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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학은 관리자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경영 문제를 과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학문이다. 이 정의가 암시하듯이, 경영과학은 경영과학 분야 내에서 발전되어 왔거나 자연과
학, 수학, 통계학 그리고 공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적용되어 온 수학적 토대를 가지는 많은 기법을 포
괄한다. 이 책은 경영과학의 기반을 이루는 기법과 경영 문제에 대한 이들 기법의 응용사례를 소개한다.
경영과학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접근법이다.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은 경영학 내에서 인정되고 확립된 학문 분야 중 하나이다. 경영과학

기법들은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다양한 설문조사들에서 많은 회사들이 경영과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답했다. 오퍼레이션즈 리서치(operations research), 계량적 방법, 계량적 분석, 의사결정
분석,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라고도 불리는 경영과학은 경영 분야의 대부분의 교

육 프로그램에서 근간을 이루는 교육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경영과학은 다양한 조직에서
많은 다른 종류의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경영과학 모형과 기법들을 배워 나가는 데 있어 몇 가지 기억할 것
이 있다. 첫째, 경영과학의 주된 사용자는 비즈니스 사업체들이기 때문에 본 교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예들은 비즈니스 조직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과학 기법은 서비스, 정부, 군대, 경제 산업, 의료와
같은 다른 종류의 기관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용 가능하다.
두 번째, 본 교재의 모든 모델링 기법과 해법은 수학에 바탕을 둔다. 책의 몇몇 예에서는 이러한 모델
링 기법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풀어낸 수학적 해법
이 제시된다. 그러나 본 교재의 각 모델링 기법에 있어 컴퓨터를 이용한 풀이가 가능하고, 많은 경우에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이 강조된다. 많은 모델링 기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수학적 해법 과정은 본 교재를
위한 지침용 웹사이트상의 보충 모듈에 포함되어 있다.

경영과학은 문제 해결의 논리
적 접근법을 망라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영과학 기법을 배워 나가면서 경영과학은 단지 이러한 기법들을 모아놓은 것
이상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경영과학은 또한 논리적인 방식(즉, 과학적 접근법)으로 문제에 접근
하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논리적이고 모순이 없고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은 수학적 기법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유용하다. 이런 사실에 대한 이해는 경영과학과 같이
수학에 바탕을 둔 분야를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이점을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독자들에
게 특히 중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과학 접근
이전 단락에서 지적했듯이, 경영과학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아우른다. 이런 문제 해
과학적 방법의 단계는 첫째,
관찰, 둘째, 문제 정의, 셋째, 모
형 수집, 넷째, 모형 풀이, 다섯
째, 결과의 이행이다.

결 방식은 문제를 공략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과 가깝고 대등한 개념이다. 그림 1.1에 나타나 있는 이 접
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단계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 단계들은 순차적으로 (1) 관찰, (2)
문제 정의, (3) 모형 수립, (4) 모형 풀이, (5) 결과의 이행으로 구성된다. 다음에서는 이들 각각의 단계
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한다.

관찰
경영과학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템(기관)에 존재하는 문제를 식별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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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관찰

경영과학 프로세스

문제 정의

모형 수립
경영과학 기법

피드백
모형 풀이
정보
결과 이행

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즉시 식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시스템을 관찰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란 반드시 대응해야만 하는 위기의 결과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예견하고 계획해야
하는 상황과 연결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문제를 식별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관리자인데, 그 이유는 그
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별히 경영과학 기법을 사용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용되는 경영과학자에 의해 보다 잘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 경영과학자란 경
영과학 기법에 능숙하고 문제를 식별하도록 훈련된 전문가이다.

경영과학자는 경영과학 기법
에 능숙한 전문가이다.

문제 정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명백하고 간결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문제가 제대로 정
의되지 못한다면 해를 찾을 수 없거나 적절치 못한 해를 얻기 쉽다. 그러므로 문제의 범위와 조직의 다
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문제를 정의하는 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회사의 목표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잘 명시된 목표는 문제의 본질에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모형 수립
경영과학 모형(model)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다. 그것은 그래프나 차트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영과학 모형은 수학적 관계식들로 이루어진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은 문제 상황에 대한 추상
화된 수학적인 표현이다.

