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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1세기 들어와 기업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고객
의 요구와 치열해지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대안을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모델을 컨설팅 문제해결 절
차와 기법, 경영프로세스 지식체계와 연계하여 구성하고 문제해결도구로써 지식체계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도구 활용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나아가 제안하는 경영의사결정지원 기술모델의 시스템구현을 통한 체계적인 지식체계의 확충
과 발전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경영의사결정지원 기술모델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써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문제해결
기법으로 참조자료로써 활용이 되며, 두 번째는 표준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참조프로세스 모델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세
스관련 지식체계이다. 세 번째 요소는 문제해결기법과 프로세스 관련 지식체계를 정보로 활용하여 대안을 생성하고 
분석하는 도구인 시뮬레이터로 정의하였다. 위의 세 가지 주요요소들은 컨설팅 과정전반에서 표준화된 문세해결 절차
에 따라 체계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세하고 각 분석단계별로 분석기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정확성와 객관성 확보를 지원한다. 경영의사결정 지원기술 모델은 궁극적으로 지식집약형 컨설팅 프로세
스를 지원하여 다양한 컨설팅 지식을 축적하고 컨설팅기법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여 컨설팅 산업 발전의 기반기술 
개발에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비즈니스프로세스, 컨설팅 지원도구, 경영의사결정지원 기술모델,

Abstract  Recently companies are confronted with a much more sophisticated business environment than before 
and at the same time have to be able to adapt to rapid changes. Accordingly, the need for selecting among 
alternatives and managing systematic decision-making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o respond to a more diverse 
customer needs and keep up with the fierce competi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a framework that consist of 
problem solving procedures and techniques and knowledge structure built on processes to support strategic 
decision making. and discuss how to utilize simulation tools as the knowledge-based problem solving tools. In 
addition we discuss how to build and advance the knowledge structure to implement the proposed architecture. 
Management decision support systems architecture consist of three key factors. The first is Problem Solving 
Approach which is used as reference. The second is knowledge structure on business processes that includes 
standard and reference business processes. The third is simulators that are able to generate and analyze 
alternatives using problem solving techniques and knowledge base. In sum, the proposed framework of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s facilitates knowledge-intensive consulting process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nsulting knowledge and techniques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nsulting firms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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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 활동이 다양해지고 그 역이 확 됨에 따라 체

계 이고 략 인 경 의사결정은 기업 활동의 효율성

과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목 을 실 하기 한 필수 인 

요건이 되었다. 이러한 경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 활

동을 리하기 해 기업은 컨설  활동을 필요로 하며, 

컨설  활동은 실태에 한 상세한 분석과 합리 인 

안개발을 통하여 발 방향이나 개선책을 제안한다. 한 

컨설  활동은 기업의 비 에 부합하고 연 된 다양한 

기능들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하며 이는 경 정보  컨

설  기법에 한 지식체계를 요구한다. 

경 활동의 확 에 의해 비즈니스 로세스가 다변화

하고 있다[5]. 한 경 활동의 이면에는 시장 환경의 지

속 인 변화에 따른 험요인이 존재한다. 환경변화 

한 응과 기 리를 하여 비즈니스 모델은 높은 수

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는 고도로 문

화된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한 경 정보시스템의 지원으

로 가능해질 수 있다. 

컨설  지식과 시스템 활용을 통합하여, 컨설  서비

스의 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문제해결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해결 지

원도구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모델을 컨설  문제해결 방법과 경 로세스 지식체계

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성하 다. 그리고 경 정보시스템

을 활용한 문제해결방안으로서 지식체계에 기반한 시뮬

이션 도구 활용에 하여 논의하 다. 나아가 경 의

사결정지원 기술모델을 반 한 시스템 개발을 통한 지식

체계의 확충과 발 비 에 하여 논의하 다. 

