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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많은 제조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모듈형구조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모듈형구조의 장점 중 하나는 모

듈공급자를 생산하고 있던 중간에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로 언제든

지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듈교체시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신

규업체를 찾았다고 해서 바로 업체를 교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규업

체에서 생산된 모듈의 불량률이 기존업체대비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업체의 모듈에서 얼마나 불량이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량률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치평가에 반영하여 모듈교체에 대한 의사결

정을 내려야 한다. 투자나 프로젝트 등 실물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 실물옵션법인데, 본 논문에서는 실물

옵션기법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랙숄즈모형을 이용하여 모듈교

체에 대한 투자가치를 산출하였으며 블랙근사치추정법을 통해 모듈교체

최적시점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모듈교체, 실물옵션, 연기옵션, 블랙숄즈모형, 블랙근사치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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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많은 제조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경쟁우위를 갖추고 제

품의 효율적인 개발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아키텍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lrich는 제품아키텍쳐(Product Architecture)란 제품의 기

능이 물리적인 부품에 할당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크게

통합형구조(Integral Architecture)와 모듈형구조(Modular Architecture)로

분리하였다 (Ulrich, 1995).

통합형구조(Integral Architecture)는 하나의 부품요소가 다수의 기능에

포함되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고성능을 필

요로 하는 제품의 구조에 적용이 된다. 모듈형구조(Modular Architecture)

는 부품과 기능이 일대일대응이 되도록 설계하여 모듈들간 영향도가 적고

설계 및 생산에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Otto and

Wood, 2001).

통합형구조는 제품완성도가 높아서 고성능을 발휘하지만 설계, 생산, 재

사용성 측면에서는 모듈형구조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제조기업들은 모듈형구조로 제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제조기업이 제품구조를 모듈형으로 생산방식을 결정하면 개발단계에서

부터 효과적인 모듈단위의 개발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결합을 최소화시키

고 구조와 기능적 관계를 획기적으로 설계하여 개발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양산단계에서는 원가절감을 진행하기 위해 모듈단위로 불량률을

줄이고, 모듈단위로 원가감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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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2모듈제조업체
(Supplier)

제조회사
(Manufacturer) M

모듈A 모듈A’

기존업체 신규업체

업체변경

[그림 1] 모듈교체 상황

본 논문에서는 모듈형생산방식을 채택한 제조기업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듈단위의 원가절감 행동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

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조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기반 기업은 모듈단위의 혁신적인 개발도 진행하지만

모듈자체의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다

저렴한 비용이 드는 국가 또는 업체로 공장을 이전하여 모듈을 생산한다

던지, 기존 아웃소싱 주었던 업체보다 더 저렴한 모듈을 제공하는 업체로

교체하는 등의 원가절감 행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Chopra et

al., 2007).

하지만, 원가절감을 위해 저렴한 원가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았다 하더

라도 후속업체의 모듈생산능력이나 기타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추가 비용

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을 예로 들어 제조회사(M)이 모듈제조업체를

기존업체(S1)에서 후속업체(S2)로 바꾼다고 가정한다. 후속업체(S2)가 가

지는 현상 중 하나는 기존업체(S1) 대비 모듈생산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완성도와 품질측면에서 기존 업체 대비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

서 제조회사(M) 생산라인에서 신규업체(S2)로부터 받은 모듈(A’)은 높은

불량률을 보일 것이고, 이로 인해 제조회사(M) 생산라인에서는 불량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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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재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해당 모듈을 생산해 본 경

험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는 기존업체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품완성도 측

면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Yun and Choi, 2000).

또한, 제조회사(M)입장에서 기존업체(S1)에 비하여 싼 가격을 제공하는

모듈후속업체(S2)가 해당 모듈을 생산할 설비가 모자라다면 제조회사(M)

은 후속업체(S2)에 설비투자를 진행해서 생산능력을 늘려야 할 것이고,

만약 작업자들의 능력이 모자라다면 작업자 교육이나 출장지원 등을 통해

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투

자비용(Investment Cost)이라고 정의하고 제조회사(M)입장에서 비용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모듈변경이 가지는 또 다른 현상은 모듈교체 진행시 신규업체가 얼마나

완성도 높은 모듈을 생산할 수 있을지, 불량품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표 1]을 통해서 발생하는 투자비

가 고정적인 값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부분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가장 난해한 부분이 될 것이며, 어

떻게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혹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해 모듈변경 의사결정방식(옵션종류)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에 대한 방침

을 정해야할 것이다.

비용
기존업체(S1) 후속업체(S2)

비고
모듈A 모듈A’

생산비 모듈원가 - 감소 M,S2간 원가협상가

투자비

불량률 안정 불안정 불확실성 존재

설비Setup -

(미발생)
발생

설비조정 및 증설시 발생

교육비 작업자교육시 발생

[표 1] 모듈변경에 따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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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에서 의사결정자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현금흐름법과 실물옵션법이 있다. 실물자산에 대한 가치를 분석할

때 현금흐름법은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시점에서 투자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은 실물옵션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계산

한다. 실물옵션법을 사용하면 불확실성을 확보된 자료를 통해 경영진들이

원하는 방침(옵션종류:연기,포기,축소,확장 등)으로 재해석이 가능하고 투

자시점도 유연성있게 결정할 수 있다. 즉, 실물옵션법은 현금흐름법 대비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유연성(Flexibility)를 포함한 평가방식이다. 따라

서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실물옵션법으로 프로젝트의 가치를 해석하고 있

으며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듈변경도 실물옵션법을 활용하여 가

치를 평가해 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기업(모듈생산전제)에서 이루어지는 원가절감활동

중에 모듈교체이라는 상황에 국한하고 모듈교체를 진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모듈교체)가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모델링 및 결과도출에 사용될 모형은 실물옵

션에서 사용되어지는 금융모형분석기법으로 기업 의사결정자들에게 프로

젝트 진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적용시

점까지도 확인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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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모듈변경 및 실물옵션에 관

련된 기존연구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한계점을 통해서 본 연구의 제안하는

바와 의의를 밝혀보았다. 3장에서는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금흐름

법의 의미와 한계점을 다루었으며, 실물옵션 발생배경 및 수리모형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모듈변경을 실물옵션관점에서 재

해석하고 모듈변경에의 적용 한계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5

장에서는 비용 및 가치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였고, 유도과정에 대해서 순

차적으로 설명하였다. 6장에서는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서 도출된 모델링

식에 대입해 보고 옵션의 가치를 측정해 본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현금

흐름법의 한계를 확인하고 옵션적용 및 가치평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가치를 측정해 본다. 마지막 7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연구과제에 대

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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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모듈교체 및 실물옵션에 대한 기존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문헌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한계점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를 알아보도

록 하겠다.

2.1. 모듈교체에 대한 연구동향

모듈교체 문제는 기존에 신뢰성 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Barlow et al.,1965). 특히, 모듈변경시점 결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품

질 상태 유지를 위해서 노후화된 모듈에 대한 수리 혹은 교체 시점을 결

정하는 내용을 다루거나(Yun and Choi, 2000), 제품혁신을 위해 모듈아키

텍쳐 변경 시점을 결정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Hopp and Nair

(1991) 연구의 경우에는 비연속적인 기술변경을 고려하여 모듈의 변경 교

체시기를 결정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Yun and Choi (2000)의 경우에는

비정기적 시간에 대해서 수리 교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교체 인터벌

에 대해서 다루었다. Liu and Huang (2010)의 논문에서는 불량이 발생했

을 때 Multi-State 시스템에 대한 최적 교체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제품 신뢰성유지 측면에서 모듈단위의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유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교체 시점을

결정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제

조업체들 사이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모듈단위로 변경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존 논문에서는 원가감소 혹은 투자를 위한 모듈교체 최적

시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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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물옵션에 대한 연구동향

프로젝트나 투자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실물옵

션 평가법과 관련된 연구는 전통적인 투자기법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

하게 된다.

Baldwin and Trigeorgis (1993)에서는 전통적인 투자 기법인 현금흐름

할인법은 투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기, 포기, 축소, 확장 등의 투자유연

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저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Yeo and Qie (2002)에서는 현금흐름법은

경영유연성과 혁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현금흐름법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자체에 대해서 저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유연성을 통해 창출되는 추가

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물옵션 방법론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

며, 실물옵션의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McDonald and Siegel (1986)의 논문은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서 연기 옵션가치를 측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Brennan and

Schwarx (1985)에서는 천연자원이나 석유임대차 평가를 다루거나 자본투

자결정에 대한 옵션가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Schwartz and

Xozaya-Gorostiza (2000)에서는 정보 기술 투자 평가에 대해서 옵션의 가

치를 평가하였다. Naito and Takashima (2009)의 논문에서는 원자력 발

전소 교체 프로젝트에 대한 옵션 가치를 평가하였다. Wu et al. (2012)에

서는 TFT-LCD 공장을 투자하는데 옵션 평가법과 경쟁업체와의 게임

(Game Theory)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투자하고자 하는 R&D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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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와 같은 분야에도 실물옵션 평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Benaroch

and Kauffman (1999)논문에서는 네트워크뱅킹 확장과 관련하여 연기 옵

션의 가치를 산출하여 최적 적용 시점을 판단하였으며, Wu (2007)의 경

우에는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적용을 위해 복합옵션을 사

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측정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EA

Martinez-Cesena (2011)은 풍력자원평가를 통해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포기 혹은 수행에 대해서 옵션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Penning and

Lint (1999)에서는 신제품 시장 진입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출시를

통해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진입 혹은 포기 옵션을 활용하였으며

Taudes and Feurstein (2000)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평가하였다. 최근 실물옵션 관련 적용 분야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연구자 적용분야 접근법 접근형태 옵션종류

Wu (2008) ERP적용
Discrete lattice

model

의사결정트리

Binomial tree
복합옵션

Benaroch and

Kauffman(1999)

네트워크

뱅킹확장

Black’s

Approximation

Closed-form

solution
연기옵션

Taudes (1998) EDI적용
Margrabe(1978)

formula

Closed-form

solution
순차옵션

Kumar (2002) Case tools
Margrabe(1978)

formula

Closed-form

Solution

연기,포기,

확장옵션

Alfred Taudes et al.

(2000)

Software

투자

Black scholes

formula

Closed-form

solution
전환 옵션

Wu et al.

(2012)

LCD-TFT

공장투자
Black Scholes

Closed-form

solution
연기 옵션

[표 2] 실물옵션 연구 방법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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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존연구 한계점 및 본연구 의의

앞에서 살펴본 모듈 교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제품 신뢰성 유지 측면

에서 수리 및 교체를 진행한다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모듈 원가 절

감을 위해 진행하는 투자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였다.

실물옵션기법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일반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물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불확실성 및 변동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

하고 있지만, 모듈변경에 따른 원가절감을 가치로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모듈변경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가치를 2개월별로

확인해 보고 현금흐름법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옵션의 유연성

(연기옵션)을 가질 때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잠재되어 있는 옵션의 가치를

확인해 보았으며,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변동성을 본 논문 문제상황에 맞

추어 재해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조회사가 모듈변경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시점

에 바꾸는 의사결정이 회사의 생산비용을 최소화시키는지 실물옵션법에

기초하여 재해석하였다는 데에 기존논문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는 실물옵션을 포함한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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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론 : 투자안 가치평가법

본 장에서는 가치평가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전통적인 현금흐름할인

법과 실물옵션의 핵심적인 사고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1. 현금흐름할인법

3.1.1. 현금흐름할인법 소개

투자나 프로젝트 등과 같은 계획안을 현재시점 기준으로 투자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가치 평가기법은 현금흐름할인법

(NPV:Net Present Value)이다.

Brealey et al. (2006)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분석 및 평가하는 모델로 현금흐름

할인법이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는 정당성을 밝혔다. 현금흐름할인법의

일반적 형태인 NPV(Net Present Value) 공식은 (식 (1))와 같다.

NPV  Σ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 – 투자비용 현재가치

  
  



  


 

  



   


(1)

-  (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

-  (Free Cash Flow) : 잉여현금흐름

-  : t 시점에서 소요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용

-  : 무위험이자율 (Risk Free Interest Rate)

- r : 할인율로 사용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Weighted averge cost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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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할인법은 계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현재 시점에서 분명한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의

사 결정을 다양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지는 못한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3.1.2. 기존 가치평가법의 한계

기존 현금흐름법의 가장 큰 한계점은 현시점에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전

부 예측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래의 현금흐름은 시장 상황이나, 환율,

구매력 등 타 요인들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NPV법 공식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시점에서 전부

예측하는 부분은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할인율인 자

본 비용이 미래에 일정하다는 전제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전체 의사결정

을 현 시점에서 내려야 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Mun (2002)에서는 [표 3]

과 같이 현금흐름법의 단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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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할인법 가정 실제

미래 현금흐름은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결정은 현시점에서 내려져야 한다

미래의 현금흐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결정은 미래에도 내려질수 있다

모든 프로젝트는 일단 시작되면

수동적으로 관리한다

프로젝트는 전체 주기 동안

능동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미래의 현금흐름은 미리 정해져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리스크가 할인율에 반영되어 있다 리스크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자본기회

비용으로 체계적 위험에 비례한다

일부 위험들은 프로젝트 종류나 시간에

따라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프로젝트의 결과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NPV에 전부 반영되어 있다

복합성과 외부요인으로 인해 현금흐름관련

모든요소를 정량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려져 있지 않고 측정할 수 없는 요소

들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익의 상당부분은

질적인 전략적 우위로부터 나오게 된다

발췌 : Mun(2002)

[표 3] 전통적인 현금흐름할인법의 단점

이런 측면에서 실물옵션 모델은 NPV법을 보완하고 프로젝트에 내포하

고 있는 불확실성에 관해서 의사결정자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분석하는 틀

을 제공한다. 실제로 투자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경되는 상황에 맞추

어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물옵션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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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물옵션

3.2.1. 실물옵션 소개

실물옵션은 실물 자산 혹은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금융에서

사용하는 옵션이론을 사용한 것이다. Myers (1977)에서 처음으로 실물옵

션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Copeland and Antikarov (2001)에서는 실물옵션

을 만기기간 내에 사전에 정해진 비용인 행사가격으로 행위(연기, 확장,

축소, 포기 등)를 취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리하면 실물옵션평가법은 프로젝트 투자를 담당하는 의사결정자들이

시장환경(불확실성) 변화에 대응하여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기회(유연성)를 주는 평가방식을 의미한다.

