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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환경  단계를 르게 수 여, 결과물에  품질  상시킬 

수 는  마  수 는  제안 다. 존  환경    환경 , 내  역량 , 정보화 

 도  활동  어 다. 환경  첫 째 단계에 현황 악, 주  젝트 계  뷰 ,

뷰 수  통 여  정보화  획득   활동들  가 다. 그리고  환경 , 내  역량 

  심 질문 심  복  시나리    형  적용 다. 형   환경 , 내  

역량  활동  수 여, 도  정보화  에 정  정보화 과 검  수 도  다. 연  결

과는 실제 젝트 현 에 적용 여, 르게 젝트를 수  수 었고, 젝트 결과물에  품질  상시

킬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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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which was performed for an environmental analysis step in the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proposes the capable method of building a foundation which can improve the quality of results. An existing 
environment analyzing method is composed with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internal capacity analysis and 
information direction deriving activity. At the first stage of environment analysis, with current state analysis, 
preparation of interview with major stakeholder of project, carrying out the interview, added the activities to 
gain initial direction of the information. Then it applied a key-questioning of convergence scenario-based 
analysis for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and internal capacity analysis. Performing the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and internal capacity analysis with analysis model, convergence application of scenario-based analysis 
model was enabled to verify information direction on the initial setting. The result was applied at actual project 
site and was enabled to perform the project quickl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jec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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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정보화를 한 기본 인 방법론인 정보공학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역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한 계획, 분석, 설계 구축을 한 상호 련 있

는 정형화된 방법들의 응용이라 할 수 있다[1].

정보화 략계획 수립은 기업이 정보화를 추진하기

하여 장기 인 에서 사 으로 수행해야할 정보

화 과제들을 경 략과 환경 요소들을 감안하여, 정

보화를 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으로 정보공학에

서는 계획단계의 요소이다.

일반 으로 정보화 략계획 수립 차는 환경 분석,

황 분석, 정보화 략 수립, 목표모델 이행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환경 분석은 기업의 정보화를

한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을 분석하여 정보화방향을 도출

하여 후속단계 수행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화 략 수립

단계에서 상향식 하향식 측면의 자료를 제공하며,

황 분석 단계의 결과인 개선 방향과 조합하여 기업의 정

보화비 , 정보화미션, 정보화 략과제를 수립할 수있

도록 하는 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환경 분석 요소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내부 으로는 경 정책, 경 형태, 기업구조,

기업규모를, 정보화측면에서는 정보시스템 성숙도[2]를

구성요소로 보는 연구, 외부 으로는 환경의 변화와 불

확실성, 이질 인 환경, 인 환경과 정보 기술 으

로 정보의 제품, 서비스 가치사슬 집 도, 정보시스템

경쟁력, 정보화에 한 경 진의 심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연구가 있었다[3].

한 경 진 사용자, 정보시스템 련자의 로젝

트 참여 수 , 경 략과 외부 공 자 동향, 고객의 동

향, 경쟁자 활동, 법·제도, 지리 치 문화, 정보 기

술 으로는 이머징(emerging) 정보기술, 정보 단 조직

집 도[4]를 구성요소로 보는 연구와 환경 분석 차에

한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 략 정보화 략

을 수립한 후 새로운 경 략과 새로운 정보화 략 간

의 정렬을 검증하는 방법[5]과 환경 분석을 기업 략 분

석, 내부 환경 분석, 외부환경분석, 정보시스템 방향 설

정으로 진행하는 연구[6]가 있었다.

그러나 지 까지 부분의 연구가 구체 으로 어떤

기법을 활용하여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 분석 다

음 단계를 안정 으로 진행하기 한 구체 검증 방법

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로젝트기간 로젝트 산, 로젝트 목표, 고객

만족, 사후지원에 한 로젝트 결과 품질이 로젝트

수행에 향을 받고있고[7,8], 로젝트 수행품질에있어

서 내부공감 형성은 로젝트 결과 품질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어서[9],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환경 분석단계의

지연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 분석 단계의 지연 험성을

해결하고자, 사 에 략 사고 기반의 수행 시나리오

를 작성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을 제안

한다.

2.  연

2.1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정보화 략 계획은 기업이 수립한 사업계획 목표 달

성 수행을 지원할 수있는정보시스템 용업무 로

그램 포트폴리오를 정의하는 과정과 동시에 경쟁우 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향력을 가진 정보시스템 용

업무 로그램들을 악하여 신 으로 이 로그램들

을 활용하여, 최종 으로 시장에서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계획 활동이다[10].

