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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은 재 ‘Now Economy'라는 실시간 경제의 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Now Economy'는 비즈니스에 

한 측정, 평가, 의사결정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가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기업 내의 체질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ICT

의 활용은 기업의 새로운 의사결정체계로의 환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BPMS, Mobile, Cloud Service, Hadoop, 

BI, AI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의사결정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장 효율 으로 리되어지는 로세스와 이를 통해 

얻어지는 기업 내부의 정형 이고, 비정형 인 모든 정보를 취합하며, 기업 외부의 상과 변화와 융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주제어 : 소기업, 의사결정 최 화, AI 융합, 소기업형 ICT 서비스, ICT 솔루션

Abstract  Companies are now rapidly entering the realm of the realtime economy named ‘Now Economy’. ‘Now 
Economy’ features the measurement and assessment, accelerating speed of decision making about business. 
According to this, companies intend to change their disposition to be able to make quick and accurate decision by 
gathering informations rapidly and correctly, and then by processing that. Applications of ICT can be possible to 
change the new decision system of companies. In this thesis, the new decision system through amalgamations of 
BPMS, Mobile, Cloud Service, Hadoop, BI and AI is presented. It will be able to make decision quickly and 
accurately by collecting all information between the most efficiently managed process and formal and informal data 
inside company through this, and then by combining changes with situations outsid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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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터와 인터넷을 표되는 제3차 산업 명(정보

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제4차 산업 명(제2차 정보

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제4차 산업 명은 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의 정보통신기술

이 사회ㆍ경제 반에 깊숙이 침투하여, 기존 산업과 서

비스에 융합되어 신 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연결성(Hyperconnectivity)과 지능성(Superintellience)

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더 넓은 범 에 걸쳐서 더 빠

른 속도로 향을 미치고 있다. 

제4차 산업 명으로의 진입은 기업에게 경 환경 변

화에 빠르게 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체계로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기존의 의사결정은 주

간, 월간, 반기, 분기와 같이 반복되는 구간에 정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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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1]. 보다 진보된 의사결정

체계는 비정형 이고, 포 인 자료를 원하는 시간에 

즉시 제공하는 인 라를 갖추어야만 한다. 이를 해서

는 정보통신기술(ICT, 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이 바탕이 된 정보화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

이 필요하다.  

ICT는 최근 빠르게 발 되어 왔다. 지능 이고 인간

화된 인터페이스로 구조화되지 않은 명령이나 단을 수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정보의 

달 속도를 획기 으로 단축하 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변화는 성능향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렴해지고 있는 

가격에 있다[1]. 소기업의 ICT 투자에 한 핵심 인 

문제로 ICT 투자 액의 인 부족이 나타났다. ICT

에 한 투자가 다른 설비 투자보다 우선순 가 뒤떨어

져 있으며, 매출액 비 2에서 3% 수 에 머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2]. 따라서, ICT 비용의 하락은 소

기업의 ICT 수  향상으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정

확한 의사결정체계를 구 하기 한 최 의 ICT 솔루션

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CT 솔루션을 통해 소기업은 

업무 로세르를 최 화하고, 통제가 가능하여, 의사결정

을 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취득  가공할 수 있

게되며, 반 로 의사결정 사항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양과 범

를 효율 인 비용으로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한 정

보로 가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단과 결정이 가능하도록 시각화되어 제시되어 질 것이

다. 마지막으로 높은 도입비용과 유지비용, 시행착오에 

한 비용을 최소화하여, ICT 투자에 정 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 필요성

2.1 경영환경의 변화

4차 산업 명은 기업 외 ㆍ내 인 면에서 경 환경

의 큰 변화를 이끌었다. 먼 , 기업 외 인 면에서 특징

인 변화는 ‘상호연결성의 증 ’에 있다. 상호연결성의 증

는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심을 엔지니어에서 고

객으로 변화시켰다. 기존의 신제품 출시나, 새로운 사업

의 진출은 R&D 엔지니어 는 경 기획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에 한 타당성을 확인

한 후에 추진해 나가는 형태 다. 하지만, ICT의 발 은 

비즈니스의 심을 고객으로 이동시켰다. 고객과의 소통 

방식의 변화로 고객의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여, 새로운 

사업이나 제품을 출시 할 수 있고, 고객의 평가에 따라 

제품과 사업에 즉시 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한 

반응 는 무시는 소비자 는 고객의 외면을 이끌어내

고 이는 매출로 직결되고, 기업의 생사까지 결정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기업 내 인 면에서 

경 환경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통 인 제조업에 정

보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도입

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감소와 짧아지는 제품

수명주기,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는 생산성 등으로 한계

에 착되어 있었던 통 인 제조업에 새로운 신을 

불러 일으켰다. 공장 곳곳에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센서와 카메라가 부착되어 생산 장의 크고 작

은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자유롭

게 연계하여, 리하게 된다. 수집된 방 한 데이터를 기

반으로 분석하고, 의사 결정하는 데이터 기반의 공장 운

체계를 갖춤으로써 생산 장에서 발행하는 상과 문

제들의 상 계를 얻어내게 된다. 이 게 얻어진 결과

를 생산 장에 용하고, 제어함으로써 최 의 생산체제

를 구 하여, 생산성 증 와 이익의 극 화를 이룰 수 있

게 되었다.

