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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시장 환경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정보화로 기대되는 효과가 기업의 성과에 직결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IT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경영자의 IT 투자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IT 투자의 사전평가를 통 

해 그 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흐｝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IT 투자와 그 투자에서 얻어지는 효과를 사전 

에 분석하여 투자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방법론은 IT 소유비용을 체계적으로 분 

석해서 가시적 인 비용뿐만 아니라 숨겨진 비용도 파악한다. 또한 IT투자로 인한 재무적인 효과와 비재무 

적인 효과를 화폐가치화 하여 IT ROI를 산출한다. 본 논문은 IT 투자의 객관적인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 

여 IT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효율적 인 IT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한다.

ABSRACT

It is difficult to justify an IT investment unless the investment is expected to have a direct impact 
on a corporation*  s performance under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demonstrate the benefit of the investment through a pre-investment assessment process to induce the 
executive's decision.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to assess the investment by analyzing cost 
and benefit of the investment. This methodology shows tangible cost as well as hidden cost by 
analyzing total cost of ownership. The methodology also produces ROI by performing cost benefit 
analysis including financial and non-financial factors. This paper suggests a systematic way to support 
IT investment decision marking process by evaluating the investment objectively.

키워드 : IT 투자, IT 효과 IT 투자회수율

IT Investment, IT Benefit, IT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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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융권의 차세대시스템이 마치 하나의 붐 

(Boom)처럼 최근 몇 년 동안 동시 다발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구조적인 고 

비용 구조를 해결하며, 정보화로 의사결정시 

간의 단축, 업무처리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증대 등의 수단이 된다 

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T 투자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다. 시장 환경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정보화 

로 기대되는 효과가 기업의 성과에 직결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IT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 

다. 따라서 경영자의 IT 투자 의사결정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n、투자의 IT ROI(Return 

On Investment) 사전평가를 통해 그 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 이 중요하다.

IT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서는 정보 제공자와 수혜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체제의 수립과 신규 IT 투자 

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척도 

및 측정 방법을 포함한 정량적인 분석 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델의 장점 

을 수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IT투자의 타당 

성을 분석하여 IT 투자 전에 정보화에 투자 

할 가치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IT 투자 

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SS-P-IT 

ROI(SOONGSIL Prior IT ROI) 방법론을 

제시하여 기업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IT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SS-P-IT 

ROI 방법론은 평가대상선정 및 IT 투자현황 

분석 활동, IT 효과산출 활동, 사업적 분석 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대상 선정 및 IT 

투자현황분석 활동에서는 IT의 소유비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가시적인 비용뿐만 아 

니라 숨겨진 비용도 파악한다. IT 효과산출 

활동에서는 IT로 인한 재무적 인 효과뿐만 아 

니라 비재무적인 효과도 화폐가치화 한다. 사 

업적 가치분석 활동에서는 분석된 IT 투자 

및 효과를 이용하여 IT ROI를 산출 후 IT투 

자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2. 관련연구

기업의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 

한 모델로는 비용효과분석 모델, TCO 모델 

과 총경제적 효과 모델이 있다. 비용효과분석 

모델은 모든 비용은 화폐가치로 정량화되나 

효과는 화폐가치로 정량화 가능한 재무적 효 

과와 5점 척도 등의 상대적 수치로 나타나는 

비재무적 효과로 구분한다. TCO 모델은 직 

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숨겨 

진 비용을 포함하는 통합적 인 관점에서 파악 

하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총경제적 효과 

모델은 IT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는 합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으나 최종 사용 

자 운영비용은 비용요소에 포함되지 않아 투 

자비용을 과소평가할 위험은 있다. 따라서 비 

재무적 효과를 화폐가치화 하지 않는 비용효 

과분석 모델, 총경제적 효과 모델과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TCO 모델은 기업의 일반적인 

투자와 달리 업무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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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효과가 큰 IT 투자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용 시에는 잘못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2.1 비용효과분석 모델