정보화 략계획의 수립에 있어 감안해야할 사항은, 정

보기술을 활용하는 업무 로세스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화 략 계획 수립은 계획 수립보다는

략을 수립하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11]. 따라서 정

보화 략계획은 기업의 목표를 해 어떻게 정보기술을

활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2.2 문제 결   

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사항은 기업

이 처한 재의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요하다.

문제해결 과정을 정교한 이론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한사례는정보처리체계(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를 술한 Newell & Simon에 의해서다[12].

문제해결 방법의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수단-목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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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법(Means-Ends Analysis)이 있는데, 이는 재와 목

표 상태를 감지하고, 차이를 일 수 있는 조작자를 선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보처리

체계에 따른 문제해결 과정은 정보화 략 수립을 한

환경 분석 단계 수행에 용할 수 있는데, 단계의 기

상태와 정보화방향 도출이라는 목표 상태, 환경 분석을

수행하기 한 여러 작업에 용한다.

2.3 시나리   전략적 사고

시나리오란 원래방송, 연극, 화 등에서 미리상황을

설정하여 기술한 본을 말하며, 기 상태에서 미래 상

태로진행할수 있는사건 는 행 에 해 미래상태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13]. 시나리오는 과거와 재 추

세에서 출발하여 가능한 미래 추세를 나타내는 탐색

시나리오와 바람직하거나 는 회피해야 할미래에 한

안 비 을 바탕으로 설정되는 규범 측 인 시나

리오로 분류된다[14].

략 사고는 미래 모습을 측하고 상황 응이 느

리며, 략 사고의 핵심은 계획과정에 치 하는 것으

로 정리된다. 반면에 략계획은 미래를 구체 으로

측하고 략과 집행을 명백하게 구분함으로써 집행상황

에 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정보를다시분석 는 해석

하여 세부 인 집행방향을 평가하고 실행하는 략 인

틀로 정의할 수 있다. 략 사고와 략계획의 차이

으로 자는 각각의 리자 역할만 인지할 뿐이고, 자신

의 역할에 방어 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 이며, 후

자는 성장 리 시스템 상호간의 역할과 상호의존성, 기

능과 역할간의 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략 인 방향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것에 을 둔다.

여기서 말하는 략계획은 환경 분석 계획에서 시나

리오계획 는 략으로 근할 수 있다.

시나리오 계획은 다양한 변수나 요인을 감안하여, 자

료들을 가능한 몇 가지 선언문으로 단순화시키고, 일

성과 수용성 기 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15].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한 주요 과정은 다음의 5단계

와 같다. 첫째, 이슈를 설정한다. 둘째, 주요 이해당사자

가 검토한다. 셋째, 추세와사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넷

째, 불확실성 는 망을 분석한다. 다섯째, 몇 가지로

한정된 시나리오를 설정한다[16].

3. 시나리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환경 분석 방

법은 다음의 [Fig. 1]과 같이, 기존 환경 분석 방법인 외

부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을 수행하여, 수행된 결

과를 바탕으로 정보화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에 부가하여 정보화방향을 설정하

고, 설정된 정보화방향을 기반으로 분석 시나리오를 작

성한 후, 시나리오를 참조하여 기존 환경 분석 방법 로

수행하고, 도출된 정보화 방향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Fig. 1] Environment Analysis Method for based 

Scenario

3.1 정보화  정

정보화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환경 분석 단계의

첫 번째 활동이며, 가장 요한 활동이다.

사 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 인 시나

리오를 작성할 수 있으며, 후속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정보화방향 설정은 다음의 <Table 1>과 같이 황

악, 인터뷰 비, 인터뷰 수행의 3단계 차로 진행한다.



시나리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환경   연

19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Oct; 14(10): 195-203

Step Description

Situation
Understanding Client Situation Is Critical to

Properly "Defining the Requirements"

Prepare Prepare Materials to Interview Client

Interview Interviews with CEO, the person in charge

<Table 1> Step of Setting The Information  Directions 

정보화 방향 설정을 한 첫 번째 단계인 황 악에

서는 제안 기 단계부터 재까지 고객과 면담한 결과

를 정리한 메모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 자료들을 검

토하고, 고객기업의 경 략, 정보화 략, 비즈니스 가

치사슬과 정보화 황(응용시스템, 데이터, 정보화인 라,

정보화 리)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를 확보하여, 각 항목

별로 황 자료를 기반으로,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는

에서 정리하면서 이해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이 속한 산업별 유사 업종에

서의 기업 정보화방향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면담 질의서를 작성한다. 면담 질의서는 경

자와 최고의사결정권자, 사업담당자를 구분하여 작성하

고, 면담질문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상으로 하는 핵심 질문은 다음

의 <Table 2>와 같다.