수학적 관계식들은 숫자와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상품을 파는 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상품은 만드는 데 5달러가 들고 20달러에 판매된다. 상품을 팔아
서 생기는 총 이익을 계산하는 모형은 아래와 같다.
Z 5 $20x 2 5x

이 식에서 x는 판매된 제품의 수를 나타내며, Z는 제품 판매의 결과인 총 이익을 나타낸다. 기호 x와 Z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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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어떠한 값이든 취할 수
있는 한 항목을 나타내는 데 사
용되는 기호이다.

변수(variable)라고 한다. 변수라는 용어는 이 항목에 대한 특정한 수치 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다. 판매된 제품의 수 x와 이익 Z는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하다(일정 범위하에서). 이
두 가지 변수는 더 상세히 구분될 수 있다. Z 값은 제품 판매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Z를 종속변수라고 하
며, 제품 판매량 x는 이 식에서 다른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변수라고 한다.

매개변수는 식에서 변수의 계
수 값인 상수 값이다.

데이터는 문제 상황에서 주어
지는 정보의 모음이다.

이 식에서 20달러와 5달러와 같은 숫자는 매개변수(parameters)라고 불린다. 매개변수는 일반적으로
식에서 변수의 계수 값인 상수 값이다. 매개변수 값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수로 남아 있다. 매개변수 값은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데이터(data), 즉 정보의 모음으로부터 도출된
다. 때때로 데이터는 쉽게 이용 가능하고 매우 정확하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 20달러와 제조원가 5달
러와 같은 데이터는 아마도 회사의 회계 부서로부터 얻을 수 있고 매우 정확한 값일 것이다. 그러나 때
로는 관리자나 회사가 데이터를 쉽게 접할 수 없어, 매개변수를 추정하거나 이용 가능한 데이터나 추정
치의 조합에 의존해야만 한다. 이런 경우 모형의 정확도는 모형 구성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

모형은 변수, 매개변수, 수식을
포함하는 함수적 관계이다.

이 수식은 전체로 볼 때 함수적 관계(functional relationship)에 해당한다. 함수적 관계라는 용어는 이
익 Z가 제품 판매량 x의 함수라는 사실과 함께 이 수식이 이익을 제품 판매량에 연결시킨다는 사실로부
터 기인한다.
이 예시에서는 오직 하나의 함수적 관계만이 존재하므로, 모형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관계식
은 회사의 이익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그러나 이 모형이 주어진 문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예시를 확장시켜야 한다.
제품은 철로 만들어지고 회사는 100파운드의 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자. 만약 4파운드의 철
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면, 철의 사용량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수학적 관계식을 다
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4x 5 100파운드의 철

이 식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마다 100파운드의 철 중 4파운드가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의 모형은 두 관계식으로 구성된다.
Z 5 $20x 2 5x
4x 5 100

우리는 이 새로운 모형에서 이익에 관련된 식을 목적함수라고 부르며, 자원에 관련된 식을 제약식이라
고 말한다. 다시 말해, 회사의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이익 Z를 이루는 데 있지만, 가용한 철의 양이 유
한함으로 인해 무한한 이익을 이루는 것이 제한된다. 모형에서의 두 식의 이러한 차이를 구별하기 위하
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기를 추가한다.
maximize Z 5 $20x 2 5x
subject to
4x 5 100

경영과학 01장.indd 4

16. 8. 24. 오후 4:31

5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과학 접근

쉬어가기

경영과학의 선구자에 대하여

쉬

어가기에서는 각 장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한 선구자

공습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들을 소개한다. 이것은 경영과학 분야의 발전에 대하여 역사적인 시

영국의 OR 그룹이 이룬 성과를 지켜본 미군의 James B. Conant 박사

각을 제공한다. 첫 번째 사례로 경영과학의 발전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

와 Vannevar Bush 박사는 미군에서도 OR 팀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

을 다루겠다.

결과로 미 공군과 해군은 OR 팀을 조직하였다.

20세기 전후로 경영과학을 뒷받침하는 많은 수학적 기법들이 개발된 것

제2차 세계대전 이후 OR 그룹의 공헌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육·해·

으로 추정되지만, 1939년경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의 군사작전 연

공군은 군사 문제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 여러 기관들을 설립하였다.

