율을 하향조

정하는 방법으로 경 진의 주  단이 반 된다[5]

<표 2> 전략적 시나리오 분석기법

기 법 설 명

1. 민감도 분석기법 

(Sensitivity Analysis)

시나리오는 낙 ㆍ 간ㆍ비 수

으로 나 어 험도를 반 하여 결

과치 측

2. 시뮬 이션 기법

(Simulation)

여러가지 미래상황을 설정하고 가

상변수의 변화를 평가

3. 확실성 등가기법

(Certainty Equivalent)

흐름의 확실정 등가를 계산하

여 투자안의 순 가 평가

4. 험조정된 할인율 

(Risk-Adjusted 

 Discount Rate)

시나리오마다 서로 다른 험을 고

려하여 각각의 할인율을 조정하여 

평가 

(박홍윤, 재구성, 2009)

2.3 전략적 의사결정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의 능력과 략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간에는 상호 의존성이 차 증

한다.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 기업

이 시스템의 의사결정 지원정도에 달려있다. 즉 기업은 

략  비즈니스 목 을 달성하려고 정보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한다[12][13].

제조, 매, 회계 등 개별 인 기능들을 한 용량 

데이터베이스나 용량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은 데이

터를 축 한다. 이 데이터는 추가 인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일련의 도구는 사용자에게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새로운 패턴과 계성을 발견하여 효

율정인 경 의사결정을 지원한다[1][13].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경 의사결정에서 사업 는 기

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가 일정할 것으로 여기는 

오류가 빈번하다. 가치경  심에서는 내 요인 는 

외 요인으로 인하여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5]. 따라

서 효과 인 경 의사결정을 해서는 기업의 내외부  

상황을 유기 으로 분석하고 객 인 자료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텔리 스 시스템이 

요구된다[5].

3. 전략의사결정지원시스템 아키텍쳐 및 

   컴포넌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략  의사결정에 필요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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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획득하고 문제해결 방법론을 시뮬 이션 하여 객

이고 정형화된 경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기 한 기능요소  솔루션을 구조화하 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략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기업경  지

원기술에 련된 것으로 IT기술을 활용하여 경 의사결

정에서 요구되는 략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최 의 시

나리오를 선택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기업경 에 도움

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략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개

별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개별사업의 조합으로 이루

어진 사사업 포트폴리오 생성  리를 통한 사사

업 시뮬 이션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에 따라 본 시스템은 개별사업 시뮬 이션과 사

사업 시뮬 이션, 사사업 포트폴리오 리 등 크게 세 

가지 기능부문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략의사결정지

원 시스템은 시스템의 기본 자료로써 자본비용 컴포 트

와, 재무 망 컴포 트를 활용하여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ㆍ평가한다. 나아가 사업 타당성이 있다 평가된 개

별사업들이 조합된 다수의 사사업 포트폴리오들을 생

성하고, 생성된 사사업 포트폴리오들을 미리 장된 

자본구조 도출 모델을 용해 시뮬 이션하고 평가기

지표를 반 하여 최 의 사사업 포트폴리오를 선택하

도록 한다. 

[그림 2] 전략의사결정시스템 구성 아키텍쳐 

3.1 개별사업 시뮬레이션

개별사업 시뮬 이션 부분은 IT기술과 컨설  기술을 

연계하여 소 트웨어 으로 구 하여 자본비용 컴포

트와, 재무 망 컴포 트를 기반으로 재무 으로 수치화

된 추정치와 사업평가 지식을 활용하여 객 이고 정형

화된 각 개별사업에 타당성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개별사업 시뮬 이션 부문은 자본비용 컴포 트 구성부

와, 재무 망 컴포 트 구성과,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솔

루션을 포함한다.

3.1.1 자본비용 컴포넌트

자본비용 컴포 트 구성은 자본비용 지표를 입력받아 

개별사업에 한 자본비용을 산출하여 자본비용 컴포

트를 구성한다. 이 때, 자본비용 지표가 개별사업에 투입

될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자본비용 컴포 트 구성에서는 개별사업에 투입될 자

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을 산정하기 한 자본비용 

지표 입력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사용

자가 이를 통해 개별사업에 투입될 자기자본비용  타

인자본비용을 산정하기 한 자본비용 지표를 입력하면, 

자본비용 컴포 트 구성는 입력된 자본비용 지표값을 자

본비용 컴포 트 값으로 하는 자본비용 컴포 트를 구성

한다.