Type Key Questions

Business

Environment

- Medium- and long-term

. Development direction

. Opportunities and threats

. strengths and weaknesses

. New business

. Changes in the existing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 The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for goals

- The development level of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run that role

- Necessary work is urgent of the information

- Adequacy of ICT organization

<Table 2> Key Questions for CEO

최고의사결정권자와 사업담당자와의 면담은 정보화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로젝트 수행 방향에 큰 향을

미치므로 가장 요한 활동이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로젝트 추진에 한 극 인 심과 의지, 극 인 지

원, 사업 결과에 한 높은실행 의지는 로젝트 수행품

질에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며[17], 한 정보시

스템 계획을 담당하는 사업담당자는 효율 인 정보자원

을 활용을 한 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 기에, 사업

배경을 악하기 한 면담을 수행하는 것이, 로젝트

성공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18,19,20].

사업담당자를 상으로 하는 핵심 질문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Division Contents of the Question

Key

Questions

- Background of an proposal

- Requirements in the proposal

- The difference of the proposal and requirements

- The contents of the resolution and negotiation of

difference

<Table 3> Key Questions for Person in Charge

핵심질문을 통하여 최고의사결정권자와 사업담당자

와의 면담결과로 해당 기업의 정보화 방향과 정보화방향

사례들을 최종 정보화 방향 후보군으로 선정할 수 있다.

3.2 시나리   

시나리오 작성은 정보화 방향성 설정 단계의 결과들

을 활용하여 실제 환경 분석을 수행하기 한 분석요인

들을 구성하는 모형을 선정하고, 분석요소별로 해당 기

업의 경 반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기 한 핵

심 질문들로 구성되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활동이다.

3.2.1 환경  시나리

외부환경 분석 시나리오 작성을 하여, 일반 으로

거시 인 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PEST 모형을

용한다. 이는 정보화방향 설정 시, 세부 인 조사와면담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 인 분석항목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PEST 모형은 경 환경의 변화를 일

으키는거시 인요인들인정책(Political), 경제(Economical),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요인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거시 으로 외부환경 분석 요인별로 다음의

<Table 4>와 같은 핵심질문을 작성한다.

Analysis Factor Key Questions

Political

Environment

Change factors on the influence of the

management

Social

Environment

Change factors on the influence of the business

structure

Economical

Environment

Change factors on the influence of the growth of

the business

Technological

Environment

Change factors on the influence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ble 4> Key Questions for Exter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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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은 해당 기업의 경 활동에 향을 미치는

정부의 규제 지원 등의 정책변화 요소들을 의미하며,

사회 환경은 기업의 사업구조에 향을 미치는 사회 흐

름의 변화 요소, 경제 환경은해당 기업의 사업성장에

향을미치는경쟁사혹은 신규 진입기업의활동변화 요

소들이다. 기술 환경은 격한 정보기술이나 정보 인

라의 변화요소들을 의미한다.

실제 외부환경 분석에서는, 앞의 핵심질문으로 부터

시작하여, 보다 구체 인 환경요인들에 한 질문들로

세분화하여 필요 자료들을 악한다.

악된 자료의 향요소들을 분석할 때에는 각 향

요소별로 상 안정성 불안정성혹은 격변원인들을

악하여 재 상태 뿐 아니라 후 상황을 살펴보는 것

이 요하며[21], 분석결과로 해당 기업에 향을 미치는

기회와 을 도출할 수 있다.

Analysis Factor Key Questions

Strategy

Business

- Business Strategy

- Whether members of the

business strategy

Information

- Information strategy

- Alignment with business

strategy

Process

Business

Process

- Communicate between

departments

- Flexible business processes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Business

Structure

- Presence or absence of a

Information strategy

- Alignment with business

strategy
Financial

Structure
- Stable revenue base exists

customer

Service

- Customer service levels

- Recognition of customer

service-level organization

members

-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of the customer center

Information
Structure

- Hold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Operation
- Operational problems of the

information system

Organization

System

- Matching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business

procedures

- Existence of communication

channels

Culture

- Matching the culture and

management philosophy of

the business processing

- Effectively extent the sharing

of information

<Table 5> Key Questions for Analysis Factor

3.2.2 내 역량  시나리

내부 역량분석에서도 먼 분석 모형을 정한다. 내부

역량 분석은 해당 기업의 내부 역량을 분석함으로서 장

과 단 을 도출하는 것이다.