구진(military operations research, OR )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유명한 기관들 중 두 곳이 MIT의 Navy’s Operations Evaluation

이 OR 그룹은 대표적으로 과학, 수학, 군사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여

Group과 공중전을 연구하기 위해 공군이 설립한 Project RAND이다. OR

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군사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조직되

과 경영과학을 발전시킨 많은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기관

었다. 이러한 그룹들 중 가장 유명한 그룹 중 하나로 꼽히고 전 해군 장

들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맨체스터 대학교의 P.M.S Blackett의 이름을 딴

전쟁이 끝나고 그동안 비밀로 유지되던 수학적 모델과 기법들이 공개되

‘Blackett’ s circus’는 3명의 생리학자, 2명의 수학 물리학자, 1명의 천체

기 시작하면서 경영 관련 문제에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자연

물리학자, 1명의 일반 물리학자, 2명의 수학자, 1명의 육군 장교, 그리고 1명

스럽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산업과 경영 문제에 이

의 조사관으로 구성되었다.

러한 기법들을 적용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계량 경영 기법의 사용에 대한

Blackett 그룹과 또 다른 OR 팀들은 영국의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의

교과목들이 미국의 대학들에 개설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초, 경영 문제

개선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이는 영국의 전쟁 승리에 도움이 되었다). 뿐

를 풀기 위한 계량 기법의 사용이 경영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영

만 아니라 대공사격, 대잠수함전, 도심 방어, 호송 규모 결정 그리고 독일

국의 Stafford Beer의 동명 저서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이 모형은 이제 제품의 생산 개수를 결정하려는 관리자의 문제를 표현한다. 생산된 제품의 수를 x라
고 정의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x의 값을 정할 때, 그것은 잠재적인 관리자의 의사결정
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x는 의사결정변수라고도 불린다. 경영과학 프로세스에서의 다음 단계는 모형을
풀어 의사결정변수의 값을 정하는 것이다.

모형 풀이
일단 모형을 수립하고 나면 본 교재에서 소개되는 경영과학 기법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풀어 해를 찾는
과정이 이어진다. 하나의 경영과학 해법은 보통 하나의 특정한 유형의 모형에 적용된다. 따라서 모형의

하나의 경영과학 기법은 보통
어느 한 특정한 형태의 모형에
적용된다.

유형과 해법은 함께 경영과학 기법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된다. 하나의 모형은 하나의 문제를 나타내므
로, “모형을 푼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된다. 모형을 풀어 얻어진 해를 말할 때 문제에 대한 해를 뜻하
기도 한다.
이전 절에서 개발한 다음과 같은 모형에 대해
maximize Z 5 $20x 2 5x
subject to
4x 5 100

그 해법은 간단한 대수적 기법으로 이루어진다. x에 대한 제약식을 풀면 우리는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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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x 5 100
x 5 100/4
x 5 25개

이익 함수에서 x의 값으로 25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총 이익을 얻을 수 있다.
Z 5 $20x 2 5x
5 20(25) 2 5(25)
5 $375

따라서 만약 관리자가 25개의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25개의 제품이 모두 팔린다면, 회사는

경영과학의 해(solution)는 추
천되는 의사결정 또는 관리자
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일 수
도 있다.

375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변수의 값이 실제 결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에 주목해야 한다. 대신 그것은 관리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추천이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경영과학 기법에서는 답이나 추천하는 의사결정이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에 모형화된 시스템을
묘사하는 기술적 결과(descriptive results)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예를 든 회사가 1년 동안의 월별
평균 판매량을 알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지난해의 월별 판매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월

판매량(개)

월

1
2
3
4
5
6

30
40
25
60
30
25

7
8
9
10
11
12
합계

판매량(개)

35
50
60
40
35
50
480

월별 판매량의 평균은 40개이다(480 4 12). 이 결과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기술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본 교재에서 경영과학 기법의 결과는 이 단락에서 보인 두 가지 형태
―(1) 해/의사결정, (2) 기술적 결과 ―로 제시된다.