비용효과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주 

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 

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며, 어 

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대안에 관해 

서 각각의 필요한 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 

진 효과를 비교 평가해서 채택여부 또는 우선 

순위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 이다. 이 방법에서 

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효과로서는 

가치평균을 금액에 환산한 값을 이용해서 비 

교평가를 행한다.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할 때 

는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 분석해야 하 

며 대안 중 가장 비용대비 효과가 최대인 대 

안을 채택하게 되며 IT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비용효과분석의 수행주기는 시스템 수명주기 

와 일치되어야 한다[1].

비용효과분석 수행에 있어서는 모든 대안 

들의 비용과 효과를 정량화 하여야 한다. 모 

든 비용은 화폐가치로 정 량화되나 효과는 화 

폐가치로 정량화 가능한 재무적 효과와 화폐 

가치 이외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비재무 

적 효과로 구분한다. 비재무적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각 효과에 대한 개별평가 

를 통하여 상대적 수치(5점 척도 등)들로 표 

현되어야 한다.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할 때 미 

래의 효과와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가정들이 사용될 수 있으나 묵시적인 가정들 

이 명시되어야 한다. 비용효과분석은 미래지 

향적인 접근방법으로 수행할 때 과거에 이미 

발생한 비용과 이미 달성한 재무적/비재무적 

각종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미 진행 중 

인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는 기 집행된 비용과 

효과 분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2.2 TCO 모델

TCO(Total Cost of Ownership)는 기업이 

시간 경과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컴퓨팅 비용 

을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숨겨진 비용을 포함하는 통합적 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1987년 가트너 그룹의 Bill 

Kirwin이 PC를 5년간 소유하는데 발생하는 

총 비용을 산정하는 모델로 개발되 었다. TCO 

는 크게 전산관련 예산에 포함되는 직접비와 

정보시스템 활용과정에서의 시간적 손실을 

비용으로 환산한 간접비로 구성된다.

PC에 의한 사용자 컴퓨팅의 유연성 증대, 

사용자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 등의 긍정적 측 

면과 함께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을 위한 비 

용증가, 사용자의 시 스템관리 및 운영 

Overhead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며 IT의 

발전추세가 점차 분산화 됨으로써 End User 

Computing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됨으로써 효 

율적 인 정보화 관리를 통한 비용의 절감이 필 

요하게 된다. 증가하는 시스템관리, 교육, 기 

술지원, 사용자 운영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 

여 분산컴퓨팅 환경에서의 자산의 Life-Cycle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 

한 분석의 관점을 TCO가 제공한다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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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총경제적 효과 모델

총경제적 효과(Total Economic Impact)는 

정보화 기술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법으로 비 

용, 효과, 유연성, 위험의 네 가지 고려요소를 

통하여 조직목표와 연계된 최적의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다. 총경제적 효과는 정성적 평 

가 도구뿐 아니라 정량적 분석을 위한 방법론 

과 통계적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보 

화 기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합 

당한 분석을 할 수 있고 향후 조직의 궁극적 

인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많은 정보화 조직 

들은 조직 내에 관련된 효과에 근거 하여 의사 

결정을 하며 그러한 의사결정들은 대개 비용 

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총경제적 효과는 정보 

화 기술조직의 외부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하 

며 정보화 기술 조직 이 아닌 고객관점에서 의 

사결정 분석을 한다. 최종 사용자 운영비용은 

비용요소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비용을 과소 

평가할 위험은 있으나 총경제적 분석으로 정 

보화 기술은 조직의 기술적 오버헤드의 일부 

로 간주되던 것에서 사업성장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⑶.

3.SS-P-IT ROI 방법론

3.1 SS-P-IT ROI 방법론의 개요

기업의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 

한 모델인 비용효과분석 모델, TCO 모델과 

총경제적 효과 모델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 

을 보완한 SS-P-IT ROI방법론은 다음과 같 

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구성되었다.