3.1.2 재무전망 컴포넌트 

재무 망 컴포 트 구성은 외생지표와 내생지표를 입

력받아 재무 망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사업성을 평

가하는 재무 망 컴포 트를 구성한다. 재무 망 컴포

트는 사용자가 선택 으로 외생지표와 내생지표의 값과 

조건을 입력하면, 이들을 기반으로 재무 망 측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때,  외생지표는 개별사업 타당성 평

가에 반 되는 리, 유가, 환율,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

률 등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19][20]. 반

면, 내생지표는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자본

구조, 자산구성, 인력운 , 수익구조 등을 포함한다

[19][20]. 

외생지표와 내생지표가 입력되면, 재무 망 컴포 트 

구성으로부터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 차 조표  추

정 흐름표 등의 추정재무제표를 생성할 수 있고, 추

정손익, 추정 차, 추정손익 액, 추정 차 액, 추정

흐름 액 등을 재무 망 컴포 트 값으로 하는 재무

망 컴포 트를 구성한다. 

3.1.2 개별 사업타당성 평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는 자본비용 컴포 트와 재

무 망 컴포 트에서 생성된 정보를 종합 으로 용하

여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즉, 개별사업 타당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0호(2012.11)

102

성 평가부는 각 개별사업에 해 재무 망 컴포 트에서 

도출한 추정손익, 추정 차, 추정 흐름 등의 재무 망

에 근거하여 자본비용 컴포 트에 포함되는 자기자본비

용  타인자본비용 등의 자본비용을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각 개별사업을 수행해도 좋을지 수행하

지 않는 것이 좋을지에 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 때,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는 업종별 는 사업특성별로 내생

지표와 외생지표를 다르게 반 하여 개별사업의 타당성

을 평가할 수 있다[9][16].

3.2 전사사업 시뮬레이션

사사업 시뮬 이션 부분은 개별사업 시뮬 이션부

에 의해 타당하다 평가된 개별사업들이 조합된 다수의 

사사업 포트폴리오에 한 상되는 자본구조를 분석

해 정자본구조를 참조하여 객 이고 정형화된 사

사업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있다. 사사업 시뮬 이션 

부문 사사업 포트폴리오 생성과 사사업 포트폴리오 

선택, 정 자본구조 도출 등, 3개의 솔루션으로 구성되

어진다. 

3.2.1 전사사업 포트폴리오 생성 

사사업 포트폴리오 생성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에 의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 평가된 개별사업들이 조합

된 다수의 사사업 포트폴리오들을 생성한다. 를 들

어 개별 사업 시뮬 이션 부문에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어진 개별사업이 n개가 있다면 이들을 조합하여 

사사업 포트폴리오를 2n-1개 생성할 수 있다.

3.2.2 전사사업 포트폴리오 선택

사사업 포트폴리오 선택은 사사업 포트폴리오들

을 미리 장된 자본구조 도출 모델을 용해 시뮬 이

션 기법을 통하여 각 사사업 포트폴리오의 자본구조를 

도출하고 이를 정자본구조  평가기 지표와 비교하

여 최 의 사사업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자본구조 도출 모델은 포트폴리오의 자본구조 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정보의 처리방법을 기술한 데

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정자본구조는 자기

자본과 타인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정한 수 인

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때, 사사업 포트폴리오 선

택에서 최  포트폴리오를 선택 시, 사사업 포트폴리

오의 상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상 성장률을 더 평가

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 지표를 반 하여 최 의 사사

업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도록 한다[2][3][16].

3.2.3 적정자본구조 도출 

정자본구조 도출은 자본비용 컴포 트와,  재무 망 

컴포 트를 기본 정보ㆍ변수로 활용한다. 즉, 자본비용 

컴포 트와 재무 망 컴포 트를 이용해 정자본구조 

도출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비율이 정한 수 임을 나

타내는 정자본구조를 도출한다. 그 결과 도출되는 

정자본구조는 사사업 포트폴리오 선택에 의해 최 의 

사사업 포트폴리오 선택 시 참조되게 된다.

3.3 전사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사사업 포트폴리오 리부문은 민감도 분석과 험

분석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사사업 포트폴리오 리부

문은 사사업 포트폴리오 선택부문에 의해 선택된 포트

폴리오 수행시 상되는 험을 분석하고, 분석된 험

에 따라 해당 사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여 사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3.3.1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선택된 사사업 포트폴리오에 해 

환경지표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다. 민감도는 

리, 환율, 유가 등의 환경지표 변동에 따른 매출, 수익, 

흐름, 부채비율 증감 정도를 의미한다.