2. 경영의사결정 지원기술 모델

경 컨설 이란 기업 는 각 단체, 집단이 가지고 있

는 경 상의 문제  특히 경 리기술에 하여 경 에 

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외부 문가가 기업의 요청을 

받아 실증 으로 기업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11]. 경 컨설 은 조직의 비

과 목표, 략 등 경 의 기본 인 사항을 확인하고, 경

기능 황에 한 목표와 실제의 차이분석을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신목표를 재설정하며 해결방안을 제

시하는데 그 기본을 둔다. 

경 컨설 에서 문제를 해결방법은 다양하게 정의되

지만 부분 과제의 선정, 문제정의  원인분석, 안개

발  비교, 수행계획 수립의 단계  구성요소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즉 경 컨설 에서의 문제 해결은 문제

를 정의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한 안을 모색하고 

수행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실무 인 경력

경험과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과 방법에 한 기

본지식을 지녀야 한다[9][11][17]. 컨설  문제해결을 

해서는 고도로 표 화된 지식체계가 필요한데, 이는 경

컨설 의 과정이 과학 이고 논리  이어야하며, 도출

된 해결방안이 타당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복잡해져가는 경 환경에서 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

기 한 컨설  지식체계의 다양성은 지속 으로 증가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지식집약형 컨

설  로세스 지원을 한 경 의사결정지원 기술모델’

은 컨설  문제해결을 한 체계 인 과정과 경 지식체

계를 연계하는 문제해결 지원도구이다. 본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의 과정과 기법들에 한 참조자료를 제공하는 문제

해결방법론 지식체계이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로세스

와 로세스 모델에 한 지식을 축 하는 로세스 지

식체계이다. 마지막 요소는 과학 인 기법으로서 안을 

개발하고 수행결과에 한 측 자료를 생성하는 시뮬

이션 도구이다. 

컨설 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새로운 것을 도입하거나 재의 상태를 개선하고

자 수행이 된다. 따라서 컨설  문제해결은 과제의 선정

과 함께 시작된다. 과제가 결정되어지면 당면 문제의 본

질을 정의하고 그 원인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객

 에서의 체계 인 근을 하여 문제해결 기법에

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참조하는 것이다. 한 재의 경

활동을 객 이고 일 된 기 으로서 진단하기 하

여 그 분석 상인 경 활동 단 에 한 표 정보  기

이 필요한데, 이에 표  비즈니스 로세스 정보를 활

용한다.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이 규명되면 원인요인 해결을 

통해 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안의 개발과 개발된 

안의 비교평가에서 가장 많은 지식체계를 활용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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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출된 안들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안들의 타

당성과 장·단기  효익을 평가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 의사결정에서 안은 

재 상태조정을 통한 개선 는 새로운 로세스 도입을 

통한 기능과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나타나게 된다. 

개선 안은 표 비즈니스 로세스를 기본단 로 구성

하고 안의 개발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뮬

이션 기법을 활용한다. 표 화된 모듈활용과 시스템

인 근으로 로세스 모델 지식체계의 계속 인 정보축

  경험지식의 축 이 가능하다.

컨설  문제해결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수행계획의 수

립과 제언이다[11]. 이 단계에서는 안의 생성에 벤치마

킹 상이 되었던 참조 로세스 모델이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조정하거나 반 하는 방법으로 수행계획

을 수립하게 된다.

컨설  

문제해결방법

문제해결지원도구

컨설  지식체계 
활용방안

과제의 선정 -

문제정의

원인분석

문제해결기법

표 비즈니스 로세스

분석기법 참조정보

분석단  기 정보

안개발  

비교평가

문제해결기법

표 비즈니스 로세스

시뮬 이터/모델러

참조 로세스 모델

분석기법 참조정보

안마련 단 기

안생성 시스템도구

안생성/분석의 

수행계획 수립 참조 로세스 모델

벤치마킹

수행계획의 

기 정보제공

<표 1> 지식체계 및 문제해결지원도구 활용방안

3. 컨설팅 문제해결을 위한 경영의사결

   정 지원기술 모델의 구성요소 

컨설  문제해결을 한 경 의사결정 지원기술 모델

은 1) 문제해결방법론과 문제해결기법, 2) 표 비즈니스 

로세스와 참조 로세스 모델, 그리고 3) 안개발과 분

석도구를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3.1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방법론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경제  운 활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여러 안을 찾아내