목표丄 IT의 소유비용을 체계적으로 파악 

하고 가시적 인 비용뿐만 아니라 숨 

겨진 비용도 파악함

목표2. IT로 인한 재무적 인 효과뿐만아니라 

비재무적인 효과도 화폐가치화 함

목표3. IT 투자대비효과를 현재가치화 하 

여 IT ROI를 산출하여 IT투자의 타 

당성을 분석함

SS-P-IT ROI 방법론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그림1〉과 같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IT 투자현황을 파악하는 평가대상선정 및 투 

자현황분석 활동, IT에 의한 효과를 구체적 이 

고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 

고 산출식 고안 및 정보화 기여도에 의한 IT 

효과를 산출 하는 IT 효과 산출 활동, IT 투 

자비용과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IT 투자의

〈그림 1> SS-P-IT ROI 방법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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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사업적 분석 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평가대상선정 및 IT 투자 현황 분석 

활동의 구성

3.2 평가대상선정 및 IT 투자현황분석

평가대상선정 및 IT 투자현황분석 활동은 

〈그림 2〉와 같이 평가대상선정과 IT 투자현 

황 분석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 대상 선정 분석 태스크는 IT 투자 타 

당성 분석을 할 평가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정 

의하고 IT 투자 및 효과의 분석기간을 설정 

한다. 입력은 평가시스템에 대한 관련 계획 

자료와 평가대상의 분석기간이며 작업절차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관련 계획 자료를 이용하 

여〈그림 3〉과 같이 평가대상 시스템에 대해 

서 정의하고 평가 대상의 IT 투자 및 효과의 

분석기간을 설정한다. IT 투자 및 효과의 분 

석기간은 분석년도 이후의 5년으로 한다.

IT 투자현황 분석 태스크는 목표1의 IT의 

소유비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가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숨겨진 비용도 파악하기 위 

하여 평가대상 시스템에 소요된 모든 IT 투 

자비용을 파악한다. 입력은〈표 1〉과 같이 구

쎄朝

콜센터 2차 시스템

〈그림 3> 평가 대상 시스템

축과 유지보수인지와 세부적으로는 H/W, 

S/W와 인건비 인지를 구분하는 투자구분과 

연도별로 조사된 투자비용으로 구성된 연도 

별 IT 투자비용 조사서 이다.

작업절차는 연도별 IT 투자비용 조사서 

를 이용하여 투자구분별로 평가대상 시스템 

에 소요된 IT 투자비용을 조사 후 분석한다.

3.3 IT 효과 산출

IT에 의한 효과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지표별 IT 

효과를 산출하는 활동으로서 구성은〈그림 4〉 

와 같이 업무영역별 성과지표 도출, IT 효과 

지표 도출, 지표정의 및 지표별 IT 효과 도출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업 무영 역별 성 과지표 도출 태 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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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IT 투자비용 조사서

IT 투자구분
IT 투자비용

狈4 년 2005 년 2006년 2007 년 2008년 20（购년 :

, 구축

H/W 136,400 0 0 0 0 0

S/W 19,800 0 0 0 0 ■ 0

인건비 215,600 0 0 0 0 0

유지 보수

H/W 0 12,000 12,000 12,000 12,000 12,017

S/W 0 1,742 1,742 1,742 1,742 1,742

인건비 0 18,973 1&973 18,973 18,973 18,973

BSC(Balanced Scorecard) 모형에 의하여 목 

표2의 IT로 인한 재무적인 효과뿐 만아니라 

비재무적인 효과도 화폐가치화하기 위하여 

재무적 성과지표와 대고객, 내부 프로세스 혁 

신과 학습의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현실적으 

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도출하며, 현실적 

측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무현장에서 데 

이터 값이 수집되거나 추정될 수 있도록 구체 

화되어야 한다 [4].

