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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대형화가 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갖게 되는 불확실성의 정
도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수의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예상된 프로젝
트 기간보다 대부분 지연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프로젝트 기간이 지연이 되는 이
유 중에 하나는 비용 또는 프로젝트 기간을 추정할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즉 대부분의 관리자는 비용 또는 기간에 대한 추정치를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
므로 추정치가 확률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예측한 프로젝
트 비용 또는 기간 내에서 프로젝트가 완료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따라서 프
로젝트가 갖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몬테카를로 시뮬
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폴란드의 수학자 스타니스와프 울람에 의해서 개발된 수학
적 방법이다. 최초 2차 세계 대전 당시 원자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중성자의 충돌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때 프로젝트 코드명이 몬테카
를로라고 하여 시뮬레이션 이름이 “몬테카를로” 라고 명명되었다. 이러한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은 최근에 이세돌 9단과 대국을 벌인 구글의 알파고에 적용되어 유명세
를 타기도 했다.

●	 기술

민경현 이래테크 데이타랩스사업부/부장
khmin@eretec.com �

몬테카를로(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불확실성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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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을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정의하고 컴퓨터의 난수를 이용하여 수천 수만 개의 시나리
오를 생성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인 결과 변수(비용, 일정, 사업성 등)에 대한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의사결정자는 이렇게 추정된 분포가 제공하는 다양
한 통계 및 확률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시 활용하는 결정론적 방법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으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게 된다. 하지만 몬테카를로 시뮬
레이션을 활용한 확률론적 방법은 리스크 요인들이 갖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현실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알아보자. 

다음 추정치(개월 단위)를 사용하는 세 가지 활동이 있다고 가정한다.

Activity Optimistic Most Likely Pessimistic PERT Estimate
A 3 4 7 4.333333333
B 5 6 8 6.166666667
C 6 7 9 7.166666667

Total 14 17 24 17.666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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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PERT 추정치에 따라 이 세 가지 활동이 17.6개월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의 경우 14개월 내에 완료되며 최악의 경우 24개월 내에 
완료될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 17개월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추
정된 기간 안에 프로젝트가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완료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러한 작업에 대해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10000번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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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프로젝트 의사결정자가 프로젝트 기간을 17개월로 결정하였을 경우 이 프로
젝트는 50%의 지연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고 의사결정자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20%정도의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18.5개월로 프로젝트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발주
처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프로젝트가 지연되게 되는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즉 의사결정자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각각의 개월에 따른 프로젝트 완료 가
능성에 대한 확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Mario Vanhoucke 박사는 그의 저서 The Data-Driven Project Manager에서 모든 
프로젝트의 활동을 통계적으로 모델링 하기 위해 다음 사례를 제안하였다. 

출처: https://towardsdatascience.com/managing-project-uncertainty-using-monte-carlo-simulation-68bb720bb9be 

  ▼  Percentiles
1% 15.4354 3.1303 5.1566 6.1567

2.5% 15.7246 3.2106 5.2375 6.2375
5% 15.9841 3.3055 5.3282 6.3284
10% 16.3310 3.4488 5.4589 6.4591
20% 16.7593 3.6744 5.6549 6.6550
25% 16.9220 3.7749 5.7395 6.7395
30% 17.0811 3.8720 5.8199 6.8199
35% 17.2170 3.9673 5.8978 6.8978
40% 17.3518 4.0621 5.9743 6.9743
45% 17.4802 4.1578 6.0505 7.0506
50% 17.6196 4.2552 6.1273 7.1273
55% 17.7490 4.3554 6.2055 7.2056
60% 17.8952 4.4599 6.2862 7.2862
65% 18.0383 4.5699 6.3704 7.3704
70% 18.1928 4.6879 6.4597 7.4596
75% 18.3662 4.8167 6.5560 7.5559
80% 18.5518 4.9605 6.6624 7.6622
90% 19.0645 5.3355 6.9332 7.9330
95% 19.5148 5.6293 7.1396 8.1394

97.5% 19.8816 5.8655 7.3016 8.3011
99% 20.2648 6.1098 7.4647 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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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isk(Point Estimate) : 활동에 리스크가 없는 경우 전문가의 판단에서 나온 단
일 포인트 추정치를 신뢰할 수 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추정치로 활동을 모델링 
할 수 있다.

-	 	활동의 리스크가 낮은 경우 (임의 요인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변동을 제외하고 추정
이 매우 정확함) 비대칭 베타 또는 삼각형을 사용할 수 있다.

-	 	활동에 알려진 리스크가 있는 경우 (분산의 원인이 잘 알려져 있고 프로젝트 관리 
팀이 원인이 발생할 경우 활동이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비
대칭 베타 또는 삼각형을 사용할 수 있다.

-	 	활동에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가 있는 경우 (프로젝트 관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추정
치를 생성할 적절한 지식이 없는 경우) 가능한 값의 범위를 설정하고 활동을 균일 
한 분포로 모델링할 수 있다.

-	 	활동이 블랙스완 (예상 상황, 매우 낮은 확률, 매우 높은 영향)을 초과하는 경우 이
를 가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음의 그의 저서에서 예시로 나타내고 있는 일정 모델이다. 

DURATIONS Optimistic Pessimistic Most Likely Model Critical
Clearing the site 3 6 6 beta 1
Removing trees 1 3 2 beta 1
Subsurface drainage 4 12 8 triangular
Filling playing field/track 11 17 14 beta
Installing artificial playing turf 11 11 11 no risk
Excavation 2 6 4 uniform 1
Pouring concrete footings 3 8 4 beta 1
Pouring supports seat galleries 10 10 10 no risk 1
Erecting pre-cast galleries 9 11 10 beta 1
Pouring seats 3 5 4 beta 1
Steel structure 1 3 2 uniform 1
Roof 3 5 4 beta 1
Dressing rooms 3 5 4 triangular 1
Paining 3 6 3 beta
Lights 1 3 2 beta
Scoreboard 2 4 3 bet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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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리스크를 고려하기 위해 활동은 낙관적, 비관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 세 가지 
요소로 모델링 된다. 통계 분포 유형을 선택하려면 활동에 대한 정성적 리스크 분석을 
고려해야 된다.

-	 	활동의 불확실성이 낮은 경우 대칭 삼각형 또는 베타 분포

-	 	활동의 불확실성이 중간인 경우 비대칭 삼각형 또는 베타 분포

-	 	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균등분포

이러한 가이드를 기반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합
리적으로 정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리스크를 정량화하
고, 프로젝트 리스크를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이다. 
프로젝트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활용하면 여러분은 프로젝트 이정표 및 
마감일을 얼마나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지 조기에 식별할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예
산과 일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일정 및 비용 초과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제공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이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니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대형화됨으로써 갖게 되는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해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