고, 그 에서 최 안 찾아내는 수많은 연속 인 의사

결정으로 구성되어있다[10].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은 거의 동일한 과정과 방법으로

써 근하지만 개념 으로 약간의 차이를 지닌다. 의사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시키기 하여 선

택 가능한 안들 에서 최 의 안을 선택하는 과정

이다. 반면에 문제해결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요한 이

슈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고 일을 추진하

는 방법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이다. Simon (1987) 의 연

구에 의하면, [그림 1]와 같이 문제해결은 탐색, 설계, 선

택, 실행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반면, 의사결정은 탐색, 

설계, 선택의 과정까지만 포함한다[4][10][16].

[그림 1]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비교

발생하는 문제들에 근하는 일반 인 로세스는 

[그림 2]와 같다. 로세스는 순차 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본질 으로 어떤 결 을 해결하거나 다음단계에서 

일어나는 심사를 다룰 때까지 각 단계를 반복한다.  

일반 으로 나타난 순서 로 진행되지 않고 일정 루 를 

반복하거나 흐름이 멈추기도 한다[10].

[그림 2] 문제해결의 과정

각각의 문제해결단계에서는 정의된 문제에 한해결

기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제해결 기법 

에서 문제해결 기법은 <표 2>와 같이 5개 문제해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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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해서 28개로 요약하 다. 5개 문제해결의 단계는 

문제해결과정을 기 로 하여 문제의 정의, 황 악, 원

인분석, 안의 개발, 안의 평가로 구분하 다. 총 28개

의 문제해결기법은 각 문제해결 단계별로 분류될 수 있

다[12][13][14].

<표 2>에서 제시되는 문제해결 기법들은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법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단계별로 활용

할 수 있는 범용  기법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한 충

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개별문제에 한 정보와 경 지식체계에 기반하여 문제

해결여부 는 목표달성여부를 단한다. 

문제의 정의 황 악

ㆍ 토 분석

ㆍ시스템 다이어그램

ㆍProblem Boundary 

Expansion

ㆍBackward Forward 

Planning

ㆍSWOT 분석

ㆍ거시환경 분석

ㆍ5 Forces Competitive Model

ㆍBSC Analysis

ㆍValue System Model

ㆍValueChainModel 

ㆍ문제가치  해결여부 결정

원인분석

ㆍCause-Effect Diagram

ㆍ5Ws 1H 방법론

ㆍ5 Why 분석 방법론

ㆍKepner-Tregoe 분석

안의 개발 안의 평가

ㆍ 인스토

ㆍCheck List

ㆍNominal Group 

Technique

ㆍ델 이 기법

ㆍTRIZ

ㆍAnalogy

ㆍReversal Method

ㆍCost-Benefit Analysis

ㆍDecision Tree Analysis

ㆍListing Pros/Cons

ㆍPMI Analysis

ㆍRISK Analysis

ㆍPersonal balance Sheet

<표 2> 문제해결 단계와 문제해결기법, 
[10][12][13][14][15][18]

3.2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참조프로세스 

모델

로세스는 고객에게 가치를 달하는 제품과 서비스

를 생산하는 기업의 메커니즘이다. 기업이 창출하는 모

든 가치는 로세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즉, 기업에

서 로세스는 사업  역량, 기능의 경계를 가늠하고, 지

식과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을 축 하는 가장 근원 인 

가치 창조 활동이다[8].

그래서 기업들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치를 창

조하고 달하는 로세스를 반드시 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로세스로부터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창출하

고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하여 로세

스를 지속 으로 개선하고 신시켜야 한다. 