결과의 이행
이행

그림 1.1에 제시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과학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는 풀이 결과의 이행이다. 이행

개발된 모형을 실제로 사용하

(implementation)은 개발된 모형이나 그 모형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

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가끔 프로세스 중에서 간과되는 단계이다. 모형이 개발되고 해가 구
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모형과 그 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과 모형을
개발한 사람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모형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개개인은 또한 평소에 해왔던 일의 방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
을 시도하기를 주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형의 효용성이 주의 깊게 설명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이익
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면, 모형과 그 해는 사용되지 않거나 아주 무시당할지도 모른다. 만약 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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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학 응용
Marriott의 경영과학을 이용한 객실요금 결정
릴랜드주 베데스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Marriott International

메

은 70개국에 위치한 3,300개 이상의 호텔에 14만 명 이상의 직원

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가 보유한 호텔 프랜차이즈로는 Marriott, JW
Marriott, The Ritz-Carlton, Renaissance, Residence Inn, Courtyard,
TownePlace Suites, Fairfield Inn, Springhill Suites 등이 있다. Fortune
지는 Marriott를 숙박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 그리고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Marroitt는 개별 호텔 예약을 위해 수익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시
스템은 고객 수요 예측 및 요금 통제 방법을 제공하고 최적의 방식으로 객
실 재고를 분배하며, 매년 7,5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예약 시스

©David Zanzinger/Alamy

템과 상호작용한다. 이 시스템은 향후 90일에 이르기까지 날짜별로 각각
의 요금 구간 및 투숙 기간별 객실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객

위해 남겨두지 않고 단체 판매로 할당함으로써 호텔이 포기해야 하는 사

실 재고 분배 방법을 예약 시스템에 제공한다. 이렇게 분배된 객실 재고는

업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Marriott.com, 본사 무료 예약전화, 개별 호텔 자체 전화, 그리고 글로벌
유통 시스템 등과 같은 채널을 통해 개별 고객들에게 판매된다.

단체 예약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해 Marriott는 Group Pricing
Optimizer(GPO )라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Marriott에게 가장 중요한 수익 흐름 중 하나는 단체 판매로부터 발생하

Marriott 직원이 단체 고객을 위한 객실 요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는데, 단체 판매는 일반적인 특급 호텔의 매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GPO는 시뮬레이션, 예측, 최적화 기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과학 모

그러나 단체 판매 사업은 불확실성이 높아 모델링을 어렵게 만드는 힘든

델링 기법과 도구들을 사용하여 최적의 객실 요금을 추천한다. Marriott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개별 고객에 비해 긴 booking windows(예약 시

추정에 따르면 GPO가 사용된 첫 2년간 13억 달러의 단체 사업 매출로부터

점과 투숙 시점 간의 시차), 예약 프로세스 중 일부로서의 요금 협상, 객실

1억 2,000만 달러의 수익 증가 효과가 있었다.

구역의 사전 지정 요구, 수요 정보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하나의 단체 예

출처 : S. Hormby, J. Morrison, P. Dave, M. Myers, and T. Tenca, “Marriott International

약 요구가 들어왔을 때, 호텔은 충분한 객실이 있는지와 적절한 요금을 결

Increases Revenue by Implementing a Group Pricing Optimizer,” Interfaces 40, no. 1

정해야 한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가용한 객실 재고를 개별 고객 예약을

(January–February 2010): 47–57.

학 모형과 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개발하는 데 들였던 노력과 자원들이 낭비되는 것이다.

경영과학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애널리틱스(analytics)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경영학에서 인기가 높아진 최신의 유행어이다. 기업들은 애

널리틱스 부서를 신설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경영기술 분야보다 애널리틱스와 관련한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 및 경영 교육기관에서는 애널리틱스 분야의 학
위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불리는 이 새롭고 인기
높은 분야는 정확히 무엇이며, 경영과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는 다소 일반적인 용어로서 서로 다른 수많은 정의가 존재한