내부 역량을 분석하기 한 요소들은 략(Strategy),

업무(Process), 정보화(Information), 조직(Organization)

요소들을 용할 수 있다[22].

이들 요소들을 보다 세부 으로 구분하는 건 로젝

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 으로 다음의

<Table 5>와 같이 세분화된 질문들을 기 으로 핵심 질

문들을 작성한다. 분석요인별 질문내용으로 내부역량분

석 단계 수행 시 향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해

당 기업의 장 과 단 을 찾아낸다.

3.3 환경  

외부환경 분석은 작성한 분석 시나리오의 분석요인별

질문에 한 답, 즉 향요소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

리고 향요소들은 기 정보화 방향 설정 시 발견한 고

객사 최고의사결정권자 면담 결과 정보화 방향과 유사

업종의 정보화 방향 후보군을 염두에 두고 향요소들을

찾는다.

분석요인별 각질문에 한 답을찾기 한 자료의출

처는 정부 공공기 의발표 자료, 고객사 련 업종의

연례보고서 산업에 해 개 으로 기술한 자료, 주

요 주제에 한해당 분야 문가의 술 논문과언론

보도 자료 등이 있다.

수집하는 자료들은 출처를 기록하여 객 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한 자료들은 작성하고자

하는 문서 양식에 따라 정리하고, 정리된 자료를 분석하

여 시사 (Implication)을 도출하고 기회와 요소를

찾는다. 좋은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은 분석하는 개개인

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시나리오 작성 시 도출

된 이슈들과 설정한 정보화방향 후보군들을 염두에 두고

향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회와 요소의 의미를

가지는 시사 을 도출하면 보다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

분석요인 별 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보화 환경의

경우, 정보화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다른

분석요인들과는 달리 심도있고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보화환경 분석을 한 상세한 차는 다음의 그림

[Fig. 2]와 같이 4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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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ep Analysis of the Information Environment

첫째, 최신정보기술 동향분석 단계로, 국내·외 문기

들 각각 최근 3년간 발표 IT 망 자료 조사한다.

둘째, 정보화방향 설정 시 수집한 고객사 정보화 황

을 정보기술 동향분석 결과와 비교하고, 고객사 도입 기

술 수 보다 2 ∼ 3 단계 높은 기술들을 선정한다.

셋째, 선정된 기술들에 해 기술성숙도 표 화,

용사례, 투자비용, 개발 혹은 운 용이성, 고객서비스

정보시스템과의 연 성을 조사한다.

넷째, 조사된 기술들에 해, 델 이기법을 활용하여

상, , 하의 수를 부여하여 우선순 를 산정한다.

3.4 내 역량  

내부역량 분석은 작성한 분석 시나리오의 분석요인별

질문에 한 답, 즉 향요소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

리고 향요소들은 기 정보화방향 설정 단계에서 수

집한 자료들과 함께 고객사 최고의사결정권자면담 결과

정보화 방향과 유사 업종의 정보화방향후보군을 염두에

두고 향요소들을 찾는다.

그리고 추가 으로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자료들의 리 담당자와

간단한 인터뷰를 통하여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외부 환경 분석단계와 같이 수집하는자료 에

한 출처와 인터뷰를 했다면 인터뷰를수행한 부서명을

기록하여 객 성을확보하여야 한다. 자료수집 후 각 환

경요소별로 찾은 분석요인에 따라 향요소들을 분석요

인에 따라 수집한 자료들을 작성하고자 하는 문서 양식

에 따라 정리하고, 정리된 자료를 분석하여 시사 을 도

출하고, 강 과 약 을 찾아낸다.

3.5 정보화  도  

정보화 방향도출을 해서는 외부 환경 분석 활동에

서 도출된기회· 요인과내부 역량 분석활동에서발

견된 강 ·약 요인들에 해 각 분석요소별로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계

분석을 진행한다. SWOT 분석결과 발견된 시사 들은

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기

법을 용하여 도출하게 된다. MECE는 '어떤 사항들은

복이 없고, 그럼에도 락됨이 없는 부분의 집합체로

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고 과정을 범주화하는 하나

의 방식이다. SWOT 분석은 고객사의 강 을 기회로 연

결시킬 수 있는 시사 과 고객사의 강 을 통해 을

극복하는 시사 , 고객사의 약 을 보완하여 을 극

복하는 시사 , 고객사의 약 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

는 시사 들을 도출하여. MECE 기법을 용하여 그룹

화 함으로서 시사 들이 개연성을 가지도록 한다. 그리

고 도출된 시사 들에 한 분석을 통하여 최종 으로

정보화 방향성을 도출한다.