입력은 업무 프로세스이며, 작업절차는 브 

레 인스토밍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참조 

하면서〈표 2〉와 같이 업무영역별 성과지표 

를 도출한다 [5].

보다 용이하게 업무영 역 성과지표 도출하 

기 위한 3가지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Top-down 지표도출은 업무 프로세스 

에서 세분화되고 측정 가능한 업무영 

역별 성과지표를 브레 인스토밍 방식 

으로 도출한다.

둘째, Bottom-up 지표도출은 Top-down 방 

식으로 도출된 지표 초안을 기 수집 

지표자료(부서 성과지표)를 참조하 

여 수정 보완한다.

셋째, Inside-out 지표도출은 지표 도출과정 

에서 누락될 수 있는 지표를 기존 보 

고서 등 내부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 

정의한다.

〈그림 4> IT 효과 산출 활동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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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업무영역별 성과지표

업무프로세스 채무 대고객 내부 포로세스 혁신과 학습

Inbound

•콜당 평균 비용 

•I/B캠페인 유치율 

•상담원 이체대행
수수료 수입

•ARS 처리 전자금융 
수수료 수입

•고객만족도

• 우수 고객 만족도
•상담원 불만족

접수율

• Service Level 달성도

•응대율

- 호 포기 율

•포기전 대기시간

• 평균 고객 대기시간

•고객 문의/요청건수

•녹취 모니터링

평가점수

•상담원 평균 

통화시간

・ 실 상담 작업시간 
비율

・ CPH（교환）

・ 인당 평균 처리 
콜수 （교환）

, Service Level 
표준편차

•상담원 평균 

대기시간

・ 1차 응대 시 해 결율

・ I/B 캠페 인 전환율

- Call Back 시간

, 평 균 후처 리 시간

•콜 체크율

• Self-Service 
비율

,상담 업무 

지식평가

Outbound ・ 캠페인 ROI

• 고.객 만족도

• 우수 고객 만족도

•상담원 불만족

접수율

•통화 성공율

• 상담원 캠페인 

수행 시간

• 1일 접촉 고객수

•캠페인 통화 

성공건수

• TM/DM 
반응건수/시간

•캠페인 유치율

• DM 반송율

• 반응 Lift
•고객 문의/요청건수

•녹취 모니터링

평가점수

•상담원 평균

통화시간

• 실 상담
작업시간 비율

• 인당 평균

처리 콜수

•1 차 응대시 해 결 율

• 평 균 후처 리 시 간
• 콜 체크율

• 거액이체 거래시 

통지건수

• Remote Service 
응대건수

- 상담 업무 지식 평가

관리 •상담원 투입율

・ 상담원 만족도
•상담원 월 평균

교육시산

•상담 업무지식

습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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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표정의

지표명 지표정의
…단위. 1

실 상담 작업시간 

비율

상담원의 근무시간중 실제 고객과의 상담에 

할애된 시간 비율
%

CPH（교환） 교환원이 시간당 처리하는 교환 콜 수 건

SMS 대체건수 UMS 상의 SMS 기능을 이용해 대체 발송한 건수 건

E-mail 대체건수 UMS 상의 E-mail 기능을 이용해 발송한 건수 건

통화성공율 O/B Campaign 통화 시도 건 중 통화에 성공한 건의 비율 %

거래 이체 거래시 

통지 건수
거액 이체 거래의 실행 시 고객에게 통지하는 건수 건

FAX 발송건수 UMS 상의 PAX 기능을 이용해 발송한 건수 건

Remote Service
응대건수

고객의 컴퓨터 화면을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원격 A/S 서비스 건수
건

상담원 이체

대행 건수
고객이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이체 대행하는 건수 건

이와 같은 작업절차를 수행하여 BSC 4개 

영역별로 업무영역별 성과지표가. 산출된다⑹.