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관리자가 그들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 통계학, 경영과학 기법, 수학적 모델링 기법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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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이러한 과학
기술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그들의 과거 성과를 이해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애널리틱스는 기술적이고 예측적이며 처방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최근 들어 널리 알려지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 즉 ‘빅데
이터’이다. 기업들은 이제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이는 분석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자 시작점으
로 인식되고 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서 데이터는 분석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이끄는 엔진이라
고 일컬어진다. 예를 들어, 은행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고객 특성들을 결정하고 이들을 은행
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애널리틱스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소매점에서는 어떤 스
타일의 데님 청바지가 그들의 고객 선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청
바지를 주문할지, 얼마나 많은 재고를 보유할지, 청바지를 언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최
적 가격은 얼마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애널리틱스를 적용할 수도 있다.
눈치 채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애널리틱스는 이전 절에서 설명하였던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과학
접근법’과 대단히 유사하다. 사실 경영학 분야의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경영과학을 새
롭게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어떤 경영대학에서는 경영과학 과목들의 이름을 ‘애널리틱스’
라고 변경하고 있기도 하다. 경영대학 학생들은 미래의 기업들은 학생들이 애널리틱스 기술들에 대한
지식을 쌓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기술들에는 통계학, 수학적 모델링, 계량적 기법들과 같이 본 교재
에서 다뤄질 경영과학 관련 전통적 주제들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경영과학을 공부하는 목적들을 살펴볼 때, 본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계량적 방법들과 기법들은 비즈
니스 애널리틱스의 중요하고 주된 부분임은 명확하며, 이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
의하든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영과학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은 비즈니스 애널
리틱스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단계이다.

모형 수립 : 손익분기점 분석
이전 섹션에서 우리는 간단한 수리적 예를 사용하여 경영과학 모형이 어떻게 정형화되고 풀리는지 간
손익분기점 분석
이윤이 0이 되게 하는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한
모델링 기법이다.

략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번 섹션에서 우리는 손익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
혹은 이윤 분석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경영과학 모형들을 세우고 푸는 과정을 계속 살펴볼 것이
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간단명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하며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모
형을 세우거나 답을 찾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확대시키는 데 좋은 주제가 된다. 게다가 이것은 경
영과학 모형들이 풀릴 수 있는 여러 다른 방법들―수리적으로 손으로 풀거나 그림을 통하여 아니면 컴
퓨터를 이용하는―을 설명하는 데 편리한 수단을 제공한다.
손익분기점 분석의 목적은 사거나 생산할 물건의 개수를 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의 식을 통해 결정하
는 데 있다. 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이 같아지는 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고 이 점에서는 이윤이 0이 된
다. 손익분기점은 관리자에게 이윤을 발생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수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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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점의 요소
손익분기점 분석의 세 가지 요소는 수량, 비용 그리고 이윤이다. 수량은 한 회사의 생산이나 판매의 수
준을 의미한다. 이것은 판매 수량, 판매액, 혹은 전체 생산 가능 용량의 백분율로 표현된다.
비용의 두 가지 형태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며, 전형적으로 제품의 생산에서 발생한다. 고정비용
(fixed costs)은 일반적으로 생산되거나 팔리는 수량과 독립적이다. 즉, 고정비용은 주어진 범위하에 얼

고정비용은 수량에 관계없
이 일정하다.

마나 많은 물건이 생산되는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고정비용은 공장 그리고 장비에 대한 렌트 비용,
세금 그리고 근무자나 경영자에 대한 봉급, 보험, 광고비, 감가상각비, 온도, 전기에 들어가는 비용, 공
장 유지비 등등을 포함한다. 이 모든 항목을 합하면 전체 고정비용이 된다.
변동비용(variable costs)은 개당 비용의 형태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전체 변동비용은 생산된 수량에

의존한다. 변동비용은 원자재비, 직접 노동비, 포장비, 물류 운용비 그리고 운송비를 포함한다.

변동비용은 생산 수량에 의
존한다.

전체 변동비는 수량과 개당 변동비의 함수이다. 이 관계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전체 변동비율 5 vcv

여기서 cv 5 개당 변동비용, 그리고 v 5 팔린 수량이다.
전체 비용(total cost)은 전체 고정비용과 전체 변동비용에 의하여 계산되고 다음과 같다.

전체 비용은 개당 변동비용에
수량을 곱하고 이에 고정비용

전체 비용 5 전체 고정비용 1 전체 변동비용

을 더한 값이다.