실물옵션은 실물자산의 가치평가에 금융옵션 이론을 적용한 것이기 때

문에 금융옵션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금융옵션은 주가 또는 환율 등의 기초자산을 미리정

한 가격으로 일정시점에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실물옵션은 R&D, 전략적 투자안과 같이 실물자산에 대한 옵션을 의미하

고 기초자산은 투자실행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

에 대한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금융옵션에서 자산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지

므로 기업관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반면에 실물옵션 경우에는 시장 상황

과 자본 환경에 따라 투자계획 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의사

결정과 유연성에 의해 전략적으로 옵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물옵션의 경우 실물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상황판단과 행동방침이

가치 창출에 원동력이 된다.



- 14 -

구분 금융옵션 실물옵션

기간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다(월) 만기가 상대적으로 길다(분기, 년)

기초자산
가치를 창조하는 기초자산은

금융자산 가격이다

기초자산은 실물 자산의

투자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가격통제
기초자산 옵션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의사결정자의 결정과 유연성에

의하여 전략적 옵션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가치규모
일반적으로 작은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자본적 지출과

가치가 수반된다

관계
경쟁과 시장환경은

옵션가치에 영향이 매우 작다

경쟁과 시장환경은 옵션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유사정보
유사가격정보가 공개된 거래가능한

증권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자산 거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 정보가 거의 없다

가치창출

관리자영향

기업관리자에 대한 가정과 행동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결정자에 대한가정과 행동이

가치 창출에 원동력이 된다

발췌 : 유선희·성웅현 (2005)

[표 4] 금융옵션과 실물옵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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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옵션
실물옵션

개념 표기 의미

주식가격 
Current Stock

Price

투자할 프로젝트로부터 기대되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 가치

옵션

행사가격
 Exercise Price

프로젝트 수행시 지출되는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의미

만기기간 
Time to maturity

or expiration
투자가 가능한 유효기간

주식가격

변동성


Volatility

of stock price

잉여현금흐름의 변동성

=> 위험할수록 가치가 크고

고수익을 발생시킬 확률이 커짐

무위험

이자율


Risk-free

interest ate
무위험 이자율

발췌 : 유선희·성웅현 (2005)

[표 5] 실물옵션과 금융옵션 비교

금융옵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옵션 개념을 실물옵션과 비교한 내용을 정

리하면 [표 5]와 같다.

Vollert (2003)에서는 투자에 대해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

을 내리는 경우는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얻는 경우와 어떠한 대가

없이도 언제든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경우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의사결정을 내

리게 된다면 투자 가치를 저평가하거나 고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에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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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전제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모델인 실물옵션은

외부상황의 전개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의사결정과정(확장, 축소,

전환, 포기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옵션이 설정된 투

자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는 미래 전략적 기회가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

아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유연성이 갖는 선택권(Option)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 (Myers, 1987).

NPV법을 따르게 되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결정이 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위

험을 할인율로 설명이 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는 1년 혹은 2년후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사업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때의 가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NPV법으로는

이를 계산할 수가 없다. 실물옵션사고를 투자가치평가에 적용하게 되면

투자 결정에 대한 조건부 의사결정이 가능해 지고 단계별로 유용한 정보

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기업에 유리하게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즉, 현금흐름할인법에서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과소평가해버릴 가

능성이 있는 반면 실물옵션은 프로젝트의 가치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

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유

연성을 가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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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Uncertainty)

 가
치
(V
al
ue
)

실물옵션관점(Real Options View)

전통적인관점(Traditional View)

경영옵션이
가치를 증가시킨다
(Managerial Options 
Increase Value)

[그림 2] 불확실성과 가치의 관계(옵션적용여부)

Amram-Kulatilaka (1999)은 [그림 2]와 같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자산의 가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이끌었지만 실물

옵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경영진이 옵션기법을 가지고 유연하게 미래의

상황을 대비한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가치의 자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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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물옵션 종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자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옵션 종류는 Trigeorgis (1996)에서 [표 6]으로 정리

하였다.

연기옵션(Option to Defer)은 기술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자

산이 가치가 있을 때까지 투자를 연기할 때 행사하는 옵션이다. 단계적

투자옵션(Time-to-Build Option)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정보에

따라 후속투자의 규모나 철수 등에 대한 선택이 있는 옵션을 말한다. 규

모변경옵션(Option to Alter Operating Scale)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성과

가 좋으면 더 투자하고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투자규모를 축소하는 옵션을 지칭한다. 포기옵션(Option to

Abandon)은 성과가 나쁘거나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현재의 자산을 재판

매시장에서 처분하고 떠날 수 있는 옵션을 의미한다. 전환옵션(Option to

Switch)은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투입자원(전기, 화학품, 농산

물 등)을 전환하거나 산출물(소규모 단위로 구입되는 소비재 가전제품이

나 수요가 급변하는 장난감, 가공종이, 기계부품등)을 바꾸는 옵션을 말한

다. 성장옵션(Growth Options)은 초기 투자를 진행해 보고 시장상황이나

수익이 좋으면 더 투자하는 옵션을 의미한다. 복합적옵션(Compound

Options)은 옵션을 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옵션을 따로 행사하

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운영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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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적용사례 참조논문

연기옵션

(Option to defer)

가치가 있는 토지,

공장이나 자원에 대한

투자시점을 늦출 수

있는 옵션

천연자원채굴산업

부동산개발

농장개발

종이제품산업

McDonald and Siegel

1986;

Paddock et al. 1988;

Tourinho 1979;

Titman 1985;

Ingersoll and Ross 1992

단계 투자옵션

(Time-to-build option,

Staged investment)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정보에 따라

후속투자의 규모나 철수등

에 대한 선택이 있는 옵션

R&D집약산업

장기자본개발프로젝트

건설, 에너지생산공장

벤처산업투자

Majd and Pindyck 1987;

Carr 1988;

Trigeorgis 1993

규모변경옵션

(Option to alter

operating scale)

확장, 축소, 중단, 재개

(to expand: to contract,

to abandon and restart)

기대보다 시장 상황이

좋은 경우 생산 규모를

확장하거나 자원 활용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축소할 수도 있는 옵션

천연자원산업(채굴)

시황산업 설비계획

및 건설

의류산업

소비재

상업용부동산

Trigeorgis and Mson

1987;

Pindyck 1988; McDonald

and Siegel 1985;

Brennan and Schwartz

1985

포기옵션

(Option to abandon)

시장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경영진들이

현재의 설비 및 자산을

재판매 시장에 처분하고

떠날 수 있는 옵션

항공철도 관련

자본집약산업

금융서비스

불확실한 시장상황에서의

신제품도입

Myers and Majd 1990

전환옵션

(Option to switch)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유연성(Product

Flexibility)을 가지고 투입

자원을 바꾸거나 산출물을

변환시킬 수 있는 옵션

투입자원

:설비 의존적인 공급원료

(전기,화학품,농산물등)

산출물

:급변하는 수요에 의존

하는 작은 생산량단위

(장난감, 가공종이,

기계부품 등)

Margrabe 1978;

Kensinger 1987;

Kulatilaka 1988;

Kulatilaka and

Trigeorgis 1994

성장옵션

(Growth options)

미래 성장기회 확보를

위해 선행투자가

필수적인 옵션

사회간접자본투자

다국적 경영

전략적 합병

Myers 1977;

Brealey and Myers 1991;

Kester 1984,1993;

Trigeorgis 1988;

Pindyck 1988;

Chung and Charoenwong

1991

복합옵션

(Multiple interacting

options or

Compound Options)

독립적으로 옵션이

존재할 경우보다

복합적으로 옵션이 존재할

경우 옵션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옵션

실제 산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

Trigeorgis 1993, 1996;

Brennan and Schwartz

1985;

Kulatilaka 1994

[표 6] 실물옵션의 대표적 종류와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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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실물옵션 수리모형

옵션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리모형으로는 블랙-숄즈 옵션가

격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과 이항옵션가격모형

(Binomial Option Pricing Model),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이 있다.

블랙-숄즈 옵션가격모형은 1973년 피셔블랙(Fischer Black), 마이런숄즈

(Myron Scholes), 로버트머턴(Robert Merton)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옵션

의 가치를 평가하고 헷지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80~90년대 금

융공학의 성장과 성공에 주요한 역할을 하여 199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

상하여 모형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도 하였다 Hull (2004). 해당 논문

은 옵션의 시장가격을 설명하고 모형의 예측성을 검증하는 수많은 연구에

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항옵션가격모형은 Cox, ross, Rubinstein (1979) 그리고 Rendleman

and Bartter (1979)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옵션의 가격을 결정짓는 기초자

산의 가격변동이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속에서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

는 방법이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boyle (1977)에 의해 최초 사

용되었으며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표본경로를 모의로 설정하고 각각

의 표본경로에 대한 옵션의 손익을 계산하고 최적 전략을 평가하는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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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상기 수리모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인 블랙

-숄즈 옵션가격모형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블랙-숄즈모형의 미분방정식을 유도하는데 사용했던 가정은 다음과 같

다 (Copeland, 2001).

첫째, 옵션은 만기일에만 행사하는 유럽형 옵션이다.

둘째, 이자율은 일정하다.

셋째, 옵션은 단일위험자산에만 국한한다. 복합옵션은 제외한다.

넷째,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섯째, 현재시장가치와 기초자산 가격의 확률적 변동과정은 관찰할

수 있다.

여섯째, 기초자산 수익률의 변동성은 일정하다.

일곱째, 행사가격은 사전에 결정되고 일정하다.

여덟째, 주식은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주가는 연속확률 과정인

이토프로세스를 따른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실물옵션에 블랙-숄즈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

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듈교체라는

옵션도 블랙-숄즈 모형의 가정을 완화시켜 변형시킨 블랙근사치추정법

(Black’s Approxim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해

당 내용은 모델링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상기 가정들을 기본으로 블랙-숄즈 모형의 폐쇄형해(Closed Form

Solution)를 도출하는 과정에 쓰이며, 도출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1단계로 편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야 하고,

2단계로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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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구하는 방법은 Black, Scholes가 1973년 논문에서 언급한 고전적

풀이 방식인 PDE(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방법과 현대적 풀이과정

인 SDE(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PDE방법을 사용해서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다.

주가에 해당하는 S가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가는 주가확률

과정에 대해서 기하 브라운 운동을 가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

한 가정들과 이토정리(Ito’s Lemma) 등식을 유도하면 (식 (2))와 같다.

    (2)




   (3)

이식은 dt시간 동안의 발생하는 수익률로 이해할 수 있다. 극소의 시간

인 dt동안 주가의 수익률은, 순간수익률의 평균(μ)에 순간 변동성(σ)을 가

진 위너프로세스 즉 브라운모션(Brownian Motion)을 따르는 합으로 표현

할 수 있다. dt시간동안 워너프로세스의 변화량이 감소하면 수익률은 무

위험 수익률에 못 미치고 증가하면 주가의 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을 초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σS는 dt동안에 발생한 수익률인 주가 S의 변화분

을 나타내고 여기에서 ds/S는 dt동안에 발생한 주가변동분(dS)을 현재의

주가(S)로 나눈것이므로 주식의 순간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dW에 대한 가정과 함께 주가수익률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주가는 로그

정규분포를 따른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변화의 확률적 부분은 위너프

로세스(Weiner Process)를 따르는 변수 W에 포함되는데 dW는 dt동안의

W값의 변화분을 의미한다. (식 (4))는 임의의 Stochastic Process인

f(S(t),t)에 대한 이토더블린(Ito-Doublin Formula) 공식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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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 (3))과 (식 (4))를 통해서 완전히 헤지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dt동안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워너과정에 의해 발생한 dW를 제거할 수

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 (5))와 같이 블랙-숄즈 폐쇄형해(Closed

Form Solution)를 도출하기 위한 미분방정식이 도출된다.