IT 효과지표 도출 태스크는 업무영 역별 성 

과지표 중에서 IT 효과를 산출할 대상인 IT 

의 영향을 받은 IT 효과지표를 선정하는 작 

업이 다.

입력은 업무영역별 성과지표이며, 작업절 

차는 업무영역별 성과지표를 선정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주관적 자의성 문제를 배제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에 대해 각 

지표별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순차적으로 검 

토하며 각 지표 중에서 두 기준을 충족하는 

지표를 IT 효과지표로 판단한다.

기준 I, 지표관련 업무수행에 정보시스템 

이 사용되는가 여부이다.

기준 2 해당지표가 IT로 인해 향상되는가

여부이다.

선정된 IT 효과지표에 대해 지표 연관도 

분석을 통해 지표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IT 

효과의 이중 계산을 통제한다. 지표 연관도 

분석 후 최종적으로 남는 지표들만이 IT 효 

과지표로 최종 확정된다. 이와 같은 작업절차 

를 수행하여 BSC 영역별로 IT 효과지표가 

산출된다.

지표정의 태스크는 선정된 IT 효과지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할 단위를 설정 한 

다. 입력은 IT 효과지표이며, 작업절차는 IT 

효과지표 각각에 대하여 상세히 정의하고 지 

표의 단위를 설정한다. 이와 같은 작업절차를 

수행하여〈표 3〉과 같이 지표명, 지표정의, 단 

위로 구성된 지표정의가 산출된다[7].

지표별 IT 효과 산출 태스크는 정보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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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생한 IT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보화 이전 값과 이후 값의 지표 값 변화를 

파악한 뒤 화폐가치 산출식을 창안하여 지표 

값의 향상으로 인한 화폐가치를 산출한 후 정 

보화 기 여도를 반영하여 IT 효과를 산출한다. 

입력은 지표정의이며, 작업절차는 지표값, 산 

출식과 정보화 기여도를 반영하여 IT 효과를 

산출한다.

각 지표의 정보화 기여도를 측정하는 작업 

은 지표 담당자의 경험으로 인식하여 수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나, 측정값의 신뢰 

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표 담당 

자 한 명 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관련자 

들로 구성된 협의체에 의하여 델파이 분석으

■ 지표명 e-mail 대체건수 관련부서 콜센터

지표정의 UMS 상의 E-n浦! 기능을 이용해 발송한 건수 단위 건

지표 기준값 2005년 2006 년 湘년 2008 년 2009년 J

지표값

낙관치

0

233,450 264500 299,000 345,000 379,000

최적치 203,000 230,000 260,000 300,000 330,000

비관치 172,550 195500 221,000 255,000 280,000

지표값 변동폭 - 203,000 230,000 260,000 300,000 330,000

f 산출식 E-mail 발송건수 * 우편 발송단가

산출식 구성오소

요소명 단위 요소값 :

E-mail 발송건수 건 203,000 230,000 260,000 300,000 330,000

우편 발송 단가 원 200 200 200 200 200

화폐가치 264,600,000 40,600,000 46,000.000 52,000,000 60,000,000 66,000,000

비정보화 기여도 10%
인적역량 재무적역량 영업역량 기타

10%

정보화기여도 - 90% 90% 90% 90% 90%

정보화 효과 238,140,000 36,540.000 41,400,000 46,800,000 54,000,000 59,400,000

: 산출근거

1 :
1

' 05년 지표값 예상 = 여신마케팅 + 대출원리금 납입통지 + 내국신용장 서류 

도착 및 결제 기일 내역 + 기타 = 203,000

1. 여신마케팅 trmail 홍보 동 전행적 여신마케팅 지원관련（' 05예상, 400。건） : 메 

일 주소가 있는 고객 953명  년4건*

2. 대출원리금 납입통지（' 05예상, 180,000건） : 6월 2,452건  12개월  2법 인  3（상환 

24일전에 대출원리금 납입내역, 상환일에 기일도래명세, 상환 후 납입 영수증）

* * *

3. 내국신용장 서류도착 및 결제기일 내역（' 05예상, 600건） : 상반기 수출환어음 

매 입잔액내 역 282건 2반기*

4. 기타（' 05예상, 1&000건） : 전체 합계의 10% 정도를 가정함（폰뱅킹계좌 이체내 

역 통지. 환율통지, 당행 점포망 안내, 폰뱅킹 서비스 코드 및 이용안내. 개인 

/법인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이자내역,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 