혹은
TC 5 cf 1 vcv

여기서 cf 5 고정비용이다.
데님 진을 만드는 Western Clothing Company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이 회사는 데님 진을 생산하
는 데 매달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고정비용 5 cf 5 $10,000
변동비용 5 cv 5 벌당 $8

만약 우리가 임의로 매달 판매 수량 v를 데님 진 400벌이라고 한다면, 전체 비용은
TC 5 cf 1 vcv 5 $10,000 1 (400)(8) 5 $13,200

이다. 손익분기점 모형에서 세 번째 요소는 이윤(profit)이다. 이윤은 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의 차이이다.
전체 수익은 벌당 가격에 수량을 곱한 값이다.

이윤은 전체 수익(가격×수량)
과 전체 비용의 차이이다.

전체 수익 5 vp

여기서 p 5 벌당 가격이다.
만약 데님 진이 벌당 23달러에 팔리고 매달 400벌을 판다면, 매달 전체 수익은
전체 수익 5 vp 5 (400)(23) 5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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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의 관계를 발전시켜 이익(Z)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전체 수익 5 전체 수익 2 전체 비용

Z 5 vp 2 (cf 1 vcv)
		5 vp 2 cf 2 vcv

손익분기점 계산
Clothing Company 예에서 우리는 전체 수익으로 9,200달러 그리고 전체 비용으로 1만 3,200달러를 결

정하였다. 이 값들로는 이윤이 없고 대신에 4,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전체 이윤 5 전체 이익 2 전체 비용 5 $9,200 2 13,200 5 2$4,000

우리는 전체 이윤 공식을 이용하여 이 결과를 증명할 수 있다.
Z 5 vp 2 cf 2 vcv

그리고 이 값들을 넣으면 v 5 400, p 5 $23, cf 5 $10,000, cv 5 $8
Z 5 vp 2 cf 2 vcv
		5 $(400)(23) 2 10,000 2 (400)(8)
		5 $9,200 2 10,000 2 3,200
		5 2$4,000

Clothing Company는 분명히 매달 4,000달러의 손실을 보며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결국 파산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시장 상황 때문에 가격을 고정
시키고 벌당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모형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
분은 수량이다. 이 장 초반에 우리가 만든 모델링 용어들을 이용하면 가격, 고정비용 그리고 변동비용은
매개변수가 되고, 반면에 수량 v는 의사결정변수가 된다.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우리는 이윤이 0이 되는
v 값을 계산하고자 한다.
손익분기점은 이윤이 0이 되
도록 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이
같아지게 하는 수량이다.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에서 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은 일치하고 이윤 Z는 0이다. 그래서 만약

이윤 Z를 전체 이윤 방정식에서 0으로 놓고 v에 대해서 풀면 손익분기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Z 5 vp 2 cf 2 vcv
0 5 v (23) 2 10,000 2 v(8)
0 5 23v 2 10,000 2 8v
15v 5 10,000
v 5 666.7벌

즉, 만약 회사가 666.7벌의 데님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면, 이윤(혹은 손실)은 0이 되고 회사는 손익분
기점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은 회사가 이윤을 내려면 얼마만큼의 데님 진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되는지

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한다(어떠한 수량의 제한조건하에서도). 예를 들어, 데님 진 800벌에 해당하는 판
매는 매달 다음과 같은 이윤을 발생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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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5 vp 2 cf 2 vcv
		5 $(800)(23) 2 10,000 2 (800)(8) 5 $2,000

일반적으로 손익분기 수량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예에서,

벌

도식적 해법
경영과학 모형의 대부분이 그래픽으로 표현될 수 있고,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이러한 그래픽 모형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픽 모형들은 때때로 수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델링 과정을 이
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형의 ‘그림’을 제공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전체 비용과 전체 이
익이 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Western Clothing Company의 예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쉽게 그림으로 그
릴 수 있다. 이것은 그림 1.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각 관계식을 좌표계상에서 하나의 직선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2에서 고정비용 cf 은 수량과 상관없이 1만 달러로 고정 값이다. 전체 비용 TC에 대한 선은 변
동비용과 고정비용의 합으로 표현된다. 전체 비용 선은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용이 증가하기 때
문에 증가한다. 전체 수익 선 또한 수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전체 비용보다 더 빠른 비율로 증가
한다. 이 두 선들은 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교차한다. 이 점과 대응하는 수량 v가 손
익분기 수량이다. 그림 1.2에서 손익분기 수량은 데님 진 666.7벌이다.