2.2 의사결정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

경  환경 변화의 속도는 지속 으로 빨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 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경쟁 업체는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분석하고, 

단해야 할 정보의 양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새로운 규제, 결 는 WTO와 FTA와 같은 로벌 

규약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만 한다. 

과거의 의사결정은 주간, 월간, 반기, 분기와 같이 반

복되는 구간에 정형화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사결정체계는 의사결정을 한 정보의 정확성

에 치우쳐 있다.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양극단에 서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른 선택이 필요하다. ACCA

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보의 정확성

과 신속성의 선호가 다르다는 결과를 얻었다[3]. 의사결

정을 한 정보의 신속성을 해서는 반복되는 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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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한다. 

한, 의사결정을 한 정보가 기업 내부만이 아닌 기업 외

부의 정보까지 다루어져야만 한다. 고객의 성향 변화, 동

종 업계의 매출 변화, 력사의 신용도 등과 같은 여러 

통계 자료도 분석 상이 되어 의사결정을 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에서는 기업의 각 업무

차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취합되어야 하며, IT와 

비즈니스 로세스가 연계되어, 기업 내부의 모든 데이

터가 정보시스템에 담겨야만 한다. 한, 기업 내부에서 

발생되는 정보가 아닌 기업 외부에서 발생되어지는 정보

를 별도의 노력 없이, 손쉽게 정보시스템에 데이터화하

여,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융합되어질 수 있도

록 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에 담겨져 있

는 수많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의되어진 지표로 시각화

되어 구나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나

타날 수 있어야 한다.

3. 의사결정 최적화를 위한 ICT 솔루션

3.1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

Gartner에서는 BPM을 ‘기업의 민첩성과 운용 효율을 

증 하기 해 로세스 환경을 통제하는 일상 인 경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BPM은 행 비즈니스 로세

스의 성과를 분석하고 로세스를 최 화하기 하여 재

설계하는 과정이다. 기업  조직 내의 비즈니스는 시스

템과 사람, 사람과 사람, 시스템과 시스템의 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BPM은 이에 한 로세스를 효율 으

로 리하고 변화에 신속히 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로세스를 합리화하고 최 화

할 수 있도록 해 다. 한, BPM은 의사결정 내역을 조

직 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달되어지고, 그 진행 내

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 IT의 주 기능이 데이터의 단순한 자  처리

를 담당하는 것에서 비즈니스 로세스의 장, 비즈니

스 로세스 처리, 비즈니스 로세스의 송의 컴퓨

과 커뮤니 이션의 결합으로 그 무게 심이 옮겨 가게 

되었다[4]. BPMS(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는 과거 Offline 상에서 로세스를 리하 던 

것을 비즈니스 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리하고,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BPMS는 로세스 결과에 한 

정확하고 효과 인 통계치를 제공하며, 이는 향후 비즈

니스 운 에 한 정확한 측이 가능하게 한다. 회계부

분에서도 더 정확한 측과 향상된 험 리, 개선된 

산 비 실  보고를 제공한다. BPMS은 리자가 실시간

으로 비즈니스 운 과 로세스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Reporting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방식의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 로세스 개선을 한 환

경을 제공하여, 실시간 보고와 지속 인 평가를 실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고객의 만족도와 소비자의 참여

를 증 시켜, 강력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변화에 한 유연한 응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2 Mobile devices

모바일기기에서의 정보의 달은 단순한 유선 통화, 

문자 메시지 범 에서 벗어나 크게 확장되었다. 이는 수

집, 장, 달, 회수되어지는 데이터의 폭발 인 증가를 

가져왔다[5]. 

모바일 기기는 지난 몇 년간 지속 인 성능향상을 이

루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Mobile Technologies Index에 

잘 나타나고 있다. Mobile Technologies Index는 PwC에 

의해 모바일 기술 신이 한 일곱 가지 구성요소(메모

리, 어 리 이션 로세서, 스토리지, 인 라 속도, 기기 

속도, 이미징, 디스 이)를 포함하여 개발되어 졌다. 모

바일기기는 상황에 맞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사용자의 시간, 

일정과 치, 과거의 행동과 같은 실시간 정보를 기 로 

하여 기치 못한 상황이나 환경, 기회에 응할 수 있도

록 하 다[6].