3.3.2 위험분석 

험 분석은  민감도 분석에서 분석된 환경지표 변동

에 따른 민감도가 기 치보다 높다 분석된 환경지표들의 

변동을 가정하여 험 응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생성된 

험 응 시나리오에 따라 해당 사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정한다.

를 들어, 민감도가 기 치보다 높다 분석된 환경지

표들로 리, 환율, 유가로 가정하고, 향후 리 5%, 환율 

10% 상승, 유가 10% 상승이 상된다면,  선택된 사사

업 포트폴리오에 해 리 5%, 환율 10% 상승, 유가 

10% 상승을 가정하여 비용 감, 인원감축, 매가 인상 

등의 험 응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이 때, 험 분석에

서 가정된 환경지표들의 변동에 따른 험 응 시나리오

를 험단계별로 생성하도록 구 할 수도 있다. 만약, 

리 4%, 환율 5% 상승, 유가 5% 상승될 경우 험단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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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략의사결정지원시스템 모듈 및 기능연계도

로, 리 5%, 환율 7% 상승, 유가 7% 상승될 경우 험

단계 2 등으로 설정하고, 이 험단계별로 상이한 험

응 시나리오를 생성한다면, 환경지표 변동에 보다 탄력

으로 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지표 변동에 

보다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는 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므로, 변하는 경  여건에 효율 으로 응할 

수 있게 된다[2][3][17].

3.4 부가 관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략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략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지식을 생성하거나 시스템을 통

한 분석에 요구되는 기본자료를 생성하기 하여 부자

리 기능부문으로 흐름 산정, 기업가치평가, 책임회계

단  성과평가 솔루션을 포함한다. 

3.4.1 현금흐름 산정 

흐름 산정은 사사업 포트폴리오에 의해 상되

는 흐름 여력  조달 규모를 산정한다. 사사업 포

트폴리오가 선택되면 도출된 자본구조 는 상 수익구

조 는 상 성장률 등의 지표로부터 해당 사사업 포

트폴리오에 의해 상되는 흐름 여력  조달 규모

를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선택된 사사업을 수행할 경우 

상되는 흐름 여력  조달 규모를 측할 수 있다.

3.4.2 기업가치평가 

기업가치 평가는 사사업 포트폴리오에 의해 상되

는 기업가치를 평가한다. 사사업 포트폴리오가 선택되

면, 해당 선택된 사사업 포트폴리오의 재무 망  자

본구조로부터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3.4.3 책임회계단위 평가 

책임회계단  성과 평가는 선택된 사사업 포트폴리

오를 수행하는 책임회계단 별 수익성, 성장성 등의 성

과를 평가한다. 책임회계단  성과 평가는 사사업을 

수행할 책임회계단 를 설정하고, 각 책임회계단 별로 

반 할 지표들의 비율을 설정하여 책임회계단  평가 모

델에 반 함으로써 사업 부서별로 상되는 수익성, 성

장성 등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4. 전략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적용과 활용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략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은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개의 기능부문, 즉 개별사업 시

뮬 이션, 산사사업 시뮬 이션, 사사업 포트폴리오

리  부가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기능부문은 

의사결정지원을 한 상세 솔루션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4개 기능 11개 솔루션으로 구성되는 본 시스템은 각각의 

솔루션에서 생성되는 지식이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거

나, 추정자료  분석자료를 생성하여 다른 솔루션의 투

입정보로서 활용하게 된다. 각각의 솔루션은 기능과 자

료의 공유로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3], 사용자는 

각각의 기능을 개별 으로 는 다수의 기능을 통합 으

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의 의사결정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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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과 연계성이 있는 문제들에 하여 문제해결 과정과 

시스템 사용 로세스를 같게하여([그림 4] 참조)  시스

템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극 화 하고자 하 다. 