  


 



 

 
   


 (5)

이 미분방정식을 변수를 치환하고 경계조건을 만들어서 편미분하면, 물

리학에서 쓰이는 열 확산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이를 방정식의 해를 변

형하여 옵션 가격 공식을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식 (6))과 같이 블랙-

숄즈 콜옵션 가치가 Solution 형태로 나오게 된다 (Black and Scholes,

1973), (Stev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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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럽형 콜옵션 가격(가치), The value of European Call option

-   기초자산의 시장가격(가치), The value of the Underlying assets

-    누적표준정규분포에서 d1값보다 적을 확률

,The cumulative Normal probability of unit normal variable d1

-    누적표준정규분포에서 d2값보다 적을 확률

-   행사가격, The exercise price

-   만기시점, The time to maturity

-   무위험 이자율, The risk-free rate

-   변동성, the Volatility of the underlying assets

-   자연대수의 밑수, The base of natural logarithms, constant=2.1728…

이렇게 얻어진 블랙-숄즈 폐쇄형해(closed Form Solution)의 콜옵션 가

치는 변동성이 일정하고 μ와 rf가 동일하다는 점과, 유럽형 옵션이라는 가

정하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실물옵션의 가치를 측정할

때, 만기 행사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는 드물

다. 따라서 만기시점 이전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Hull(1993)의 블랙의 근사치추정법(Black’s Approxim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Benaroch and Kauffman (1999)은

네트워크 배잉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실물옵션의 만기시점(T)일때의 유럽

형옵션가격(CT)와 조기행사가능시점(t)의 옵션가격(Ct)를 블랙숄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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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하고, max(CT, Ct)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미국형 옵션으로

생각하는 변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모듈교체 문제도 만기시점에 행사하는 유럽형

콜옵션이 아니라, 만기시점 이전에 분기 혹은 월별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형 옵션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은 블랙-숄즈 가정

상황인 유럽옵션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블랙근사치추정법을 적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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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듈교체 가치평가

4.1. 모듈교체에 실물옵션적용

기업 운영자 측면에서 미래에 운영할 혹은 현재 검토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물옵션

가치평가법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

확실성(Uncertainty)과 옵션(연기, 확장, 축소, 포기 등)에 대한 유연성

(Flexibility)을 확보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평가법에서는 평가하지 못했던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성과 유연성을 통해 잠재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있

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듈변경 프로

젝트에 대해서 실물옵션접근법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제조회사 입장에서 모듈변경이라는 프로젝트는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시

행하는 전략적인 투자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모듈업체에 비하여

신규모듈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모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

조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싼 업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싼 업체를 찾았다 하더라도 모듈생산능력이나 기타 여러 요소들

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비용에 대해서

는 1장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며, 정리해보면 후속업체에서 만든 모듈이 불

량률이 높아지면서 발생되는 생산라인내 재생산비용, 작업자 교육이나 설

비 Setup에 필요한 설비투자비 등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

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들을 모듈변경시 발생하는 일종의 투자비용

(Investment Cost)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실물옵션에서 바라보면

행사가격(Exercise Price)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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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비용
(재생산비용)

시간

생산비용

가격협상에 의한
모듈원가 감소분

기존업체(S1)의 모듈(A)

신규업체(S2)의 모듈(A’)

모듈교체
S1 모듈(A) à S2 모듈(A’)

불량률상승 기인
재생산비용 증가분

시간

기존업체모듈

신규업체모듈

[그림 3] 모듈교체시 발생현상(트레이드오프관계)

결국 [그림 3]과 같이 제조회사 입장에서 모듈교체 프로젝트는 가격협

상에 의한 원가감소로 인해 생산비용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지만, 반

대로 업체변경 후 신규업체의 불안정한 설비 및 작업자들로 인해 품질비

용(재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투자비 증가라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트레이드오프가 공존하게 된다.

그렇다면 모듈교체시점을 전체 비용측면에서 고려할 때, 일찍 교체하게

되면 늦게 교체하는 것보다 전체품질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늦게 교체하

면 일찍 교체하는 것보다 전체생산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이는 모듈교체

는 현시점부터 생산종료시점까지의 중간지점에서 기업의 비용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예상할 수 있으며 경영진들은 현시점에서 모듈교체를

하는 것보다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 시점까지 의사결정을 연기

할 수 있다. 즉, 의사결정의 유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실물옵션에서 바라보는 연기투자(Deferral Option)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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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이익이 최대로 되는 시점에 언제든지 모듈교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사결정자입장에서는 옵션 만기시점(T)이전에 행사가

가능한 미국형콜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모듈변경 프로젝트는 해당모듈이 처음 생산되

는 시점에서부터 최종양산 종료시점까지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실물옵

션에서의 만기시점(T : Fixed Expiration Date)은 모듈변경에서 생산종료

시점을 의미한다.

실물옵션 가치평가법이 현금흐름법에 비하여 가장 큰 다른점은 불확실

성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즉, 변동성(σ:Volatility of the underlying Asset)

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만 실물옵션평가법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이

런 시각에서 모듈변경을 바라보면 후속업체의 학습능력 및 기술진보의 불

확실성 때문에 발생되는 불량률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듈교체가 불

량률에 어떤 변동성 형태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델링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실물옵션에서 기초자산(S:Value of underlying asset)에 해

당하는 내용은 모듈변경시점(t) 이후의 제조업체의 비용절감액을 의미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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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 언어 본 논문 접근법

프로젝트

(A Project)

모듈교체

(Module Replacement)

옵션종류

(Option Category)

지연,미국형옵션

(Deferral / American Option)

기초자산

(S:The value of underlying assets)

t시점이후 비용감소액

(Cost Saving)

행사가격

(X:Agreed exercise Price)

투자비용

(공장Setup비, 교육비 등)

불확실성

(σ:The volatility of underlying asset)

불량률 변화정도

(신규업체학습능력 및 불확실성 반영)

만기시점

(T:Time to maturity)

모듈최종생산일

(제조회사 제조일자기준)

[표 7] 옵션관점에서 본 모듈교체(Module Replacement)

이렇게 실물옵션관점에서 모듈교체를 재해석해보면 [표 7]과 같이 정리

된다. 실물옵션의 언어로 모듈교체 프로젝트를 해석해보면 프로젝트의 가

치를 실물옵션접근법으로 접근하여 평가할 수 있고, 모듈교체 최적시점도

찾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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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형적용 한계점과 해결안

4.2.1. 옵션모형 적용의 한계점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듈교체라는 의사결정은 연기옵션

(Deferral option) 및 미국형옵션(American Option)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즉,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부터 비용지출이 최소화되는 시

점까지 옵션행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 이전에 언제든지 옵션을

행사하여 모듈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

실물옵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랙-숄즈모형은 단일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계산하기도 어렵지 않지만, 최종만기시점(T)

에만 옵션행사가 가능한 유럽형옵션 방식을 가정으로 해를 도출한다. 또

한, 이항옵션가격모형의 경우에는 복잡한 수리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옵션

가치 결정원리를 쉽게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용이하고 미국형옵션가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가치의 변동이 두 가지 결과만

허용되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가정이어

서 블랙-숄즈모형과, 이항옵션가격모델 모두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모

듈교체 옵션성격과는 다르며,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블랙숄즈나 이항

옵션가격 모형 등 대표적인 실물옵션모형에서는 폐쇄형해(Closed form

Solution)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σ:The volatility of underlying

assets)을 상수형태로 기입하여도 옵션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듈교체문제는 [그림 4, 5]와 같이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형태(Shape)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

표적인 실물옵션모형인 블랙-숄즈모형 혹은 이항모형의 폐쇄형해(Closed

form solution)에 시간에 대한 함수 형태로 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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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발초기)

시간(Time)

성숙업체

후발업체

t
(임의시점)

불량률
(%)

T
(생산종료시점)

불량률상한치

평균불량률

불량률하한치

[그림 4] 모듈불량률(가정)

불량률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그림 4]는 모듈 개발초기부터

양산종료시점까지의 예상 불량률 트렌드를 모형화한 것이다. 실제 모듈의

기술수준이나 생산난이도에 따라서 불량률 값(상/하한치,평균)이 다르게

분포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학습을 통해

작업자나 생산설비도 안정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불량률이 감소하고 변

동폭도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림 4]와 같이 기존업체(성숙업체)의 경우 생산경험을 통해 이미 학습

효과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제조완성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량률도

낮고 변동폭도 좁은 상태이다. 하지만 신규업체(후발업체)의 경우 경험도

부족하고 설비, 작업자 능력부족으로 불량률도 높고 변동폭도 크게 형성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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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발초기)

시간(Time)

불량률
(%)

60주차
(생산종료시점)

10주차 20주차 30주차 40주차 50주차

시간에따라모듈제조의완성도가높아지면서

(1) 불량률과변동폭(Volatility)이 급격하게감소한다

(2) 임의의시간(t)의불량률은불확실(Uncertainty)하다

불량률상한치

평균불량률

불량률하한치

[그림 5] 모듈불량률(실제)

다음으로 [그림 5]는 기술수준이 높은 모듈의 불량률을 실제 업체를 통

해 입수한 자료로, [그림 4]와 같이 전체적인 하향 Trend를 보이긴 하지

만 개발초기에 급격하게 불량률이 감소되고 변동폭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모듈교체라는 프로젝트는 변동성을 시간에 따

라 급격하게 떨어지는 함수형태로 가정하고 실물옵션방법을 통해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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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문제 해결안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듈변경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고 실물

옵션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하는 부분은 2가지이다. 첫째는 미

국형, 연기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 찾기와, 둘째는 변동성

(Volatility)을 상수가 아닌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로 지정하여 옵션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랙-숄츠 모형을 변형한 블랙의 근사

치추정법(Black’s Approximation) 방식을 도입하여 문제 상황을 모델링하

였다. Black은 1973년에 유럽형콜옵션의 조기행사를 고려할 수 있는 대략

적인 방법을 제안하였고, Hull(1993)과 Benaroch and Kauffman(1999)가

블랙-숄츠모형(유럽형옵션가정)을 사용하면서 만기시점 이전에 옵션을 행

사가 가능한 미국형옵션으로의 변형기법을 모형화하고 실제사례로 분석하

였다. 즉, 유럽형옵션을 미국형옵션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블랙의 근사치

추정법이라고 하고 Benaroch and Kauffman (1999)은 실물옵션 만기시점

(T)일때의 유럽형옵션가격(CT)와 조기행사가능시점(t)의 미국형옵션가격

(Ct)를 블랙-숄즈모형으로 측정하고, max(CT, Ct)의 조건으로 네트워크

뱅킹 확장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뱅킹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도 만기시점에 이전에 행

사하는 미국형옵션이므로 Benaroch and Kauffman(1999) 논문에서 적용

한 Black’s approximation 방식을 도입하여 문제상황을 모델링하였다.

두번째 문제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변동성 변화(Local Volatility)와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 실물옵션과 관련된 논문들은 주로 변동성을 상수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모듈교체 문제에서는 불량률 변동성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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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태를 보인다. 변동성을 상수로 고정시키고 블랙

숄즈 미분방정식을 정리하게 되면 정확한 Closed Form형태의 Solution을

도출할 수 있지만 시간에 따른함수로 변동성을 표시하면 정확하게 Closed

Form 형태로 해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금융수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역변동성(Local Volatility) 개념을 활용하여 불량률

Trend를 반영한 가장 간단한 형태로 Variable 자리에 t함수의 형태로 변

수를 넣고 수치적(FDM : Finite Difference Method)으로 풀어서 값을 정

하는 것으로 문제 상황을 모델링하였다. 본 논문의 모듈변경은 시간에 따

라 급격하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문제의

변동성은 다음 (식 (7))과 같이 설정하였다.

  
  (7)

변동성을 함수로 설정하여 어떤 함수가 최적의 금융옵션 상품을 만드는

지에 대해서는 금융수학의 중요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

물옵션 분석법에서는 금융수학의 조건으로 해석하고 옵션의 가치를 해석

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본 논문도 불량률 곡선이 초기에는 급격하게 떨어

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래프 형태(Graph Shape)를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는 행동(Behavior)을 표현하고자 변동성을

시간에 따른 지수형태로 가정하고 문제를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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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델링

5.1. 비용모델링

본 장에서는 업체에서 생산된 모듈을 받아서 조립하는 제조업체 생산라

인을 기반으로 비용 모델링을 수행한다. [그림1]과 같이 기존업체(S1)에서

생산되는 모듈을 A라고 하고, 후속업체(S2)에서 만든 모듈을 A’라고 표기

하고 제조회사 생산라인에서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식 (8)),(식

(9))와 같다.

전체비용  생산비용 + 품질재생산비용 + (초기투자비)

   ×
   ×

 ×


(8)

 ′  ×
′ ×

′×
′  (9)

-   ,   ′ : 모듈(A), 모듈(A’)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  : 생산대수(Q’ty)

- 

: 정상 모듈(A)원가 (기준가격)

- 
′ : 정상 모듈(A’)원가 (제조업체 M과 신규업체 S2간 협의된 싼 가격)

- 

,

′
: 모듈(A), 모듈(A’) 불량품(Failure) 재생산원가

(모듈해체비용+재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라인 손실반영)

- 

: 기존업체 모듈(A) 불량률 (안정화된 불량률 가정)

- 
′
: 후속업체 모듈(A’) 불량률 (t시점의 높고 불안정한 불량률)

-  : 초기투자비용 (실물옵션용어 : 행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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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옵션가치 및 최적시점 모델링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듈변경 프로젝트의 기초자산

S(underlying Asset)는 변경시점(t) 이후의 비용감소액(Cost Saving)으로

정의하였다. (식 (10))와 같이 t시점에서의 비용감소액은 모듈A의 전체비

용에서 모듈A’의 전체비용을 삭감한 비용이며, t시점의 기초자산인 St는

(식 (11))과 같이 변경시점 이후의 전체비용감소액을 현가로 전환한 값을

의미하고 X(Investment Cost)는 초기 투자비용을 의미한다.