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융자상담신청서 등）

〈그림 5> 지표별 IT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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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한다. 협의체는 지표와 관련하여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참여하는 전문 

가는 서로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접 대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충돌을 최 

소화시키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질 

을 향상시킨다.

델파이 분석 진행은

1) 참여할 전문가를 선정한다. 대개 12-16 

명 정도이며 상황에 따라 인원이 다를 

수 있다.

2) 전문가들에게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 

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3) 작성된 비정보화 기여도는 익명으로 다 

시 제출한다.

4) 제줄된 비정보화 기여도를 다시 전문가 

들에게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참고로 하 

여 다시 제출한다.

5) 3) 〜 4)를 계속해서 3 〜 5회 반복한다. 

이 결과 지표별로 인적 역량, 재무적 역 

량, 영업 역량 등의 비정보화 기여도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표의 정보화 

기 여도를 파악한다.

이와 같이 작업절차를 수행하여〈그림 5> 

와 같이 지표별 IT 효과가 산출된다. 모든 지 

표들의 효과가 산출되면 소요된 IT 투자비용 

에 대한 IT 효과분석 이 완료된다.

3.4 사업적 분석

사업적 분석 활동은 IT 투자비용과 효과를 

요약하고 비교 분석하여 IT 투자의 효과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며,〈그림 6〉과 같이 IT 효과 

산추 민감도 분석, IT 투자대비 효과산출 및 

사업적 가치분석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IT 효과산출 태스크는 산출된 지표별 IT 

효과를 집계한다. 입력은 이자율과 지표별 IT 

효과이며, 작업절차는 지표별 IT 효과를 집 계 

하여 IT 효과를 산출한다.

민감도 분석 태스크는 IT 효과 산출 시 추 

정 데 이터(경험치, 예측치 등)를 반영한 지표 

에 대하여 적용 값에 따라 효과에 미치는 영 

향도가 큰 지표를 선별하여 재분석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 

시한다. 입력은 지표별 IT 효과와 민감도 분 

석 대상이며, 작업절차는 지표명, 변수명, 단 

위, 최적치, 낙관치와 비관치로 구성된 민감도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민감도 적용 값을 적용

〈그림 6> 사업적 분석 활동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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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638 783 931

ru
i:.n
is

〈그림 7〉민감도 분석

*2004년 현재7 치 기준, 단위 : 천원

지표명 비관치 최적치 낙관치

SMS 대체건수 289274 340,322 391371

E-mail 대체건수 191,928 225,798 259,668

통화 성공율 58,562 80355 102,909

CPH（교환） 36,812 5顽9 79,188

실 싱담 작업시간 비율 54,985 71,543 88,889

거액 이체시 통지건수 5,074 &969 &864

Remote Service 건수 811 955 1,098

FAX 대체건수 507 596 686

상담원 이체대행 건수 59 69 79

하여 결과 값을 측정하고 부정확하다고 판단 

될 경우 추가 적용 값을 적용하여 재 산출한 

다. 이와 같은 작업절차를 수행하여 변수명의 

낙관치와 비관치가 적용되어〈그림 7〉과 같 

이 민감도 분석 이 산출된다.