사용자의 에서 략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활용

에 하여 살펴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용자

가 략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자본비용 지표인 타인자

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정보를 입력하면 자본비용 컴포

트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리, 유가, 환율 물가상

승률 등의 외생지표와  자본구조, 인력운용, 수익구조 등

의 내생지표를 입력하여 재무 망 컴포 트를 구성할 수 

있다. 자본비용 컴포 트는 조건변동에 따른 자본비용의 

변동을 산출해 내고, 재무 망컴포 트에서는 추정 손익

계산서, 추정 차 조표, 추정 흐픔표 등을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에서 생성한 자본비용 컴포 트와 재무 망 

컴포 트의 산출물을 이용하여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자본구조를 도출한다. 

개별사업의 타당성은 재무 망과 자본비용의 투입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 평가된 개별사업들을 조합하여 다수의 

사사업 포트폴리오들을 생성하는 것이다. 사사업 포트

폴리오는 자본구조 도출모델을 용해 시뮬 이션하여 

각 사사업 포트폴리오의 자본구조를 도출한다. 각 

사사업 포트폴이오의 자본과 략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에 의하여 도출된 정자본구조와 비교하여 최 의 사

사업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한편, 최 의 사사업 포트폴리오를 선택 시, 도출된 

각 사사업 포트폴리오의 상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상 성장률 등 평가기 지표를 반 하여 최 의 사사

업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때, 선택된 사사

업 포트폴리오의 자본구조로부터 상되는 흐름 여

력  조달 규모를 산정할 수도 있고, 상되는 기업가치

나 책임회계단 별 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다.

최 의 사사업 포트폴리오가 선택되면, 략의사결

정지원 시스템이 최종 으로 선택된 사사업 포트폴리

오에 해 환경지표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다. 그

리고 분석된 환경지표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기 치보다 

높다 분석된 환경지표들의 변동을 가정하여 험 응 시

나리오를 생성한다.

험 응 시나리오가 생성이후에는 험 응 시나리

오에 따라 내생지표를 변화시키거나 해당 사사업 포트

폴리오를 수정하여 사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략의사결정지원시스

템은 IT기술과 리지식과 컨설  기술을 연계하여 자본

비용 컴포 트와, 재무 망 컴포 트를 기반으로 각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 평가된 

개별사업들이 조합된 다수의 사사업 포트폴리오들  

최 의 사사업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도록 구 하는 시

스템을 요약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변하는 내외부의 

요인을 반 하여 객 이고 정량화된 지식을 즉각 으

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 

[그림 4] 전략의사결정지원시스템 활용 시나리오

5. 결론 

내외부 환경변화가 격해지고 다양한 요소들이 경

에 향을 미치는 가운데 기업의 정보시스템과 비즈니스 

역량간의 상호의존성이 지속 으로 커지고 있다.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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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비즈니스 로세스 등의 변화는 차 으로 하드

웨어, 소 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동신 등에서 변화를 요

구한다. 종종 조직이 수행하려는 것은 시스템이 그것을 

지원하는지 여부에 의존한다[2]. 비즈니스 인텔리 스는 

기업활동에 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경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방법과 도구이다[1][2].

최고 경 자 층은 경 여건 분석  략확정, 실행상

황 리, 자원배분,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해 한 평

가  보상이 가능하고, 분석가는 여건분석  략수립 

지원, 경 성과 심층분석, 계획 수립  차이분석/ 로세

스 개선 분석 등의 솔루션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업 

종사자는 각종 운 황을 실시간 리할 수 있게 된다

[2]. 따라서 정보시스템은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를 한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략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은 개

별사업 시뮬 이션, 산사사업 시뮬 이션, 사사업 포트

폴리오 리  부가기능으로 구성되어지며 분석을 한 

솔루션을 구성요소로 한다. 각각의 기능부문은 독립 인 

모듈로써 선별 으로 시스템구 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 다.

이러한 견지에서 략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정보기

술과 컨설  기술을 연계하여 자본비용 컴포 트와, 재

무 망 컴포 트를 기반으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평

가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 평가된 개별사업들이 조합

된 다수의 사사업 포트폴리오들  최 의 사사업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도록 구 하는 모듈화된 형태의 비

즈니스 인텔리 스 솔루션이다. 본 시스템은 객 이고 

정형화된 컨설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고, 변하는 경  여건에 효율 으로 응할 수 있

는 유용한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 략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이론  모형은 재무컨

설 의 지식을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 구 하기 한 

청사진으로써 실제 솔루션으로 구 하기 한 기술설계

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 략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솔루션으로 개발하여 실제 활용사례를 발굴하

고 경 의사결정지원 솔루션으로서의 시스템성과를 분

석하는 추가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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