   
 

′
(10)

          ⋯  (11)

-  : t시점 비용감소액 (=
 (모듈A전체비용)–

 ′(모듈A’전체비용))

-  : t시점 이후의 전체 비용감소액 현가전환

이상의 식들을 통해 임의의 t시점에 모듈변경 옵션을 행사하면 다음

[표 8]과 같이 시점별로 옵션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시점  …  … 
 (t시점 이후의 전체비용감소액) 

…


…


 (Discounted Investment cost)   × 
   ×  

 × 
   ×  

 (유럽형콜옵션가치) 

 (미국형콜옵션가치) 

…

  

…




 


Maximum

(t시점 도출)

-  : t시점의 콜옵션 가치,  : T시점의 콜옵션 가치

[표 8] 시점별 옵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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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 Approximation 방식인  
 

을 이용하고 옵션의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시점(t)를 (식 (12))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게 된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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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설계

본 장에서는 5장에서 세운 모델링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실험환

경과 설계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그림 1]에서 제시한 모듈교체의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운다. 제조회사(M)은 기존업체(S1)로부터 모듈(A)을 공급받아 제조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현재 모듈(A)의 불량률은 안정화되어 있어

생산라인에서 1.57%의 불량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신규

업체(S2)가 기존업체(S1)보다 모듈당 20%의 원가를 할인해 주겠다는 유

리한 가격을 제조회사(M)에게 제시한다 (‘13년 1월초 기준). 즉, 기존업체

(S1)에서 생산하던 모듈(A)은 100만원이었으며 후속업체에서 제시한 모듈

(A’)의 가격은 80만원이다.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만족적이었지만, 제조

회사에서는 우선 신규업체(S2)의 품질수준을 보고 업체교체시점을 결정하

겠다고 통보한다. 초기 샘플생산을 통해 확인한 모듈(A’)의 초기불량률은

80%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신규업체(S2)에 해당 모듈을 생산하기 위

해서 후속업체(S2)에 들어가는 투자비(설비Setup비용 및 기타작업자교육

등)는 총 5억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다. 해당 모듈(A)의 생산기간은 14년

4월30일까지로 아직 16개월의 생산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월별로 모

듈수요는 500대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업체로부터 모

듈 입수 후 제조회사 생산라인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모듈 해체하는데 들

어가는 비용과 재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라인손실을 감안하여 정상품

대비 1.5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불량단가를 책정하였다. 후속업체(S2)의

불량률이 평균 80% 수준이지만 초기변동성 및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감

안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가정한 변동성 함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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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가정상황을 통해서 모듈교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 시점에

서의 현금흐름법 가치를 측정해 본다. 또한, 제조회사입장에서는 후속업체

에게 현시점부터 품질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연을 하겠다고 의사결정 하

겠다고 통보하였기 때문에 연기 및 미국형옵션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

성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실물옵션법 중 블랙숄즈모형을 통해서

실물옵션의 가치를 확인해보고 블랙근사추정법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모

듈교체를 진행하는 것이 회사이익이 극대화되는지 확인해 본다. 다음절부

터는 실제 설정한 파라미터 값들을 활용하여 현금흐름법의 가치와 미국형

지연콜옵션의 가치를 계산해 본다.

6.1. 파라미터설정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모듈변경 프로젝트는 미국형 연기옵션의 성격

을 지니고 있으며, 불량률 변동성을 일정한 상수값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

니라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드는 실제 불량률 형태와 유사하게 설정

하였다. 본 논문에서 가정한 변동성 함수는     형태이다.

- 모듈생산시기 : 13년1월1일 ~ 14년4월30일

- 만기시점 : 16개월 후

- 생산수량 : 500개/월

- 모듈원가 : 1,000,000원 (1백만원)

- 원가할인율 : 20% (제조회사와 업체간 합의된 할인비율)

-  : 7%

- 불량단가수준 : 1.5배 (정상품 대비 1.5배 수준)

- 초기투자비 : 500,000,000원 (5억)

- 제품난이도 : 중수준 (개발초기불량률:70%, 생산종료시점:2%)

- 변동성 :    

[표 9] 파라미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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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험결과 및 토의

6.2.1. 현금흐름법

[표 9]에 설정된 파라미터 값을 통하여 현시점에서 모듈교체를 진행하

였을 때의 가치를 확인해 보겠다. 우선 현시점부터 2개월까지의 비용절감

액인 값을 확인해보면 [표 10]과 같으며 해당기간의 비용절감액은 –

5.9억으로 현시점에서 2개월까지는 손해가 발생한다.

모듈 기존모듈(A) 신규모듈(A’) 비용감소액 비고

생산비용
10억

(0.01억*1000개)

8억

(0.008억*1000개)
2억

모듈원가

20%할인 적용

품질비용
0.3억

(불량률2%)

8.2억

(불량률70%)
-7.9억

제품난이도

적용

전체비용 10.3억 16.2억 -5.9억
신규모듈운영

으로 인한 손해

[표 10] 현재시점 현금흐름() 계산방법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시점부터 생산종료시점까지의 현금흐름을 확인해

보면 [그림 6]의 결과와 같으며 시간에 따라서 불량률이 안정화되면서 6

개월이 후 현금흐름이 양(+)의 값으로 바뀌고 기업입장에서는 모듈교체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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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종료
시점

현시점

	: -5억−5.9억


2월

−1.6억	 −0.01억
0.8억

4월

6월 8월

1.3억 1.6억 1.8억 1.9억 2.0억
10월 12월 2월 4월



X   :  투자비 :  t시점의 비용감소액

[그림 6] 현시점에서 모듈교체시 Cash Flow

이때 모듈교체로 인한 전체비용감소액()을 계산해 보면, [그림 6]과

같이 현시점이후의 모든 cf값을 현가로 전환하여 계산할 수 있고 총 1.4

억(=PV(-5.9-1.6-0.01+0.8+1.3+1.6+1.8+1.9+2))의 값을 도출할 수 있다. 또

한 업체투자금액(X)이 5억원이기 때문에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모듈교체를 진행하면 [표 11]과 같이 약 3.6억(=1.4-5)의 운영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제조회사 경영진들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

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단위:만원

표기 의미 현시점

 전체비용 감소액 14,024

 초기 투자비 50,000

   전통적인 NPV 방식 -35,976

[표 11] 현금흐름법 결과 (현시점모듈교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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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실물옵션법

모듈교체라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파라미터값

과 변동성함수를 넣어서 함께 계산하여야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변동

성 부분을 고려할 때,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변하는 지역변동성(Local

Volatility)함수를    로 가정하여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Closed

Form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기법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Matlab이며, 해석방법은 블랙-숄즈 Local

volatility 에 자주적용이 되는 Crank-Nicolson Method를 사용하였다. 해

당 방법은 안정성도 Explicit Method보다 뛰어나고, 정확도도 Implicit

Method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폐쇄형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 자리에 함수형태를 기입하여 수치적(FDM:Finite

Difference Method)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최적 근사치로 옵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설정된 파라미터들과

Crank-Nicolson Method를 이용하여 블랙-숄즈모형에 대입하여 옵션의 가

치를 계산하였으며, [표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투자하였을

때와 투자시기를 지연하였을 때의 옵션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옵션의 가

치가 양(+)의 값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만원

투자시기
13년 14년

현재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4월

모듈교체시점 현재 2개월후 4개월후 6개월후 8개월후 10개월후 12개월후 14개월후 16개월후


(t시점이후

전체비용감소액)

14,024 75,021 91,861 93,084 85,807 73,466 57,858 40,022 20,599

 
(초기투자비)

50,000 49,420 48,847 48,280 47,720 47,167 46,620 46,079 45,544


(유럽형콜옵션)

8,465


(미국형콜옵션)

27,134 44,547 47,003 41,434 31,526 19,770 8,537

[표 12] 실물옵션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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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종료
시점

현시점

	: -5억


2월

	0.8억
4월

6월 8월

1.3억 1.6억 1.8억 1.9억 2.0억
10월 12월 2월 4월

X   :  투자비 :  t시점의 비용감소액

[그림 7] 6개월뒤 모듈교체시 Cash Flow

예를 들어, 6개월 뒤 모듈교체를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현금흐름을 확인

해 보면 [그림 7]과 같다. 6개월 뒤에 모듈 교체를 실시하기 때문에 현시

점과 2월, 4월에 발생하는 비용감소(Cost Saving)금액은 없으며 6월 이후

에 비용감소금액이 발생한다. 이를 6개월 이후의 전체 비용감소금액(S)으

로 환산해 보면 9.3억(=PV(0.8+1.3+1.6+1.8+1.9+2))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

다. 또한 투자액을 6개월뒤 Cash Flow로 환산하면 4.8억(X)으로 확인이 되

고 이를 통해 블랙-숄츠모형에 변동성함수(    )를 넣고, 

Crank-Nicolson Method를 통해 옵션의 가치를 산출해보면 4.7억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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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토의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방식인 현금흐름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

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유연하게 투자의 방식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본 논문에 설정된 파라미터값으로는 현금흐름법이

음(-)의 가치가 나오게 되어서 초기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연기(지연)옵션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치를 재 산출해본 결과 양(+)의 가

치를 보이게 된다. 결론적으로 경영진입장에서 실물자산을 평가할 때 현

금흐름법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판단하게 되면 탄력적(Flexible)으로 운영이

가능한 옵션의 가치를 저평가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Hull(1993)이 블랙근사치추

정법(Black’s Approximation)을 이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내

용을 확인하였고, Benaroch and Kauffman (1999)에서는 네트워크 뱅킹확

장이라는 미국형지연옵션 프로젝트에 옵션가격을 블랙숄즈 모형으로 측정

하고, 유럽형콜옵션(CT)과 미국형콜옵션(Ct)를 MAX(CT, Ct) 조건으로

확인하여 비용절감이 최대화 되는 시점 t를 구하는 블랙근사치추정법을

활용한바 있다.

본 논문에서도 Benaroch and Kauffman (1999)에서 제시한 방법을 토

대로 모듈교체를 해석해 보았으며 유럽형 만기시점 콜옵션가치는 약 0.84

억이었으나, 블랙근사추정치모형을 사용하여 미국형연기옵션을 행사하였

을 때에는 6개월 연기 후 모듈교체시 4.7억의 옵션가치가 발생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모듈교체의 최적시

점은 [표 13]와 같이 옵션가치가 최대화 되는 시점인 6개월 후에 투자하

는 것으로 결론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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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만원

　
　
　
　
　
　
　
　
　

투자시기
'13년 '14년

현재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4월

모듈교체 행사시점 (옵션행사시점) 2개월후 4개월후 6개월후 8개월후 10개월후 12개월후 14개월후 16개월후

 (전체비용 감소액) 14,024 75,021 91,861 93,084 85,807 73,466 57,858 40,022 20,599

 (초기 투자비) 50,000 49,420 48,847 48,280 47,720 47,167 46,620 46,079 45,544

   (전통적인 NPV 방식) -35,967 　 　 　 　 　 　 　 　

 (유럽형콜옵션) 8,465

 (미국형콜옵션) 27,134 44,547 47,003 41,434 31,526 19,770 8,537

     　 27,134 44,547 47,003 41,434 31,526 9,770 240 8,537

    27,561 45,609 49,118 44,924 36,479 25,922 14,624 14,379

    27,518 45,491 48,868 44,501 35,873 25,165 13,860 13,640

    27,134 44,547 47,003 41,434 31,526 19,770 8,537 8,465

    26,792 43,895 45,896 39,729 29,126 16,771 5,760 5,723

    25,749 43,024 44,811 38,107 26,405 12,266 1,536 1,511

    33,631 52,622 56,394 51,913 42,754 31,003 5,457

[표 13] 블랙-숄즈모형과 블랙근사치모형을 적용한 모듈교체 최적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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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제조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듈단위의 원가절감 활동 중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듈교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모듈

교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기업이 얻게 되는 수익과 지출되는 비용을 상황

에 맞게 체계적으로 기술해보았으며 기업에서 발생되는 전체 비용을 모델링

하여 모듈교체프로젝트가 기업에 얼마만큼의 투자가치를 얻게 해주는지 확인

해 보았다.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모듈교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품의 신뢰성유지

측면에서 수리 및 교체를 진행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가절감을 위해

모듈교체를 하는 것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또한, 실물옵션기법과 관련된 연

구들에서도 불확실성 및 변동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일반적인 투자 프

로젝트에 대해서만 실물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을 뿐 모듈변경에 따른 원

가절감 프로젝트를 가치로 환산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가치평가법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모듈교체프로젝트

의 가치를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을 적용해봄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옵션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성불량률 인자를 넣어서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모듈변경프로젝트 진행시, 어떤 시점에 바

꾸는 것이 회사의 비용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실물옵션에

기초하여 해석하였다는 데에 기존 논문들과 차별화를 둘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불량률과 변동성을 비

용 및 가치를 모델링하였고 회사의 지출비용이 최소화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옵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랙근사치추정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모

듈교체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조기업의 특정한 상황에 맞게 파라미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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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여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결과값

을 보면 전통적인 현금흐름법에서는 수익대비 투자비가 커서 투자 불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미국형연기옵션이라는 유연성을 가지고 실물

옵션법으로 접근한 결과 [표 13]에 있는 결과 값과 같이 6개월 뒤에 투자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모듈교체라는 문제는 현시점부터 생산종료시점까지의 중간 시점에 기업의

비용절감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의 한계점 및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변동성에 대한 추가 해석부분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모듈교체

상황은 불확실한 변동성을 불량률에만 국한하여 고려하였다. 하지만, 실제 상

황에서는 불량률 이외에 시장수요 및 환율 등에 따라 모듈원가도 불확실하게

변동된다. 이에 추후 연구는 불량률뿐 아니라 원가에 대한 변동성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 변동성함수 설정에 대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

서 적용한 변동성 함수는 불량률형태에 맞추어 가장 기초적인 지수함수형태

로 설정하였으나 다른 함수를 넣게 되면 옵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또한, 실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 함수

가 가장 적절하게 옵션가치를 평가하였는지는 검증이 어려웠다. 추후 연구에

서는 변동성함수를 적절히 설정하고, 실제 발생한 투자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변동성 함수를 찾는 연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1개의 모듈만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였지만 추후 연구과제에서는

2개 이상의 모듈을 교체할 때 어떤 조합 혹은 순서로 교체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 시킬지에 대한 연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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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ing Module Replacement Timing 

Using Real Options Approach

Jaehun Jeong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world has entered the era of limitless competition, manufacturing 

companies are trying to reduce the product cost and lead time. The modular 

design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strategies to meet the manufacturer’s target. 