로세스의 개선과 발 을 해서는 각각의 로세스

는 활동수행 내용과 투입과 산출물이 명시 으로 정의되

어야 한다. 명시  정의는 각각의 로세스가 창출하는 

가치의 내용과 크기를 정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는 로세스 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컨설  활동에서 로세스는 정의, 측정, 벤치마킹, 분

석, 개선, 통제되는 요한 상이다. 따라서 로세스의 

분석 는 설계에서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첫째, 각각의 로세스는 고유한 이름이 부여되어야 

한다. 로세스는 로세스 카테고리, 로세스그룹, 로

세스 그리고 활동(activities) 등으로 체계화 한다. 특히 

로세스의 명칭은 각각이 고유하게 부여되어 명확한 구분

이 가능해야 하며, 로세스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 로세스는 이해가 용이한 일반  용어로 정의

되어야 한다. 로세스의 정의와 구체화는 일상 인 용어

를 이용하여 정의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조직 내부인 뿐

만이 아니라 조직의 외부인도 이해 가능하여야 한다. 

로세스의 내용 정의는 간결하고 이해가 용이하여, 련된 

지식을 공유하거나 배포하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셋째, 로세스의 시작과 끝을 정의하여 구체 으로 

묘사한다. 즉 로세스의 투입, 련 활동, 산출물을 정의

하여 로세스를 실체화 하는 것이다. 로세스의 핵심

활동을 선별하여 불필요한 활동을 이기 한 기  작

업이다. 

넷째, 로세스 수행  결과물의 변동성을 최소화하

기 한 원인을 규명한다. 불필요한 활동을 최소화 하고, 

창출되는 가치의 수 을 일정하게 통제한다[8].

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 근방법으로써 개념을 나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업무 로세스(Work Process)

로, 업무 로세스는 단일기능에 한 리  수행 활동

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표 비즈니스 로세스에서 

정의하는 단  로세스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 두 번째

는 비즈니스 로세스 (Business Process)로, 비즈니스 

로세스는 두 개 이상의 기능에 걸쳐 수행되는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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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참조 로세스 모델로 정의하

는 로세스의 조합과 연계단 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8].

3.2.1 표준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업의 로세스 정의를 하여 개별 기업이 참조 할 

수 있는 참조 로세스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 으로는 미국 생산성  품질센터 (American 

Productivity and Quality Center, APQC)가 정의한 로세

스 분류 임워크 (Process Classification Framework, 

PCF) 등이 있다. 

APQC는 1992년 80여 다국  기업과 력하여 로세

스 분류 임워크(PCF)를 정의하 는데, PCF는 많은 

기업들에 일반 으로 용이 가능한 표 화된 로세스

이다. 표 화된 PCF는 여러 기업에서 벤치마킹 상으로, 

신의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표 비즈니스 로세스는 개별활동의 내용과 명세, 

련 정보로서 구성되는 업무 로세스들의 종합 분류 형태

로서 구조화된다. 표 비즈니스 로세스의 구조는는 세 

가지 벨로서 구성된다. 가장 상 의 로세스인 1단계

는 로세스 카테고리, 2단계는 로세스 그룹, 그리고 3

단계는 로세스로 구분된다. 로세스 그룹은 총 12개

이며, 그  5개의 핵심 로세스 그룹(Core Process 

Group)은 고객의 니즈와 가치사슬이 통합되는 그룹이다. 

그리고 나머지 7개의 로세스 그룹은 핵심 로세스 그

룹을 보조하고, 조직을 운  리하는 보조 로세스 그

룹(Sub Process Group)으로 분류된다[그림 3]. 

핵심 로세스 그룹은 고객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객으

로 종착하는 순환구조를 가진다. 핵심 로세스 그룹을 

통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가치가 정의되고 실 되며 수익

이 발생하는 로세스 그룹이다. 보조 로세스 그룹은 

제품  로세스의 생산에 직 으로 노동력을 공 하

는 로세스는 아니다. 그러나 핵심 로세스 그룹에 속

하는 로세스들이 운 될 수 있도록 투입물과 산출물을 

달하고, 각각의 로세스를 연결하는 매의 역할을 

한다. 보조 로세스 그룹에는 재무 리, IT 리, 인사

리, 자산 리, 지식 리, 변화 리 등의 로세스 그룹이 

포함된다.