 사회에서 모바일의 가치는 그 근성에 있다. 거

의 부분의 사람에게 확산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원할

한 서비스 제공을 한 통신서비스도 국가 단 로 확충

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취득  달을 모바일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 이라 할 수 있다. 

3.3 Cloud Services

1970년  기의 컴퓨  환경은 놀랍게도 클라우드 

환경이었다. 내장 데이터 장치를 보유한 PC는 몇 년 후

에나 나왔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클라우드 시스템은 컴퓨터 터미

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메인 임(Main frame)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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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결과를 보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1]. 오늘날

의 클라우드는  다른 차원이다. 엄청나게 발 된 기

술발 으로 정보와 시스템의 공유, 공개, 다자간 커뮤니

이션이 가능해진 지 은 사용자의 윤택함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IT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에 하나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원거

리에서도 데이터, 애 리 이션, 서비스등을 개인과 조직

에서 장, 처리,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문가들은 클

라우드 컴퓨 이 변 과 변화의 기술이 될 것으로 망

하고 있다.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 혹은 수

백만 개의 서버들로 구성된 거 한 정보 공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설들은 통신 시스템과 연결되어, 요 을 지

불하는 사람들의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즉각

으로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낮은 기비용과 유지비용으로 최

신의 ICT 솔루션을 도입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으며, 높은 유연성,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높은 ICT 도입 비용과 시행 착오에 한 비용 손실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ICT 투자에 한 이는 ICT 솔루

션 도입이 비용 상의 문제로 미루어졌던 문제를 상당부

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4 하둡(Hadoop)

하둡은 량의 자료를 처리하는 규모 컴퓨터 클러

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애 리 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오  자바 소 트웨어 임워크이다[7]. 분산처리 시스

템인 구  일 시스템을 체할 수 있는 하둡 분산 일 

시스템(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DFS)과 분산 

처리 시스템인 맵 리듀스를 구 한 것이다. 하둡은 댜용

량 데이터 처리 분석을 해, HDFS을 통해 데이터를 분

산 장하고, 맵 리듀스를 통해 분산 처리하게 된다. 하둡

은 여러 개의 컴퓨터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

게 하는 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장 공간과 연산 능력을 

늘릴 수 있다. 하둡은 용량 데이터에 한 병렬처리에 

해 훌륭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RDBMS와 같은 

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정교한 데이터 작업은 수행할 

수 없다. 데이터에 한 상호 간의 달이나, 데이터가 복

잡한 다단계 트랜잭션에 사용되어질 때, 데이터가 자주 

갱신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RDBMS를 그

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둡은 기존의 RDBMS를 면 으로 교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다. 하둡은 기존의 RBDMS 체계에 보완

인 역할로 사용빈도는 낮고, 장 비용은 높아 그 동안 

배제해왔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최 화되어 

있다. 를 들어, 정상 인 주문은 RDMBS를 통해 복잡

한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형화되어 리하고, 

비정상 인 주문(취소되거나,, 변경되기  주문과 그 사

유, 유선 상의 주문 등)에 해서는 하둡으로 리하여, 

새로운 매출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5 BI(Business Intelligence)

IBM의 연구원인 Hans Peter Luhn가 1958년에 처음

으로 ‘Business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세계 BI 시장은 연평균 9.3%씩 성장하여 2017년 19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BI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데이터웨어하우징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터의 수집  데

이터 큐 의 구성이다[8]. 이 데이터는 ERP, SFA, 그룹

웨어 등의 여러 시스템으로부터 추출하기도 하고, Excel, 

Word 등의 가공된 문서를 upload 함으로써 구성하기도 

한다. 이 게 수집된 데이터는 보고자하는 시나리오  

형태로 가공되어 데이터 큐 를 만들어 보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시 으로 나타내는 부분

이다. 이것은 BI의 일반 인 개념에 연결되어 있어 

Enterprise Reporting, OLAP, 질의  측 분석의 기능

을 제공한다. 

최 의 의사결정 체계의 구 을 해서는 정확하게 

정의되어진 측정 지표와 이를 인간의 시각 인 특성에 

맞추어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9]. BI는 조직 내의 

상과 상황을 최고 의사 결정자나 간 리자가 바로 이

해하고, 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의되어진 지표를 

시각 인 화면으로 표 하게 된다. 시각 인 화면에 

한 제공은 최 의 의사결정체계에 있어서 BI를 필수 인 

솔루션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의사결정을 시에 정확

하게 하기 해서는 실시간으로 로세스의 진행상황과 

기업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다면, 개선할 수 없을 것이고, 문제를 사 에 측할 수 

없다면, 한 응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데이터

를 시각  이미지화 하는 Visualization을 통해 만들어 진 

쉬보드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각 인 화면을 제공하며, 연결되어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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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도 쉽게 Drop-down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 자들은 정확하고 효율 인 의사결정을 한 정보를 

취할 수 있고, 간 리자들은 의사결정에 한 시뮬

이션과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구동시킬 수 있다. 