그림 1.2
수익, 비용, 이윤(1,000달러)

50
40

손익분기점
전체 수익

30
이윤

20

전체 비용
변동비용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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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
우리는 지금까지 손익분기 수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관계식을 발전시켜 왔고, 그것은 우리
의 모델링 과정의 목표였다. 이 관계는 우리가 이윤(혹은 손실)의 수준이 수량의 변화에 얼마나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 모형을 개발했을 때, 우리는 매개변수들(고정비용,
변동비용, 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었다. 실제로 이러한 매개변수들은 많은 경우 불확실하고 그래서
거의 일정하게 고정시킬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매개변수 값들의 변화는 모형의 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감도 분석은 하나의 경영과
학 모형이 변화에 얼마나 민감
한지를 분석한다.

경영과학 모형에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연구를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은 모형이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는 것이다.
민감도 분석은 모든 경영과학 모형들에서 여러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사실 때때로 회사들은 이미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영자들이 미래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다른 변화들에 모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실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모형들을 개발한다. 민감도 분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설
명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손익분기점 모형에 몇 가지 변화를 주어 그 영향을 관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할 때, 가격의 상승은 손익
분기점을 낮춘다.

분석할 첫 번째 사안은 가격이다. 예를 들어, 데님 진 가격을 23달러에서 30달러로 올려보자. 예상한
것처럼, 이것은 전체 수익을 증가시키고 손익분기점을 666.7벌에서 454.5벌로 낮춘다.

벌

손익분기 수량에 대한 가격 변화의 영향은 그림 1.3처럼 나타난다.
비록 엄격한 분석적 관점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결정이 유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낮은 손익분기
수량과 높은 이윤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높은 가
격이 물건을 파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에 대한 변화는 종종 광고, 포장 그리
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산 등에 드는 비용에서 그에 상응하는 증가분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그
러나 이러한 직접적 변화들조차 제품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가
격은 종종 시장의 형태, 독점적 요소들 그리고 제품의 차별화와 같은 여러 요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그림 1.3
모형

50
수익, 비용, 이윤(1,000달러)

가격 상승 시의손익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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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손익분기점
새로운 손익분기점

이전의 전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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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용

10

고정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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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수익, 비용, 이윤(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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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전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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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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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비용 증가 시의 손익분
기점 모형

새로운 손익분기점

800 1,000 1,200 1,400 1,600
수량, v

때문이다.
가격을 올렸을 때, 가격 증가에 따라 일어나는 판매량의 잠재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제품의 질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데님 진을 좀 더 매력적이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할 때, 변동비용의 상승은
손익분기점을 높인다.

바느질을 변경했다고 해보자. 이러한 변화는 바지 1벌당 4달러의 변동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벌당 변동비용은 12달러로 오른다. 이 변화는 새로운 손익분기 수량을 가져온다.

벌

이 새로운 손익분기 수량과 변동비용의 결과로 야기되는 전체 비용의 변화는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다음은 가격 증가에 따른 판매의 잠재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광고 지출의 증가를 고려해 보자. 광
고 지출의 증가는 고정비용의 추가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Clothing Company가 월 광고 예산을 3,000
달러로 증가시킨다면 전체 고정비용 cf 는 1만 3,000달러가 된다. 이 고정비용뿐만 아니라 증가된 벌당
변동비용 12달러와 증가된 가격 30달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손익분기 수량을 계산할 수 있다.

벌

가격, 고정비용 그리고 변동비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 새로운 손익분기 수량은 그림 1.5에
잘 나타나 있다. 판매에 있어서 잠재적 손실을 차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증가의 결과로 손익분기 수량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할 때, 고정비용의 상승은
손익분기점을 높인다.