[그림 3] Standard Process Framework 
(APQC,2004)

3.2.2 참조프로세스 모델 (Reference Model) 

참조 로세스 모델은 다양한 실제 비즈니스 모델 

에서 특정 산업 는 상황에서 용가능한 베스트 랙

틱스 솔루션을 일컫는다[5]. 참조 로세스 모델은 두 개

이상의 표 비즈니스 로세스들의 배치와 조합으로서 

표 되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활동정보  성

과정보를 함께 담아낸다. 

참조 로세스 모델을 활용한 로세스 분석은 작업을 

개선하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목 으로 수

행된다. 업무나 데이터의 비연계, 병목 상, 업무 복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찾아내어 로세스를 재 설계하기 

한 기 분석 활동이다[20].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은 많은 시간과 노력비

용을 요구하며 상당한 수 의 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요

구한다. 로세스 설계를 해서는 경 활동의 워크 로

우와 련자원에 한 정보가 필요하며, 각 자원들이 

로세스와 어떻게 연 되어 사용이 되는지에 한 지식을 

요구한다.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경

활동에 용하기에는 경 활동 결과의 성공여부를 단

할 수 없기 때문에 험이 따르게 된다[5][20]. 따라서 성

공사례를 지식정보로서 체계화한 참조 로세스 모델을 

활용하여 시간과 노력비용을 감하고 경 활동의 험

을 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참조비즈니스 모델은 표 화된 구성방법

론을 따르고 있으며 참조비즈니스 모델은 반복 으로 실

행되고 성공 으로 평가되었던 비즈니스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7]. 참조 로세스 모델은 그 내용으로 로세스

와 련 경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경 정보로는 제품

정보, 운 정보, 경 활동사항 등을 종합 으로 반 하고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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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로세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된

다. 첫 번째 방법은 참조 로세스 모델의 ‘고객화

(customization)이다. 참조 로세스 모델은 로세스 배

치와 조합에 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 문제와 상황에 합하게 재배치하거나 조정의 과

정을 거쳐 경 활동에 용된다. 두 번째 방법은 다수의 

로세스 모델의 통합과 조정이다. 두 개 이상의 로세

스의 결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통합 로세스에서의 효율

성 향상을 목 하는 것이다. 참조 로세스 모델이 기존

의 로세스 모델과 통합되는 경우 일부 기능을 체하

게 된다[5].

3.3 대안개발도구 : Generic 시뮬레이션 모델

실제 경 활동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로세스를 분석

하기 하여 시뮬 이션 기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경 활동과 련된 factor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기

업은 이러한 factor들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시뮬

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합리 인 의사결정

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 시뮬 이션 기법은 로세스 

변경이나 로세스 신규도입 ·후에 한 선행분석을 

통하여 변경에 따른 험을 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2]. 로세스 개선활동은 주로 로세스 최 화에 심

을 두고 있으며, 보다 유효한 분석을 해서는 조직구조

의 특성과 업무간 연 성을 시뮬 이션에 반 하여야 한

다[1][19].

Generic 시뮬 이션 모델은 시뮬 이션 코드의 수정

없이 구조  유사성을 가진 특정도메인의 여러문제에 

해서 용이 가능한 시뮬 이션 모델을 일컫는다[6][9]. 

Generic 시뮬 이션 모델은 정확성(Accuracy), 유연성

(Flexibility), 재사용(Reusability)를 지녀야 한다[6].

Generic 시뮬 이션과 련하여, Lee와 McLean(2006)

은 표 데이터 모델개발연구에서 머신샵 정보를 표 하고 

시뮬 이션과 다른 응용소 트웨어간의 데이터 개발을 

한 모델을 연구하 다[20]. 한 Son 등(2003)은 잡샵시스

템의 립 인 묘사로부터 시뮬 이션 모델을 자동 으로 

생성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 립 인 일

로부터 ProModel과 Arena 시뮬 이션 패키지를 한 모

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20].

이러한 Generic 시뮬 이션 모델을 통해 의사결정자

는 코드의 작성 없이 데이터의 수정만으로 다양한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지 까지 논의된 경 의사결정 지원기술 모델의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은 컨설  과정 반에서 표 화된 문

제해결 차에 따라 체계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는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분석단계별로 분석기법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객 성 확보를 지

원하게 된다.