3.6 AI(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확산에 따라 의사결정지원(Decision Support)라

는 새로운 시장이 확산되게 될 것이다[10]. 고 인 의

사결정과정은 일반 으로 문제인식, 정보수집, 안탐색, 

안분석, 최종결정, 평가의 6단계로 구분되며, 안의 

수를 여 결정하는 방법을 취했다. 하지만, 의사결정과

정이 인공지능과 상호 융합되기 시작하여, 의사결정 패

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인공지능과 융합된 의사결정과정은 4가지로 나타난

다. 첫째, 과정생략형은 의사결정의 간단계를 기계가 

신하는 유형이다. 둘째, 모의결정형은 가상의 체험형 

기술의 활용으로 모의결정과 평가가 가능한 유형이다. 

셋째, 감독형은 인간이 시스템의 의사결정과정을 감독하

는 역할을 하는 유형이다. 넷째, 문제인식형은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기계에 의해 발되는 유형이다. 

각각의 유형은 각기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 이용의 주체인 인간의 

활용 방법이 가장 요하다[10]. 

의사결정과정과 인공지능의 융합은 인간의 지능과 사

고를 확장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IBM의 CTO인 롭하이는 AI가 우

리를 신하여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사

고를 증강시켜 더 좋은 단을 내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

고를 확장시켜, 보다 효율 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실

하게 해주고, 정보의 계량화로 보다 직 이고 시각

화된 정보를 받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여 다는 장

이 있다.

4. ICT를 활용한 새로운 의사결정체계

앞에서 제시한 여러 ICT 솔루션을 통한 의사결정 최

화를 한 ICT 활용안을 Fig. 1과 같이 구상하 다. 

Fig. 1. ICT Utilization Diagram for Decision Making

먼  BPMM을 통해 가장 최 화된 로세스를 지속

으로 리하고, 변화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비즈니스 로세스 단계에서 시시각

각 일어나는 권한 단계별 의사결정 사항을 신속하게 

악하고, 그에 한 결정 내역을 조직의 하  부서까지 최

단기간에 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모바일을 통한 정보의 유통은 의사결정을 한 정보

의 취합  달 속도를 기하 수 으로 높여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조회  입력할 수 있으며, 의사결

정내역을 거의 실시간으로 조직 구성원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를 들면, 장의 업사원이 고객의 회사에 

방문하여, 모바일로 품목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한 정

상 매가와 상이익을 확인하여, 수주를 등록할 수 있

고, 업비용에 한 비용청구를 모바일 그룹웨어를 통

해 결재 상신을 진행 할 수 있다. 한, 모바일을 통해 긴

하고, 특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구성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둡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서 그동안 리하기 

어려웠던 비정형 인 데이터를 보다 효율 으로 수집하

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그동안 묻  있던 새로

운 경 기회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를 들어, 

비정상 인 주문(취소되거나, 변경되기  주문과 그 사

유, 유선 상의 주문 등)에 해서는 하둡으로 리하여, 

새로운 매출의 기회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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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는 여러 정보시스템에서 취합된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의사결정을 한 정보로 

가공하여 보 한다. BI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AI는 이 정

보를 바탕으로 자동화된 인지ㆍ추론ㆍ 단을 진행하게 

되어, 보다 정확한 시뮬 이션 결과와 보다 정확한 측 

정보를 BI로 다시 달하게 되고, 기업의 경 자와 리

자들은 달된 정보를 가시 이고 직 인 틀 안에서 

정보를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시된 의사결정체계를 최소의 

산으로 실패의 리스크 없이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할 것이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추가 인 정보 한 제공

할 것이다. 

5. 결론

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기업

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체계로의 환을 요구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T를 활용한 새로운 의사결

정체계를 제시하 다. ICT 솔루션인 BPMS, Cloude 

Service, Mobile devices, 하둡, BI, AI를 활용한 새로운 

의사결정체계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 인 의사결정이 가

능하게 해  것이다. 완벽하고, 효율 으로 통제되어 있

는 기업 비즈니스 로세스와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기업 외부의 상과 국가정책, WTO와 

FTA와 같은 로벌 규약에 한 정보들이 정확한 지표

를 통해 직 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시화되어 제시

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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