입력변수 추정치의 신뢰도가 아주 낮은 경 

우 한 가지 값을 사용하는 것 보다 입력 변수 

값을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는 일정 영역으로 

추정함으로써 평가 작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추정 

치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두 집 

단의 추정 값을 모두 사용하여 IT 투자효과 

를 파악하고 두 집단에서 사용한 추정 값의 

차이가 최종 IT 효과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IT 투자평가 

작업의신뢰성 향상뿐 아니라 평가 작업 자체 

가 정련된 IT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T 투자 대비 효과산출 태스크는 IT에 투 

자된 비용과 정보화에 의해 발생한 IT 효과 

를 대비하여 이자율을 적용하고 분석시점 기 

준의 현재 화폐가치로 변환하여 산출한다. 입 

력은 이자율, IT 투자비용과 효과이다. 작업 

절차는 산출된 IT 투자비용과 효과를 대비하 

여 분석시점의 현재 화폐가치로 변환하여 산 

출한다.

사업적 가치분석 태스크는 목표3의 IT 투 

자대비효과를 현재가치화 하여 IT ROI를 산 

출하여 IT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순현재가치, 투자수익률, 투자회수기간의 사 

업적 가치를 분석한다. 입력은 이자율 IT 투 

자대비 효과이며, 작업절차는 IT 투자대비 효 

과를 이용하여 순현재가치, 투자수익률 및 투 

자회수기간을 분석한다.

4. 사례분석

4.1 개 요

기업의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 

한 모델인 비용효과분석 모델, TCO 모델, 총 

경제적 모델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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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성 된 SS-P-IT ROI 방법론은 IT ROI 

에 의한 투자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은 

행의 콜센터 2차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분석 

하였다.〈표 1> 연도별 IT 투자비용 조사서 에 

서 IT 투자비용을 분석하였고,〈그림 3> 과 

같이 지표별로 IT효과를 산출 후 집계하여 

IT 효과를 분석 하여 IT 투자대비효과와 사업 

적 가치를 분석한다.

4-2 분석결과

〈표 3> 지표정의에서 정의된 지표들을〈그 

림 5〉과 같이 지표별로 IT효과를 산출한다. 

산출된 재무적/비재무적 지표별 IT 효과를 

살펴보면〈표 4〉와 같이 SMS 대체건수와 E- 

Mail 대체건수가 전체 정보화 효과의 약7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도별 IT 투자비용 조사서에서 IT 

투자를 분석하였고〈그림 3> 과 같이 지표별

〈표 4> 지표별 정보화 효과

지표명 정보화 효과 비중

SMS 대체건수 386,117,000 43.4%

E-mail 대체건수 256,505,000 28.8%

통화성공율 92301,000 103%

실 상담 작업시간 비율 82,801,000 9.2%

CHP(교환) 66,230,000 7.4%

거액 이체 거래시 통지건수 6,792,000 0.8%

Remote Service 응대건수 1,086,000 0.说

상담원 대행건수 78,000 0.0%

순현재가치 892592,000 100%

〈표 5> 연도별 IT 투자대비효과

구분 2004 년 2005년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년 현재가치

정보화효과 0 116,003,000 139,675,000 178,016,000 214303,000 244,592,000 783,161,000

투자비 용 371,800 33,467,000 34,237,000 35,024.000 35.830,000 36,673,()00 517,455,000

순효과 -371,800 82,536,000 82536,000 142,991,000 17&473,000 207,919,000 265,706,000

〈표 6> 사업적 가치

시스템 순효과 투자수익률 투자회수시간

차세대시스템 265,706,000 57% 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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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IT효과를 산출 후 집계하여 산출된 연도 

별 IT 투자비용과 IT 효과를 대비하여〈표 5> 

와 같이 연도별 IT 투자대비 효과를 산출한 

다. 산출한 결과 IT 투자 초기인 평가년도에 

는 IT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1년 후부 

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효과가 발생하였다. 

〈표 5> 연도별 IT 투자대비효과의 현재가치 

는 2004년 기준으로 모든 년도의 금액을 환산 

하여 합계한 금액 이다.