4. 시스템으로의 개발 비전

국내 IT기술의 비약  발 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

컨설 업계는 컨설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도구를 활용하거나, 컨설  지식이 축 되는 지식체계를 

개발하는 등의 분야에서 아직 IT기술의 발 수 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 분부분의 경 컨설  활동은 보고서 

주의 제언 제공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회성 컨

설 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변하는 경 여건

에 따라 즉각 인 응을 가능  하거나, 기업이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 도구의 제공과 같은 컨설  활

동은 제한 이다. 

Dijkman 외(2011)의 연구에서는 로세스 모델 장

소(repository)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로세스 리

(BPM)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Dijkman는 장

소(repository)를 수백 혹은 수천 개의 로세스를 포함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축 되고 있는 장소內 로세스 지식은 지속

으로 리되는 것이라고 하 다. 

비즈니스 로세스 장소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

즈니스 로세스와 발생 가능한 문제에 한 지식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향후 각 로세스별로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될 때 즉시성 있고, 효과 으로 데이터를 불러

와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인 문제해

결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경 의사결정 지원기술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장소로서의 특성과 일치한다. 

한, 이러한 비즈니스 로세스 장소는 로세스 

모델을 검색하고 유사성 비교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3] 특히 Dijkman 외(2011)의 연구에서는 로세스 

모델을 상호 비교하기 한 유사성 비교의 5가지 기 을 

제공하고 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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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설 명

1. 명세유사성

(Syntactic Similarity)

로세스의 표기(라벨)의 유사성 

비교

2. 내용유사성

(Semantic Similarity)
로세스의 구성

3. 속성유사성

(Attribute Similarity)
속성값의 유사성 비교

4. 유형유사성 

(Type Similarity)
Nod의 유형의 유사성 비교

5. 상황유사성

(Contextual Similarity)
상황  유사성 비교

<표 3> 유사성 비교의 기준 (Dijkman, 2011) 
Standard of similarity comparison

와 같은 정보비교를 해서는 지식 장소에 5가지 

기 에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표 화된 형

태로써 장되어야 한다. 이는 표 비즈니스 로세스 

 참조 로세스 모델의 단 화, 표 화된 구성방법론에 

의한 로세스 정의  정보축 을 제시한 본 연구의 기

술모델 특성과 그 내용을 같이한다. 한 표 비즈니스 

로세스  참조 로세스 모델이 활동에 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과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경 의사결정 지원기술 

모델의 구조와 특성은 기업의 비즈니스 로세스와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한 지식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의사결정시에 지속 으로 수 있으며,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해결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활용의 유효성은 정 으로 평가 될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의 경 로세스 상에서 발생될 수 있

는 의사결정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한 후 여러 문제해결

안을 도출하여 궁극 으로 최 방안의 의사결정을 지

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술 모델을 제시하 다. 나아가 이

를 시스템으로 구 하는 경 로세스 의사결정지원시

스템의 개발 비 을 논의하 다. 

비즈니스 로세스를 심으로 체 경 활동을 이해

하고 업무간 연 성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성과 증진을 

추구하는 경 략의 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기업

들이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시스템을 

경 도구로 도입하고 있다[19]. BPM 시스템은 로세스 

모델링을 지원하고 이에따른 경 활동 수행과 조직간, 

업무간 상호연동을 지원한다. 

비즈니스 로세스 장소는 지속 으로 발 하는 

BPM 의 지식기반으로써 제공된다. 로벌 기업들은 참

조모델 장소의 개발에 극 으로 투자하고 있다. 

SAP의 로세스 모델 장소에는 600여개 이상의 참조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3].

결과 으로 지식 장소와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지식체계의 구축은 이미 그 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업들을 심으로 시스템 구축과 활용방안 개발 

노력이 극 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

가 본 연구는 컨설 활동 수행의 효율성과 결과물의 품

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론  문제해결 

기법과의 시스템  통합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시사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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