은 이제 원래 수량인 666.7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주목하자. 이것은 손익분기 모형의 요소들 중 하나의
변화가 손익분기 전체 모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이는 전체에 대한 고려 없이 모
형의 한 가지 구성요소의 변화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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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용 변화 시의 손익분
기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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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해법
본 교재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윈도우용 QM, 그리고 Howard Weiss가 만든 범용의
계량적 방법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경영과학 모형들을 푸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윈도우용 QM은 독자들이 본 교재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경영과학 문제들을 푸는 프로그램 모
듈들을 포함하고 있다. 윈도우용 QM과 비슷한 성향과 성능을 가진 유사한 계량적 방법론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문제의 데이터(모형의 매개변수
값들)를 입력하고 풀이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 형태로 해답이 나타난다. 윈도우용 QM은 본 교재의 지침
용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다.
스프레드시트는 사용하기 쉽지만은 않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경영과학 모형을 스프레드시트로 편하
게 풀 수는 없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은 모형 매개변수들을 입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식들을 포
함한 수학적 모형을 세워야 하고, 또한 결과 값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제목을 포함한 당신 자신의 모형
템플릿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스프레드시트는 당신이 선택한 포맷에서 당신의 모형과 결과 값들을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리포트 도구를 제공한다.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
게나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게다가 스프레드시트는 학생들에게 모델링 절차를 잘 안내하고,
그들이 사용하기에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매우 인기가 있다. 그러
나 스프레드시트는 윈도우용 QM보다 문제를 세우고 적용하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교재에서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
을 할애할 것이다.
경영과학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용하는 스프레드시트의 어려운 부분 중의 한 가지는 복잡한 형태의
모형과 공식을 스프레드시트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훨씬 더 복잡한 모형들에 대해서는 본 교재의
지침용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 스프레드시트 매크로인 엑셀 QM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매크로는 필요한 방정식들이 이미 스프레드시트 안에 들어 있어서 사용자가 모형 매개변수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템플릿이다. 우리는 이 장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5개의 장에서 엑셀 QM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제6장(수송, 환적, 할당 문제), 제11장(의사결정 분석), 제12장(대기행렬 분석)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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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예측)이다.
본 교재 후반부에 2개의 스프레드시트 추가 기능(add-ins)과 트리플랜(TreePlan), 크리스털 볼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트리플랜은 제11장(의사결정 분석)에서 사용될 의사결정나무를 만들고 푸는 데 이용되
는 프로그램이다. 반면에 크리스털 볼은 제13장(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될 시뮬레이션 패키지이다. 또한
제8장(프로젝트 관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이번 섹션에서 우리는 Western Clothing Company 예의 손익분기 모형을 이용하여 엑셀, 엑셀 QM,
윈도우용 QM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엑셀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이용하여 손익분기점 모형을 풀기 위해서는 모형의 매개변수와 의사결정변수들을 식별할 수 있
도록 해주는 제목이 표시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해답이 표시되기를 원하는 셀 안에 적당한 수학적
공식들을 입력해야 한다. 제시 1.1은 Western Clothing Company 예에 대한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준다.
변수들과 답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표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엑셀에서 당신만의 방법을
갖는 것이 조금은 필요하다. 부록 B에서는 경영과학 문제를 풀기 위한 ‘스프레드시트 사용법’이라는 제
목의 튜토리얼이 제공된다.
제시 1.1

손익분기점 v 를 구하기 위한
수식, = D4/(D8–D6)

셀 D10은 손익분기점 수식을 포함하고 있고, 이 수식은 화면 위쪽 근처에 있는 툴바에 나타나 있다.
고정비용 1만 달러가 셀 D4에 입력되고, 변동비용 8달러는 셀 D6에 그리고 가격 23달러는 셀 D8에 있다.
뒤의 장에는 좀 더 복잡한 모형과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스프레드시트가
소개될 것이고, 이것은 엑셀과 스프레드시트 모델링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줄 것
이다.

엑셀 QM 매크로
엑셀 QM은 본 교재를 위한 지침용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 설치 초기에 나타나는 간단
한 설치 과정을 통해 엑셀 QM을 설치할 수 있다. 엑셀을 시작한 후, 컴퓨터의 프로그램 목록(Program
Files)에서 엑셀 QM에 접근할 수 있다. 엑셀 QM이 활성화되면, (제시 1.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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