사업적 가치는〈표 5> 연도별 IT 투자대비 

효과의 현재가치를 이용하여〈표 6〉과 같이 

순효과와 순효과에서 투자비용을 나눈 투자 

수익률 분석하였고 순효과가 플러스가 되는 

기간인 투자회수기간을 분석하였다. 투자수

〈표 7> SS-P-IT- R0I 방법론과 관련모델의 비교

1 모델 목적 장점 단점 '

비용효과분석

• 주어 진 예산을 최 

대한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의 

사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

•투자비용과 투자로 

부터 얻어지는 효 

과를 비교

• 재무적 효과 산출

•과거에 이미 발생 
한 비용과 이미 4 

성한 재무적/비재 

무적 효과를 고려 

하지 않음

• 추정의 신뢰성, 객 

관성이 의문시 될 

수 있음

•비재무적 효과 

정량화 어려움

TCO
•정보시스템 관리비 

용 분석

• 정보시스템 소유비 

용을 체계적으로 파 
악

•가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숨겨진 비 

용도 파악

• 정보시스템을 비용 

측면에서만 문제를 

접근함

• 정보화로 인한 효 

과를 고려하지 않 

아 정보화 효과에 

대한 잘못된 시각 

을 제공할 수 있음

총경제적 효과 모델

• 재무적 효과뿐만 

아니라 전략적 효 

과 산출

• 재무적 효과 산출 

및 전략적 효과 산

•비재무적 효과의 

화폐가치화가 어려 
우

SS-P-IT ROI

• 정보화 투자 전 투 

자비용과 투자로부 

터 얻어지는 재무 

적 효과뿐만 아니 

라 비재무적인 효 
과의 화폐가치화 

하여 투자의 타당 

성 분석

• 정보시스템 소요비 

용을 쳬계적으로 파 

으扌
• 재무적 효과 및 비 

재무적인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

• ROI를 산출하여 투 

자의 타당성 분석

•근거 데이터의 미 

비로 분석에 사용 

된 자료의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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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은 57%가 나왔고 '08년에 IT 효과가 투 

자비용을 초과해 투자회수 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5. SS-P-IT ROI 방법론의 평가

경영자가 정보화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투자의 사전평가 

를 통해 그 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SS-P-IT ROI 방법론은 정 

보화 효과를 정보화 투자 전에 화폐가치화 하 

여 IT 투자수익률을 산출하는 방법을 소개 하 

였으며,〈표 7〉은 SS-P-IT ROI와 관련 모델 

인 비용수익분석, TCO 모델, 총경제적 효과 

모델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6.결 론

IT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IT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IT 투자가 당초 예상했던 

IT 효과를 제대로 창출하는지, 조직의 성과에 

얼마나 공헌하였는지에 관해 확신하지 못했 

다. IT 투자는 기업의 일반적인 투자와는 달 

리 IT에 의한 직접적인 IT 효과를 정량화하 

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IT 

에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IT 투자와 그 투자에서 

얻어지는 IT 효과를 IT 투자 전에 투자수익 

률을 분석하여 투자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SS-P-IT ROI 방법론을 제 시하였고 이 방법 

론은 IT 투자현황을 분석흐］•고, IT 효과를 정 

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지 

표 정의 및 지표별 IT 효과를 산출하고 측정 

된 IT 효과의 사업적 가치를 평가하여, 이 평 

가에 의해 IT 투자의 객관적인 투자 타당성 

을 확보하여 IT 투자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IT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한다.

SS-P-IT ROI 방법론은 IT 투자에 대 한 IT 

효과를 재무적 효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인 

효과의 화폐가치화를 it 투자 전에 평가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지나, 

정량적인 효과분석을 위한 근거 데이터가 미 

비하면 분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IT 효과지표 중 

지표를 도출하지 못하였거나 산출식을 고안 

하지 못한 지표가 있으면 IT 효과로 산출되 

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는 IT ROI 사전평가의 제도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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