It subdivides a product into a number of modules, which represent basic units 

for development or management. By managing each module separately, the 

modular design provides benefits such as short development lead time and 

improved maintainability. In a modular design, the company often subcontracts 

the production of each module to other companies. In this situation, it is 

common that the company frequently replace the subcontractor with others who 

offers cheaper production cost. However, module replacement accompanies 

potential risk in quality management. Due to the lack of production experience, 

the newly changed subcontractor produce module with relatively lower quality. In 

this sense, there is a trade-off between quality cost and production cost in 

module replacement. In addition, the manufacturing company could not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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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act failure rate of an module which is produced by newly changed 

subcontractor at certain time t. Therefore, decision maker should make a decision 

whether the module replacement is conducted or not after considering production 

cost and quality cost including uncertainty and variability property.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for determining optimal module replace timing considering 

both production cost and quality cost using real options approach. and this paper 

derived the value of module replacement using the Black-Scholes model which is 

commonly used in real options approach. and this paper proposed a method to 

reveal an optimal replacement timing using Black’s approximation. As a result by 

a numerical data, it is found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positive real 

option value in the investment of modular replacement which had net present 

value calculated by traditional discounted cash flow model shows negative value.

Keywords : Module Replacement, Real Option, Black-Scholes model, 

Black’s Approximation, Deferral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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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많은 제조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모듈형구조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모듈형구조의 장점 중 하나는 모

듈공급자를 생산하고 있던 중간에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로 언제든

지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듈교체시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신

규업체를 찾았다고 해서 바로 업체를 교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규업

체에서 생산된 모듈의 불량률이 기존업체대비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업체의 모듈에서 얼마나 불량이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량률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치평가에 반영하여 모듈교체에 대한 의사결

정을 내려야 한다. 투자나 프로젝트 등 실물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 실물옵션법인데, 본 논문에서는 실물

옵션기법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랙숄즈모형을 이용하여 모듈교

체에 대한 투자가치를 산출하였으며 블랙근사치추정법을 통해 모듈교체

최적시점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모듈교체, 실물옵션, 연기옵션, 블랙숄즈모형, 블랙근사치추정

학 번 : 2012-2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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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많은 제조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경쟁우위를 갖추고 제

품의 효율적인 개발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아키텍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lrich는 제품아키텍쳐(Product Architecture)란 제품의 기

능이 물리적인 부품에 할당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크게

통합형구조(Integral Architecture)와 모듈형구조(Modular Architecture)로

분리하였다 (Ulrich, 1995).

통합형구조(Integral Architecture)는 하나의 부품요소가 다수의 기능에

포함되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고성능을 필

요로 하는 제품의 구조에 적용이 된다. 모듈형구조(Modular Architecture)

는 부품과 기능이 일대일대응이 되도록 설계하여 모듈들간 영향도가 적고

설계 및 생산에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Otto and

Wood, 2001).

통합형구조는 제품완성도가 높아서 고성능을 발휘하지만 설계, 생산, 재

사용성 측면에서는 모듈형구조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제조기업들은 모듈형구조로 제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제조기업이 제품구조를 모듈형으로 생산방식을 결정하면 개발단계에서

부터 효과적인 모듈단위의 개발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결합을 최소화시키

고 구조와 기능적 관계를 획기적으로 설계하여 개발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양산단계에서는 원가절감을 진행하기 위해 모듈단위로 불량률을

줄이고, 모듈단위로 원가감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2 -

S1 S2모듈제조업체
(Supplier)

제조회사
(Manufacturer) M

모듈A 모듈A’

기존업체 신규업체

업체변경

[그림 1] 모듈교체 상황

본 논문에서는 모듈형생산방식을 채택한 제조기업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듈단위의 원가절감 행동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

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조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기반 기업은 모듈단위의 혁신적인 개발도 진행하지만

모듈자체의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다

저렴한 비용이 드는 국가 또는 업체로 공장을 이전하여 모듈을 생산한다

던지, 기존 아웃소싱 주었던 업체보다 더 저렴한 모듈을 제공하는 업체로

교체하는 등의 원가절감 행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Chopra et

al., 2007).

하지만, 원가절감을 위해 저렴한 원가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았다 하더

라도 후속업체의 모듈생산능력이나 기타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추가 비용

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을 예로 들어 제조회사(M)이 모듈제조업체를

기존업체(S1)에서 후속업체(S2)로 바꾼다고 가정한다. 후속업체(S2)가 가

지는 현상 중 하나는 기존업체(S1) 대비 모듈생산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완성도와 품질측면에서 기존 업체 대비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

서 제조회사(M) 생산라인에서 신규업체(S2)로부터 받은 모듈(A’)은 높은

불량률을 보일 것이고, 이로 인해 제조회사(M) 생산라인에서는 불량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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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재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해당 모듈을 생산해 본 경

험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는 기존업체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품완성도 측

면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Yun and Choi, 2000).

또한, 제조회사(M)입장에서 기존업체(S1)에 비하여 싼 가격을 제공하는

모듈후속업체(S2)가 해당 모듈을 생산할 설비가 모자라다면 제조회사(M)

은 후속업체(S2)에 설비투자를 진행해서 생산능력을 늘려야 할 것이고,

만약 작업자들의 능력이 모자라다면 작업자 교육이나 출장지원 등을 통해

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투

자비용(Investment Cost)이라고 정의하고 제조회사(M)입장에서 비용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모듈변경이 가지는 또 다른 현상은 모듈교체 진행시 신규업체가 얼마나

완성도 높은 모듈을 생산할 수 있을지, 불량품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표 1]을 통해서 발생하는 투자비

가 고정적인 값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부분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가장 난해한 부분이 될 것이며, 어

떻게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혹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해 모듈변경 의사결정방식(옵션종류)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에 대한 방침

을 정해야할 것이다.

비용
기존업체(S1) 후속업체(S2)

비고
모듈A 모듈A’

생산비 모듈원가 - 감소 M,S2간 원가협상가

투자비

불량률 안정 불안정 불확실성 존재

설비Setup -

(미발생)
발생

설비조정 및 증설시 발생

교육비 작업자교육시 발생

[표 1] 모듈변경에 따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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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에서 의사결정자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현금흐름법과 실물옵션법이 있다. 실물자산에 대한 가치를 분석할

때 현금흐름법은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시점에서 투자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은 실물옵션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계산

한다. 실물옵션법을 사용하면 불확실성을 확보된 자료를 통해 경영진들이

원하는 방침(옵션종류:연기,포기,축소,확장 등)으로 재해석이 가능하고 투

자시점도 유연성있게 결정할 수 있다. 즉, 실물옵션법은 현금흐름법 대비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유연성(Flexibility)를 포함한 평가방식이다. 따라

서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실물옵션법으로 프로젝트의 가치를 해석하고 있

으며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듈변경도 실물옵션법을 활용하여 가

치를 평가해 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기업(모듈생산전제)에서 이루어지는 원가절감활동

중에 모듈교체이라는 상황에 국한하고 모듈교체를 진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모듈교체)가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모델링 및 결과도출에 사용될 모형은 실물옵

션에서 사용되어지는 금융모형분석기법으로 기업 의사결정자들에게 프로

젝트 진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적용시

점까지도 확인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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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모듈변경 및 실물옵션에 관

련된 기존연구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한계점을 통해서 본 연구의 제안하는

바와 의의를 밝혀보았다. 3장에서는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금흐름

법의 의미와 한계점을 다루었으며, 실물옵션 발생배경 및 수리모형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모듈변경을 실물옵션관점에서 재

해석하고 모듈변경에의 적용 한계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5

장에서는 비용 및 가치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였고, 유도과정에 대해서 순

차적으로 설명하였다. 6장에서는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서 도출된 모델링

식에 대입해 보고 옵션의 가치를 측정해 본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현금

흐름법의 한계를 확인하고 옵션적용 및 가치평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가치를 측정해 본다. 마지막 7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연구과제에 대

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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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모듈교체 및 실물옵션에 대한 기존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문헌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한계점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를 알아보도

록 하겠다.

2.1. 모듈교체에 대한 연구동향

모듈교체 문제는 기존에 신뢰성 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Barlow et al.,1965). 특히, 모듈변경시점 결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품

질 상태 유지를 위해서 노후화된 모듈에 대한 수리 혹은 교체 시점을 결

정하는 내용을 다루거나(Yun and Choi, 2000), 제품혁신을 위해 모듈아키

텍쳐 변경 시점을 결정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Hopp and Nair

(1991) 연구의 경우에는 비연속적인 기술변경을 고려하여 모듈의 변경 교

체시기를 결정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Yun and Choi (2000)의 경우에는

비정기적 시간에 대해서 수리 교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교체 인터벌

에 대해서 다루었다. Liu and Huang (2010)의 논문에서는 불량이 발생했

을 때 Multi-State 시스템에 대한 최적 교체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제품 신뢰성유지 측면에서 모듈단위의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유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교체 시점을

결정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제

조업체들 사이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모듈단위로 변경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존 논문에서는 원가감소 혹은 투자를 위한 모듈교체 최적

시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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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물옵션에 대한 연구동향

프로젝트나 투자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실물옵

션 평가법과 관련된 연구는 전통적인 투자기법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

하게 된다.

Baldwin and Trigeorgis (1993)에서는 전통적인 투자 기법인 현금흐름

할인법은 투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기, 포기, 축소, 확장 등의 투자유연

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저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Yeo and Qie (2002)에서는 현금흐름법은

경영유연성과 혁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현금흐름법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자체에 대해서 저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유연성을 통해 창출되는 추가

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물옵션 방법론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

며, 실물옵션의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McDonald and Siegel (1986)의 논문은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서 연기 옵션가치를 측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Brennan and

Schwarx (1985)에서는 천연자원이나 석유임대차 평가를 다루거나 자본투

자결정에 대한 옵션가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Schwartz and

Xozaya-Gorostiza (2000)에서는 정보 기술 투자 평가에 대해서 옵션의 가

치를 평가하였다. Naito and Takashima (2009)의 논문에서는 원자력 발

전소 교체 프로젝트에 대한 옵션 가치를 평가하였다. Wu et al. (2012)에

서는 TFT-LCD 공장을 투자하는데 옵션 평가법과 경쟁업체와의 게임

(Game Theory)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투자하고자 하는 R&D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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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와 같은 분야에도 실물옵션 평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Benaroch

and Kauffman (1999)논문에서는 네트워크뱅킹 확장과 관련하여 연기 옵

션의 가치를 산출하여 최적 적용 시점을 판단하였으며, Wu (2007)의 경

우에는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적용을 위해 복합옵션을 사

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측정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EA

Martinez-Cesena (2011)은 풍력자원평가를 통해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포기 혹은 수행에 대해서 옵션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Penning and

Lint (1999)에서는 신제품 시장 진입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출시를

통해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진입 혹은 포기 옵션을 활용하였으며

Taudes and Feurstein (2000)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평가하였다. 최근 실물옵션 관련 적용 분야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연구자 적용분야 접근법 접근형태 옵션종류

Wu (2008) ERP적용
Discrete lattice

model

의사결정트리

Binomial tree
복합옵션

Benaroch and

Kauffman(1999)

네트워크

뱅킹확장

Black’s

Approximation

Closed-form

solution
연기옵션

Taudes (1998) EDI적용
Margrabe(1978)

formula

Closed-form

solution
순차옵션

Kumar (2002) Case tools
Margrabe(1978)

formula

Closed-form

Solution

연기,포기,

확장옵션

Alfred Taudes et al.

(2000)

Software

투자

Black scholes

formula

Closed-form

solution
전환 옵션

Wu et al.

(2012)

LCD-TFT

공장투자
Black Scholes

Closed-form

solution
연기 옵션

[표 2] 실물옵션 연구 방법 및 분야



- 9 -

2.3. 기존연구 한계점 및 본연구 의의

앞에서 살펴본 모듈 교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제품 신뢰성 유지 측면

에서 수리 및 교체를 진행한다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모듈 원가 절

감을 위해 진행하는 투자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였다.

실물옵션기법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일반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물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불확실성 및 변동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

하고 있지만, 모듈변경에 따른 원가절감을 가치로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모듈변경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가치를 2개월별로

확인해 보고 현금흐름법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옵션의 유연성

(연기옵션)을 가질 때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잠재되어 있는 옵션의 가치를

확인해 보았으며,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변동성을 본 논문 문제상황에 맞

추어 재해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조회사가 모듈변경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시점

에 바꾸는 의사결정이 회사의 생산비용을 최소화시키는지 실물옵션법에

기초하여 재해석하였다는 데에 기존논문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는 실물옵션을 포함한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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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론 : 투자안 가치평가법

본 장에서는 가치평가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전통적인 현금흐름할인

법과 실물옵션의 핵심적인 사고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1. 현금흐름할인법

3.1.1. 현금흐름할인법 소개

투자나 프로젝트 등과 같은 계획안을 현재시점 기준으로 투자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가치 평가기법은 현금흐름할인법

(NPV:Net Present Value)이다.