3.6 정보화  검    

도출된 정보화 방향은 기에 설정한 정보환경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조정 차를 거친다.

이때 객 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가정을

생성한 사람들이 직 해당 가정을 검증하는 것은 왜곡

된 시각으로 검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분석

결과가 바로 최종 으로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며, 객 인 으로 조정하기 해서는

로젝트 구성원뿐만 아니라 기 환경 분석 시나리오

작성에 인터뷰어로서 참여했던 해당 기업의 직원들을 참

여시켜, 참여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결과에

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도출된 정보화방향성이 객 인 설득력을 가지

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의 시사 도출이나, 핵심질

문 내용을 변경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각도의 분석

을 하고, 설정했던 정보화 방향이 근본 으로 잘못되었

다고 단된다면, 설정 정보화 방향을 조정하면서 시나

리오의 조정 분석을 반복 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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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해 실제 정보

화 략 계획 수립 로젝트 장에서효율성을 검증하

다. 이를 해 기존의 환경 분석 방법으로 수행한 최근 5

년간의 8개 로젝트 결과와 연구한 방법을 용한 2개

로젝트 결과를 비교하 다.

통상 정보화 략계획 수립 로젝트에서 환경 분석부

터 이행계획 수립까지의 체 로젝트 기간은 규모에

따라 12주, 16주, 20주로 기간으로 서로 다르게 수행되며,

수행기간이 12주인 로젝트는 환경 분석 단계에 2주, 16

주인 로젝트는 3주, 20주인 로젝트는 4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

검증을 해서는 모든 검증 상 로젝트들을 16주가

소요되는 로젝트로 치환하여 환경 분석 기간을 3주로

계획한 걸로 산정하고, 필요 데이터를 정리하 다. 연구

결과 검증을 해서 3명이 공동으로 기 시나리오 작성

에 참여하고, 그 다음 단계는지 까지 각각의 역할을 동

일하게 수행하고, 정보화방향 검증은 다시 공동으로 수

행하 다.

검증결과는 작업일 기 으로 주 5일, 총 15일 동안 수

행하는 것으로 산정하 으며, 다음의 [Fig. 3]과 같이 효

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Verification Results of the Research Methods

A부터 H까지의 경우 기존 방법을 용한 8개 로젝

트에서 획득한 결과이며, I와 J 로젝트의 경우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연구 방법을 용한 결과이다. 기존 방법을

용하여 얻은 결과들은 부분 계획했던 15일을 채우기

어려웠다. 이는 로젝트 기에 고객이 추구하는 정보

화 방향성을 사 에 인지하지 못하고, 로젝트 구성원

들의 로젝트 목표에 한 공감 확보에 걸리는 별도

의 시간을 측하지 못하 기 때문으로 단되었다. 제

안한 시나리오 심의 환경 분석 방법을 용하여 환경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다 빠른 시간에환경 분석 단계를

종료할 수 있었고, 해당 기업과 로젝트 구성원들의

로젝트 방향에 한 공감 를 확보할 수 있었다.

4. 결   후 연  

본 논문은 로젝트 결과 품질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로젝트 수행 품질의 향상과 로젝트 지연 험

성을 사 에 제거하기 하여, 정보화 략 계획 수립에

서의 환경 분석 방법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구체 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를 해, 먼 황 악, 인터뷰 비, 인터뷰 수행

의 작업을 수행하여, 환경 분석 단계의최종 결과인 정보

화 방향을 사 에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외부 환경 분

석 내부역량 분석 모형을 구성하는 분석요인을 설정

하고, 분석요인별 향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 질문 기반

의 시나리오 작성 방안을 제시하 다.

한, 연구 결과를 실제 로젝트 장에 용하여 검

증하 고, 빠르게 환경 분석 단계를 수행하면서, 해당 기

업을 포함한 로젝트 구성원의 의사소통 흐름을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보다 발 시켜 황분석과 정보

화 략 수립단계에서의 효율 인 수행 방법론을 연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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