Brealey et al. (2006)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분석 및 평가하는 모델로 현금흐름

할인법이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는 정당성을 밝혔다. 현금흐름할인법의

일반적 형태인 NPV(Net Present Value) 공식은 (식 (1))와 같다.

NPV  Σ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 – 투자비용 현재가치

  
  



  


 

  



   


(1)

-  (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

-  (Free Cash Flow) : 잉여현금흐름

-  : t 시점에서 소요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용

-  : 무위험이자율 (Risk Free Interest Rate)

- r : 할인율로 사용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Weighted averge cost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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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할인법은 계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현재 시점에서 분명한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의

사 결정을 다양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지는 못한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3.1.2. 기존 가치평가법의 한계

기존 현금흐름법의 가장 큰 한계점은 현시점에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전

부 예측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래의 현금흐름은 시장 상황이나, 환율,

구매력 등 타 요인들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NPV법 공식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시점에서 전부

예측하는 부분은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할인율인 자

본 비용이 미래에 일정하다는 전제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전체 의사결정

을 현 시점에서 내려야 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Mun (2002)에서는 [표 3]

과 같이 현금흐름법의 단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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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할인법 가정 실제

미래 현금흐름은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결정은 현시점에서 내려져야 한다

미래의 현금흐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결정은 미래에도 내려질수 있다

모든 프로젝트는 일단 시작되면

수동적으로 관리한다

프로젝트는 전체 주기 동안

능동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미래의 현금흐름은 미리 정해져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리스크가 할인율에 반영되어 있다 리스크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자본기회

비용으로 체계적 위험에 비례한다

일부 위험들은 프로젝트 종류나 시간에

따라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프로젝트의 결과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NPV에 전부 반영되어 있다

복합성과 외부요인으로 인해 현금흐름관련

모든요소를 정량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려져 있지 않고 측정할 수 없는 요소

들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익의 상당부분은

질적인 전략적 우위로부터 나오게 된다

발췌 : Mun(2002)

[표 3] 전통적인 현금흐름할인법의 단점

이런 측면에서 실물옵션 모델은 NPV법을 보완하고 프로젝트에 내포하

고 있는 불확실성에 관해서 의사결정자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분석하는 틀

을 제공한다. 실제로 투자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경되는 상황에 맞추

어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물옵션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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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물옵션

3.2.1. 실물옵션 소개

실물옵션은 실물 자산 혹은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금융에서

사용하는 옵션이론을 사용한 것이다. Myers (1977)에서 처음으로 실물옵

션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Copeland and Antikarov (2001)에서는 실물옵션

을 만기기간 내에 사전에 정해진 비용인 행사가격으로 행위(연기, 확장,

축소, 포기 등)를 취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리하면 실물옵션평가법은 프로젝트 투자를 담당하는 의사결정자들이

시장환경(불확실성) 변화에 대응하여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기회(유연성)를 주는 평가방식을 의미한다.

실물옵션은 실물자산의 가치평가에 금융옵션 이론을 적용한 것이기 때

문에 금융옵션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금융옵션은 주가 또는 환율 등의 기초자산을 미리정

한 가격으로 일정시점에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실물옵션은 R&D, 전략적 투자안과 같이 실물자산에 대한 옵션을 의미하

고 기초자산은 투자실행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

에 대한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금융옵션에서 자산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지

므로 기업관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반면에 실물옵션 경우에는 시장 상황

과 자본 환경에 따라 투자계획 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의사

결정과 유연성에 의해 전략적으로 옵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물옵션의 경우 실물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상황판단과 행동방침이

가치 창출에 원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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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융옵션 실물옵션

기간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다(월) 만기가 상대적으로 길다(분기, 년)

기초자산
가치를 창조하는 기초자산은

금융자산 가격이다

기초자산은 실물 자산의

투자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가격통제
기초자산 옵션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의사결정자의 결정과 유연성에

의하여 전략적 옵션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가치규모
일반적으로 작은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자본적 지출과

가치가 수반된다

관계
경쟁과 시장환경은

옵션가치에 영향이 매우 작다

경쟁과 시장환경은 옵션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유사정보
유사가격정보가 공개된 거래가능한

증권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자산 거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 정보가 거의 없다

가치창출

관리자영향

기업관리자에 대한 가정과 행동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결정자에 대한가정과 행동이

가치 창출에 원동력이 된다

발췌 : 유선희·성웅현 (2005)

[표 4] 금융옵션과 실물옵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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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옵션
실물옵션

개념 표기 의미

주식가격 
Current Stock

Price

투자할 프로젝트로부터 기대되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 가치

옵션

행사가격
 Exercise Price

프로젝트 수행시 지출되는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의미

만기기간 
Time to maturity

or expiration
투자가 가능한 유효기간

주식가격

변동성


Volatility

of stock price

잉여현금흐름의 변동성

=> 위험할수록 가치가 크고

고수익을 발생시킬 확률이 커짐

무위험

이자율


Risk-free

interest ate
무위험 이자율

발췌 : 유선희·성웅현 (2005)

[표 5] 실물옵션과 금융옵션 비교

금융옵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옵션 개념을 실물옵션과 비교한 내용을 정

리하면 [표 5]와 같다.

Vollert (2003)에서는 투자에 대해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

을 내리는 경우는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얻는 경우와 어떠한 대가

없이도 언제든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경우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의사결정을 내

리게 된다면 투자 가치를 저평가하거나 고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에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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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전제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모델인 실물옵션은

외부상황의 전개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의사결정과정(확장, 축소,

전환, 포기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옵션이 설정된 투

자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는 미래 전략적 기회가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

아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유연성이 갖는 선택권(Option)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 (Myers, 1987).

NPV법을 따르게 되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결정이 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위

험을 할인율로 설명이 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는 1년 혹은 2년후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사업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때의 가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NPV법으로는

이를 계산할 수가 없다. 실물옵션사고를 투자가치평가에 적용하게 되면

투자 결정에 대한 조건부 의사결정이 가능해 지고 단계별로 유용한 정보

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기업에 유리하게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즉, 현금흐름할인법에서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과소평가해버릴 가

능성이 있는 반면 실물옵션은 프로젝트의 가치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

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유

연성을 가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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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Uncertainty)

 가
치
(V
al
ue
)

실물옵션관점(Real Options View)

전통적인관점(Traditional View)

경영옵션이
가치를 증가시킨다
(Managerial Options 
Increase Value)

[그림 2] 불확실성과 가치의 관계(옵션적용여부)

Amram-Kulatilaka (1999)은 [그림 2]와 같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자산의 가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이끌었지만 실물

옵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경영진이 옵션기법을 가지고 유연하게 미래의

상황을 대비한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가치의 자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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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물옵션 종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자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옵션 종류는 Trigeorgis (1996)에서 [표 6]으로 정리

하였다.

연기옵션(Option to Defer)은 기술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자

산이 가치가 있을 때까지 투자를 연기할 때 행사하는 옵션이다. 단계적

투자옵션(Time-to-Build Option)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정보에

따라 후속투자의 규모나 철수 등에 대한 선택이 있는 옵션을 말한다. 규

모변경옵션(Option to Alter Operating Scale)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성과

가 좋으면 더 투자하고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투자규모를 축소하는 옵션을 지칭한다. 포기옵션(Option to

Abandon)은 성과가 나쁘거나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현재의 자산을 재판

매시장에서 처분하고 떠날 수 있는 옵션을 의미한다. 전환옵션(Option to

Switch)은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투입자원(전기, 화학품, 농산

물 등)을 전환하거나 산출물(소규모 단위로 구입되는 소비재 가전제품이

나 수요가 급변하는 장난감, 가공종이, 기계부품등)을 바꾸는 옵션을 말한

다. 성장옵션(Growth Options)은 초기 투자를 진행해 보고 시장상황이나

수익이 좋으면 더 투자하는 옵션을 의미한다. 복합적옵션(Compound

Options)은 옵션을 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옵션을 따로 행사하

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운영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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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적용사례 참조논문

연기옵션

(Option to defer)

가치가 있는 토지,

공장이나 자원에 대한

투자시점을 늦출 수

있는 옵션

천연자원채굴산업

부동산개발

농장개발

종이제품산업

McDonald and Siegel

1986;

Paddock et al. 1988;

Tourinho 1979;

Titman 1985;

Ingersoll and Ross 1992

단계 투자옵션

(Time-to-build option,

Staged investment)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정보에 따라

후속투자의 규모나 철수등

에 대한 선택이 있는 옵션

R&D집약산업

장기자본개발프로젝트

건설, 에너지생산공장

벤처산업투자

Majd and Pindyck 1987;

Carr 1988;

Trigeorgis 1993

규모변경옵션

(Option to alter

operating scale)

확장, 축소, 중단, 재개

(to expand: to contract,

to abandon and restart)

기대보다 시장 상황이

좋은 경우 생산 규모를

확장하거나 자원 활용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축소할 수도 있는 옵션

천연자원산업(채굴)

시황산업 설비계획

및 건설

의류산업

소비재

상업용부동산

Trigeorgis and Mson

1987;

Pindyck 1988; McDonald

and Siegel 1985;

Brennan and Schwartz

1985

포기옵션

(Option to abandon)

시장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경영진들이

현재의 설비 및 자산을

재판매 시장에 처분하고

떠날 수 있는 옵션

항공철도 관련

자본집약산업

금융서비스

불확실한 시장상황에서의

신제품도입

Myers and Majd 1990

전환옵션

(Option to switch)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유연성(Product

Flexibility)을 가지고 투입

자원을 바꾸거나 산출물을

변환시킬 수 있는 옵션

투입자원

:설비 의존적인 공급원료

(전기,화학품,농산물등)

산출물

:급변하는 수요에 의존

하는 작은 생산량단위

(장난감, 가공종이,

기계부품 등)

Margrabe 1978;

Kensinger 1987;

Kulatilaka 1988;

Kulatilaka and

Trigeorgis 1994

성장옵션

(Growth options)

미래 성장기회 확보를

위해 선행투자가

필수적인 옵션

사회간접자본투자

다국적 경영

전략적 합병

Myers 1977;

Brealey and Myers 1991;

Kester 1984,1993;

Trigeorgis 1988;

Pindyck 1988;

Chung and Charoenwong

1991

복합옵션

(Multiple interacting

options or

Compound Options)

독립적으로 옵션이

존재할 경우보다

복합적으로 옵션이 존재할

경우 옵션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옵션

실제 산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

Trigeorgis 1993, 1996;

Brennan and Schwartz

1985;

Kulatilaka 1994

[표 6] 실물옵션의 대표적 종류와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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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실물옵션 수리모형

옵션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리모형으로는 블랙-숄즈 옵션가

격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과 이항옵션가격모형

(Binomial Option Pricing Model),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이 있다.

블랙-숄즈 옵션가격모형은 1973년 피셔블랙(Fischer Black), 마이런숄즈

(Myron Scholes), 로버트머턴(Robert Merton)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옵션

의 가치를 평가하고 헷지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80~90년대 금

융공학의 성장과 성공에 주요한 역할을 하여 199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

상하여 모형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도 하였다 Hull (2004). 해당 논문

은 옵션의 시장가격을 설명하고 모형의 예측성을 검증하는 수많은 연구에

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항옵션가격모형은 Cox, ross, Rubinstein (1979) 그리고 Rendleman

and Bartter (1979)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옵션의 가격을 결정짓는 기초자

산의 가격변동이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속에서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

는 방법이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boyle (1977)에 의해 최초 사

용되었으며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표본경로를 모의로 설정하고 각각

의 표본경로에 대한 옵션의 손익을 계산하고 최적 전략을 평가하는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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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상기 수리모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인 블랙

-숄즈 옵션가격모형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블랙-숄즈모형의 미분방정식을 유도하는데 사용했던 가정은 다음과 같

다 (Copeland, 2001).

첫째, 옵션은 만기일에만 행사하는 유럽형 옵션이다.

둘째, 이자율은 일정하다.

셋째, 옵션은 단일위험자산에만 국한한다. 복합옵션은 제외한다.

넷째,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섯째, 현재시장가치와 기초자산 가격의 확률적 변동과정은 관찰할

수 있다.

여섯째, 기초자산 수익률의 변동성은 일정하다.

일곱째, 행사가격은 사전에 결정되고 일정하다.

여덟째, 주식은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주가는 연속확률 과정인

이토프로세스를 따른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실물옵션에 블랙-숄즈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

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듈교체라는

옵션도 블랙-숄즈 모형의 가정을 완화시켜 변형시킨 블랙근사치추정법

(Black’s Approxim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해

당 내용은 모델링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상기 가정들을 기본으로 블랙-숄즈 모형의 폐쇄형해(Closed Form

Solution)를 도출하는 과정에 쓰이며, 도출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1단계로 편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야 하고,

2단계로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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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구하는 방법은 Black, Scholes가 1973년 논문에서 언급한 고전적

풀이 방식인 PDE(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방법과 현대적 풀이과정

인 SDE(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PDE방법을 사용해서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다.

주가에 해당하는 S가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가는 주가확률

과정에 대해서 기하 브라운 운동을 가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

한 가정들과 이토정리(Ito’s Lemma) 등식을 유도하면 (식 (2))와 같다.

    (2)




   (3)

이식은 dt시간 동안의 발생하는 수익률로 이해할 수 있다. 극소의 시간

인 dt동안 주가의 수익률은, 순간수익률의 평균(μ)에 순간 변동성(σ)을 가

진 위너프로세스 즉 브라운모션(Brownian Motion)을 따르는 합으로 표현

할 수 있다. dt시간동안 워너프로세스의 변화량이 감소하면 수익률은 무

위험 수익률에 못 미치고 증가하면 주가의 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을 초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σS는 dt동안에 발생한 수익률인 주가 S의 변화분

을 나타내고 여기에서 ds/S는 dt동안에 발생한 주가변동분(dS)을 현재의

주가(S)로 나눈것이므로 주식의 순간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dW에 대한 가정과 함께 주가수익률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주가는 로그

정규분포를 따른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변화의 확률적 부분은 위너프

로세스(Weiner Process)를 따르는 변수 W에 포함되는데 dW는 dt동안의

W값의 변화분을 의미한다. (식 (4))는 임의의 Stochastic Process인

f(S(t),t)에 대한 이토더블린(Ito-Doublin Formula) 공식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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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 (3))과 (식 (4))를 통해서 완전히 헤지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dt동안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워너과정에 의해 발생한 dW를 제거할 수

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 (5))와 같이 블랙-숄즈 폐쇄형해(Closed

Form Solution)를 도출하기 위한 미분방정식이 도출된다.

  


 



 

 
   


 (5)

이 미분방정식을 변수를 치환하고 경계조건을 만들어서 편미분하면, 물

리학에서 쓰이는 열 확산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이를 방정식의 해를 변

형하여 옵션 가격 공식을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식 (6))과 같이 블랙-

숄즈 콜옵션 가치가 Solution 형태로 나오게 된다 (Black and Scholes,

1973), (Stev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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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럽형 콜옵션 가격(가치), The value of European Call option

-   기초자산의 시장가격(가치), The value of the Underlying assets

-    누적표준정규분포에서 d1값보다 적을 확률

,The cumulative Normal probability of unit normal variable d1

-    누적표준정규분포에서 d2값보다 적을 확률

-   행사가격, The exercise price

-   만기시점, The time to maturity

-   무위험 이자율, The risk-free rate

-   변동성, the Volatility of the underlying assets

-   자연대수의 밑수, The base of natural logarithms, constant=2.1728…

이렇게 얻어진 블랙-숄즈 폐쇄형해(closed Form Solution)의 콜옵션 가

치는 변동성이 일정하고 μ와 rf가 동일하다는 점과, 유럽형 옵션이라는 가

정하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실물옵션의 가치를 측정할

때, 만기 행사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는 드물

다. 따라서 만기시점 이전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Hull(1993)의 블랙의 근사치추정법(Black’s Approxim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Benaroch and Kauffman (1999)은

네트워크 배잉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실물옵션의 만기시점(T)일때의 유럽

형옵션가격(CT)와 조기행사가능시점(t)의 옵션가격(Ct)를 블랙숄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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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하고, max(CT, Ct)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미국형 옵션으로

생각하는 변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모듈교체 문제도 만기시점에 행사하는 유럽형

콜옵션이 아니라, 만기시점 이전에 분기 혹은 월별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형 옵션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은 블랙-숄즈 가정

상황인 유럽옵션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블랙근사치추정법을 적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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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듈교체 가치평가

4.1. 모듈교체에 실물옵션적용

기업 운영자 측면에서 미래에 운영할 혹은 현재 검토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물옵션

가치평가법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

확실성(Uncertainty)과 옵션(연기, 확장, 축소, 포기 등)에 대한 유연성

(Flexibility)을 확보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평가법에서는 평가하지 못했던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성과 유연성을 통해 잠재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있

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듈변경 프로

젝트에 대해서 실물옵션접근법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제조회사 입장에서 모듈변경이라는 프로젝트는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시

행하는 전략적인 투자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모듈업체에 비하여

신규모듈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모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

조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싼 업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싼 업체를 찾았다 하더라도 모듈생산능력이나 기타 여러 요소들

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비용에 대해서

는 1장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며, 정리해보면 후속업체에서 만든 모듈이 불

량률이 높아지면서 발생되는 생산라인내 재생산비용, 작업자 교육이나 설

비 Setup에 필요한 설비투자비 등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

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들을 모듈변경시 발생하는 일종의 투자비용

(Investment Cost)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실물옵션에서 바라보면

행사가격(Exercise Price)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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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비용
(재생산비용)

시간

생산비용

가격협상에 의한
모듈원가 감소분

기존업체(S1)의 모듈(A)

신규업체(S2)의 모듈(A’)

모듈교체
S1 모듈(A) à S2 모듈(A’)

불량률상승 기인
재생산비용 증가분

시간

기존업체모듈

신규업체모듈

[그림 3] 모듈교체시 발생현상(트레이드오프관계)

결국 [그림 3]과 같이 제조회사 입장에서 모듈교체 프로젝트는 가격협

상에 의한 원가감소로 인해 생산비용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지만, 반

대로 업체변경 후 신규업체의 불안정한 설비 및 작업자들로 인해 품질비

용(재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투자비 증가라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트레이드오프가 공존하게 된다.

그렇다면 모듈교체시점을 전체 비용측면에서 고려할 때, 일찍 교체하게

되면 늦게 교체하는 것보다 전체품질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늦게 교체하

면 일찍 교체하는 것보다 전체생산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이는 모듈교체

는 현시점부터 생산종료시점까지의 중간지점에서 기업의 비용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예상할 수 있으며 경영진들은 현시점에서 모듈교체를

하는 것보다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 시점까지 의사결정을 연기

할 수 있다. 즉, 의사결정의 유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실물옵션에서 바라보는 연기투자(Deferral Option)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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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이익이 최대로 되는 시점에 언제든지 모듈교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사결정자입장에서는 옵션 만기시점(T)이전에 행사가

가능한 미국형콜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모듈변경 프로젝트는 해당모듈이 처음 생산되

는 시점에서부터 최종양산 종료시점까지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실물옵

션에서의 만기시점(T : Fixed Expiration Date)은 모듈변경에서 생산종료

시점을 의미한다.

실물옵션 가치평가법이 현금흐름법에 비하여 가장 큰 다른점은 불확실

성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즉, 변동성(σ:Volatility of the underlying Asset)

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만 실물옵션평가법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이

런 시각에서 모듈변경을 바라보면 후속업체의 학습능력 및 기술진보의 불

확실성 때문에 발생되는 불량률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듈교체가 불

량률에 어떤 변동성 형태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델링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실물옵션에서 기초자산(S:Value of underlying asset)에 해

당하는 내용은 모듈변경시점(t) 이후의 제조업체의 비용절감액을 의미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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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 언어 본 논문 접근법

프로젝트

(A Project)

모듈교체

(Module Replacement)

옵션종류

(Option Category)

지연,미국형옵션

(Deferral / American Option)

기초자산

(S:The value of underlying assets)

t시점이후 비용감소액

(Cost Saving)

행사가격

(X:Agreed exercise Price)

투자비용

(공장Setup비, 교육비 등)

불확실성

(σ:The volatility of underlying asset)

불량률 변화정도

(신규업체학습능력 및 불확실성 반영)

만기시점

(T:Time to maturity)

모듈최종생산일

(제조회사 제조일자기준)

[표 7] 옵션관점에서 본 모듈교체(Module Replacement)

이렇게 실물옵션관점에서 모듈교체를 재해석해보면 [표 7]과 같이 정리

된다. 실물옵션의 언어로 모듈교체 프로젝트를 해석해보면 프로젝트의 가

치를 실물옵션접근법으로 접근하여 평가할 수 있고, 모듈교체 최적시점도

찾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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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형적용 한계점과 해결안

4.2.1. 옵션모형 적용의 한계점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듈교체라는 의사결정은 연기옵션

(Deferral option) 및 미국형옵션(American Option)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즉,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부터 비용지출이 최소화되는 시

점까지 옵션행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 이전에 언제든지 옵션을

행사하여 모듈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

실물옵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랙-숄즈모형은 단일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계산하기도 어렵지 않지만, 최종만기시점(T)

에만 옵션행사가 가능한 유럽형옵션 방식을 가정으로 해를 도출한다. 또

한, 이항옵션가격모형의 경우에는 복잡한 수리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옵션

가치 결정원리를 쉽게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용이하고 미국형옵션가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가치의 변동이 두 가지 결과만

허용되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가정이어

서 블랙-숄즈모형과, 이항옵션가격모델 모두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모

듈교체 옵션성격과는 다르며,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블랙숄즈나 이항

옵션가격 모형 등 대표적인 실물옵션모형에서는 폐쇄형해(Closed form

Solution)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σ:The volatility of underlying

assets)을 상수형태로 기입하여도 옵션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듈교체문제는 [그림 4, 5]와 같이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형태(Shape)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

표적인 실물옵션모형인 블랙-숄즈모형 혹은 이항모형의 폐쇄형해(Closed

form solution)에 시간에 대한 함수 형태로 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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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발초기)

시간(Time)

성숙업체

후발업체

t
(임의시점)

불량률
(%)

T
(생산종료시점)

불량률상한치

평균불량률

불량률하한치

[그림 4] 모듈불량률(가정)

불량률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그림 4]는 모듈 개발초기부터

양산종료시점까지의 예상 불량률 트렌드를 모형화한 것이다. 실제 모듈의

기술수준이나 생산난이도에 따라서 불량률 값(상/하한치,평균)이 다르게

분포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학습을 통해

작업자나 생산설비도 안정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불량률이 감소하고 변

동폭도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림 4]와 같이 기존업체(성숙업체)의 경우 생산경험을 통해 이미 학습

효과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제조완성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량률도

낮고 변동폭도 좁은 상태이다. 하지만 신규업체(후발업체)의 경우 경험도

부족하고 설비, 작업자 능력부족으로 불량률도 높고 변동폭도 크게 형성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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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발초기)

시간(Time)

불량률
(%)

60주차
(생산종료시점)

10주차 20주차 30주차 40주차 50주차

시간에따라모듈제조의완성도가높아지면서

(1) 불량률과변동폭(Volatility)이 급격하게감소한다

(2) 임의의시간(t)의불량률은불확실(Uncertainty)하다

불량률상한치

평균불량률

불량률하한치

[그림 5] 모듈불량률(실제)

다음으로 [그림 5]는 기술수준이 높은 모듈의 불량률을 실제 업체를 통

해 입수한 자료로, [그림 4]와 같이 전체적인 하향 Trend를 보이긴 하지

만 개발초기에 급격하게 불량률이 감소되고 변동폭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모듈교체라는 프로젝트는 변동성을 시간에 따

라 급격하게 떨어지는 함수형태로 가정하고 실물옵션방법을 통해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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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문제 해결안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듈변경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고 실물

옵션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하는 부분은 2가지이다. 첫째는 미

국형, 연기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 찾기와, 둘째는 변동성

(Volatility)을 상수가 아닌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로 지정하여 옵션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랙-숄츠 모형을 변형한 블랙의 근사

치추정법(Black’s Approximation) 방식을 도입하여 문제 상황을 모델링하

였다. Black은 1973년에 유럽형콜옵션의 조기행사를 고려할 수 있는 대략

적인 방법을 제안하였고, Hull(1993)과 Benaroch and Kauffman(1999)가

블랙-숄츠모형(유럽형옵션가정)을 사용하면서 만기시점 이전에 옵션을 행

사가 가능한 미국형옵션으로의 변형기법을 모형화하고 실제사례로 분석하

였다. 즉, 유럽형옵션을 미국형옵션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블랙의 근사치

추정법이라고 하고 Benaroch and Kauffman (1999)은 실물옵션 만기시점

(T)일때의 유럽형옵션가격(CT)와 조기행사가능시점(t)의 미국형옵션가격

(Ct)를 블랙-숄즈모형으로 측정하고, max(CT, Ct)의 조건으로 네트워크

뱅킹 확장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뱅킹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도 만기시점에 이전에 행

사하는 미국형옵션이므로 Benaroch and Kauffman(1999) 논문에서 적용

한 Black’s approximation 방식을 도입하여 문제상황을 모델링하였다.

두번째 문제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변동성 변화(Local Volatility)와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 실물옵션과 관련된 논문들은 주로 변동성을 상수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모듈교체 문제에서는 불량률 변동성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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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태를 보인다. 변동성을 상수로 고정시키고 블랙

숄즈 미분방정식을 정리하게 되면 정확한 Closed Form형태의 Solution을

도출할 수 있지만 시간에 따른함수로 변동성을 표시하면 정확하게 Closed

Form 형태로 해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금융수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역변동성(Local Volatility) 개념을 활용하여 불량률

Trend를 반영한 가장 간단한 형태로 Variable 자리에 t함수의 형태로 변

수를 넣고 수치적(FDM : Finite Difference Method)으로 풀어서 값을 정

하는 것으로 문제 상황을 모델링하였다. 본 논문의 모듈변경은 시간에 따

라 급격하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문제의

변동성은 다음 (식 (7))과 같이 설정하였다.

  
  (7)

변동성을 함수로 설정하여 어떤 함수가 최적의 금융옵션 상품을 만드는

지에 대해서는 금융수학의 중요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

물옵션 분석법에서는 금융수학의 조건으로 해석하고 옵션의 가치를 해석

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본 논문도 불량률 곡선이 초기에는 급격하게 떨어

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래프 형태(Graph Shape)를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는 행동(Behavior)을 표현하고자 변동성을

시간에 따른 지수형태로 가정하고 문제를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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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델링

5.1. 비용모델링

본 장에서는 업체에서 생산된 모듈을 받아서 조립하는 제조업체 생산라

인을 기반으로 비용 모델링을 수행한다. [그림1]과 같이 기존업체(S1)에서

생산되는 모듈을 A라고 하고, 후속업체(S2)에서 만든 모듈을 A’라고 표기

하고 제조회사 생산라인에서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식 (8)),(식

(9))와 같다.

전체비용  생산비용 + 품질재생산비용 + (초기투자비)

   ×
   ×

 ×


(8)

 ′  ×
′ ×

′×
′  (9)

-   ,   ′ : 모듈(A), 모듈(A’)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  : 생산대수(Q’ty)

- 

: 정상 모듈(A)원가 (기준가격)

- 
′ : 정상 모듈(A’)원가 (제조업체 M과 신규업체 S2간 협의된 싼 가격)

- 

,

′
: 모듈(A), 모듈(A’) 불량품(Failure) 재생산원가

(모듈해체비용+재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라인 손실반영)

- 

: 기존업체 모듈(A) 불량률 (안정화된 불량률 가정)

- 
′
: 후속업체 모듈(A’) 불량률 (t시점의 높고 불안정한 불량률)

-  : 초기투자비용 (실물옵션용어 : 행사가격)



- 36 -

5.2. 옵션가치 및 최적시점 모델링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듈변경 프로젝트의 기초자산

S(underlying Asset)는 변경시점(t) 이후의 비용감소액(Cost Saving)으로

정의하였다. (식 (10))와 같이 t시점에서의 비용감소액은 모듈A의 전체비

용에서 모듈A’의 전체비용을 삭감한 비용이며, t시점의 기초자산인 St는

(식 (11))과 같이 변경시점 이후의 전체비용감소액을 현가로 전환한 값을

의미하고 X(Investment Cost)는 초기 투자비용을 의미한다.

   
 

′
(10)

          ⋯  (11)

-  : t시점 비용감소액 (=
 (모듈A전체비용)–

 ′(모듈A’전체비용))

-  : t시점 이후의 전체 비용감소액 현가전환

이상의 식들을 통해 임의의 t시점에 모듈변경 옵션을 행사하면 다음

[표 8]과 같이 시점별로 옵션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시점  …  … 
 (t시점 이후의 전체비용감소액) 

…


…


 (Discounted Investment cost)   × 
   ×  

 × 
   ×  

 (유럽형콜옵션가치) 

 (미국형콜옵션가치) 

…

  

…




 


Maximum

(t시점 도출)

-  : t시점의 콜옵션 가치,  : T시점의 콜옵션 가치

[표 8] 시점별 옵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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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 Approximation 방식인  
 

을 이용하고 옵션의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시점(t)를 (식 (12))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게 된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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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설계

본 장에서는 5장에서 세운 모델링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실험환

경과 설계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그림 1]에서 제시한 모듈교체의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운다. 제조회사(M)은 기존업체(S1)로부터 모듈(A)을 공급받아 제조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현재 모듈(A)의 불량률은 안정화되어 있어

생산라인에서 1.57%의 불량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신규

업체(S2)가 기존업체(S1)보다 모듈당 20%의 원가를 할인해 주겠다는 유

리한 가격을 제조회사(M)에게 제시한다 (‘13년 1월초 기준). 즉, 기존업체

(S1)에서 생산하던 모듈(A)은 100만원이었으며 후속업체에서 제시한 모듈

(A’)의 가격은 80만원이다.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만족적이었지만, 제조

회사에서는 우선 신규업체(S2)의 품질수준을 보고 업체교체시점을 결정하

겠다고 통보한다. 초기 샘플생산을 통해 확인한 모듈(A’)의 초기불량률은

80%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신규업체(S2)에 해당 모듈을 생산하기 위

해서 후속업체(S2)에 들어가는 투자비(설비Setup비용 및 기타작업자교육

등)는 총 5억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다. 해당 모듈(A)의 생산기간은 14년

4월30일까지로 아직 16개월의 생산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월별로 모

듈수요는 500대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업체로부터 모

듈 입수 후 제조회사 생산라인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모듈 해체하는데 들

어가는 비용과 재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라인손실을 감안하여 정상품

대비 1.5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불량단가를 책정하였다. 후속업체(S2)의

불량률이 평균 80% 수준이지만 초기변동성 및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감

안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가정한 변동성 함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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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가정상황을 통해서 모듈교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 시점에

서의 현금흐름법 가치를 측정해 본다. 또한, 제조회사입장에서는 후속업체

에게 현시점부터 품질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연을 하겠다고 의사결정 하

겠다고 통보하였기 때문에 연기 및 미국형옵션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

성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실물옵션법 중 블랙숄즈모형을 통해서

실물옵션의 가치를 확인해보고 블랙근사추정법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모

듈교체를 진행하는 것이 회사이익이 극대화되는지 확인해 본다. 다음절부

터는 실제 설정한 파라미터 값들을 활용하여 현금흐름법의 가치와 미국형

지연콜옵션의 가치를 계산해 본다.

6.1. 파라미터설정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모듈변경 프로젝트는 미국형 연기옵션의 성격

을 지니고 있으며, 불량률 변동성을 일정한 상수값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

니라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드는 실제 불량률 형태와 유사하게 설정

하였다. 본 논문에서 가정한 변동성 함수는     형태이다.

- 모듈생산시기 : 13년1월1일 ~ 14년4월30일

- 만기시점 : 16개월 후

- 생산수량 : 500개/월

- 모듈원가 : 1,000,000원 (1백만원)

- 원가할인율 : 20% (제조회사와 업체간 합의된 할인비율)

-  : 7%

- 불량단가수준 : 1.5배 (정상품 대비 1.5배 수준)

- 초기투자비 : 500,000,000원 (5억)

- 제품난이도 : 중수준 (개발초기불량률:70%, 생산종료시점:2%)

- 변동성 :    

[표 9] 파라미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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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험결과 및 토의

6.2.1. 현금흐름법

[표 9]에 설정된 파라미터 값을 통하여 현시점에서 모듈교체를 진행하

였을 때의 가치를 확인해 보겠다. 우선 현시점부터 2개월까지의 비용절감

액인 값을 확인해보면 [표 10]과 같으며 해당기간의 비용절감액은 –

5.9억으로 현시점에서 2개월까지는 손해가 발생한다.

모듈 기존모듈(A) 신규모듈(A’) 비용감소액 비고

생산비용
10억

(0.01억*1000개)

8억

(0.008억*1000개)
2억

모듈원가

20%할인 적용

품질비용
0.3억

(불량률2%)

8.2억

(불량률70%)
-7.9억

제품난이도

적용

전체비용 10.3억 16.2억 -5.9억
신규모듈운영

으로 인한 손해

[표 10] 현재시점 현금흐름() 계산방법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시점부터 생산종료시점까지의 현금흐름을 확인해

보면 [그림 6]의 결과와 같으며 시간에 따라서 불량률이 안정화되면서 6

개월이 후 현금흐름이 양(+)의 값으로 바뀌고 기업입장에서는 모듈교체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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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종료
시점

현시점

	: -5억−5.9억


2월

−1.6억	 −0.01억
0.8억

4월

6월 8월

1.3억 1.6억 1.8억 1.9억 2.0억
10월 12월 2월 4월



X   :  투자비 :  t시점의 비용감소액

[그림 6] 현시점에서 모듈교체시 Cash Flow

이때 모듈교체로 인한 전체비용감소액()을 계산해 보면, [그림 6]과

같이 현시점이후의 모든 cf값을 현가로 전환하여 계산할 수 있고 총 1.4

억(=PV(-5.9-1.6-0.01+0.8+1.3+1.6+1.8+1.9+2))의 값을 도출할 수 있다. 또

한 업체투자금액(X)이 5억원이기 때문에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모듈교체를 진행하면 [표 11]과 같이 약 3.6억(=1.4-5)의 운영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제조회사 경영진들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

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단위:만원

표기 의미 현시점

 전체비용 감소액 14,024

 초기 투자비 50,000

   전통적인 NPV 방식 -35,976

[표 11] 현금흐름법 결과 (현시점모듈교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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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실물옵션법

모듈교체라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파라미터값

과 변동성함수를 넣어서 함께 계산하여야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변동

성 부분을 고려할 때,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변하는 지역변동성(Local

Volatility)함수를    로 가정하여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Closed

Form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기법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Matlab이며, 해석방법은 블랙-숄즈 Local

volatility 에 자주적용이 되는 Crank-Nicolson Method를 사용하였다. 해

당 방법은 안정성도 Explicit Method보다 뛰어나고, 정확도도 Implicit

Method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폐쇄형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 자리에 함수형태를 기입하여 수치적(FDM:Finite

Difference Method)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최적 근사치로 옵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설정된 파라미터들과

Crank-Nicolson Method를 이용하여 블랙-숄즈모형에 대입하여 옵션의 가

치를 계산하였으며, [표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투자하였을

때와 투자시기를 지연하였을 때의 옵션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옵션의 가

치가 양(+)의 값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만원

투자시기
13년 14년

현재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4월

모듈교체시점 현재 2개월후 4개월후 6개월후 8개월후 10개월후 12개월후 14개월후 16개월후


(t시점이후

전체비용감소액)

14,024 75,021 91,861 93,084 85,807 73,466 57,858 40,022 20,599

 
(초기투자비)

50,000 49,420 48,847 48,280 47,720 47,167 46,620 46,079 45,544


(유럽형콜옵션)

8,465


(미국형콜옵션)

27,134 44,547 47,003 41,434 31,526 19,770 8,537

[표 12] 실물옵션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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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종료
시점

현시점

	: -5억


2월

	0.8억
4월

6월 8월

1.3억 1.6억 1.8억 1.9억 2.0억
10월 12월 2월 4월

X   :  투자비 :  t시점의 비용감소액

[그림 7] 6개월뒤 모듈교체시 Cash Flow

예를 들어, 6개월 뒤 모듈교체를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현금흐름을 확인

해 보면 [그림 7]과 같다. 6개월 뒤에 모듈 교체를 실시하기 때문에 현시

점과 2월, 4월에 발생하는 비용감소(Cost Saving)금액은 없으며 6월 이후

에 비용감소금액이 발생한다. 이를 6개월 이후의 전체 비용감소금액(S)으

로 환산해 보면 9.3억(=PV(0.8+1.3+1.6+1.8+1.9+2))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

다. 또한 투자액을 6개월뒤 Cash Flow로 환산하면 4.8억(X)으로 확인이 되

고 이를 통해 블랙-숄츠모형에 변동성함수(    )를 넣고, 

Crank-Nicolson Method를 통해 옵션의 가치를 산출해보면 4.7억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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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토의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방식인 현금흐름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

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유연하게 투자의 방식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본 논문에 설정된 파라미터값으로는 현금흐름법이

음(-)의 가치가 나오게 되어서 초기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연기(지연)옵션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치를 재 산출해본 결과 양(+)의 가

치를 보이게 된다. 결론적으로 경영진입장에서 실물자산을 평가할 때 현

금흐름법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판단하게 되면 탄력적(Flexible)으로 운영이

가능한 옵션의 가치를 저평가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Hull(1993)이 블랙근사치추

정법(Black’s Approximation)을 이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내

용을 확인하였고, Benaroch and Kauffman (1999)에서는 네트워크 뱅킹확

장이라는 미국형지연옵션 프로젝트에 옵션가격을 블랙숄즈 모형으로 측정

하고, 유럽형콜옵션(CT)과 미국형콜옵션(Ct)를 MAX(CT, Ct) 조건으로

확인하여 비용절감이 최대화 되는 시점 t를 구하는 블랙근사치추정법을

활용한바 있다.

본 논문에서도 Benaroch and Kauffman (1999)에서 제시한 방법을 토

대로 모듈교체를 해석해 보았으며 유럽형 만기시점 콜옵션가치는 약 0.84

억이었으나, 블랙근사추정치모형을 사용하여 미국형연기옵션을 행사하였

을 때에는 6개월 연기 후 모듈교체시 4.7억의 옵션가치가 발생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모듈교체의 최적시

점은 [표 13]와 같이 옵션가치가 최대화 되는 시점인 6개월 후에 투자하

는 것으로 결론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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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만원

　
　
　
　
　
　
　
　
　

투자시기
'13년 '14년

현재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4월

모듈교체 행사시점 (옵션행사시점) 2개월후 4개월후 6개월후 8개월후 10개월후 12개월후 14개월후 16개월후

 (전체비용 감소액) 14,024 75,021 91,861 93,084 85,807 73,466 57,858 40,022 20,599

 (초기 투자비) 50,000 49,420 48,847 48,280 47,720 47,167 46,620 46,079 45,544

   (전통적인 NPV 방식) -35,967 　 　 　 　 　 　 　 　

 (유럽형콜옵션) 8,465

 (미국형콜옵션) 27,134 44,547 47,003 41,434 31,526 19,770 8,537

     　 27,134 44,547 47,003 41,434 31,526 9,770 240 8,537

    27,561 45,609 49,118 44,924 36,479 25,922 14,624 14,379

    27,518 45,491 48,868 44,501 35,873 25,165 13,860 13,640

    27,134 44,547 47,003 41,434 31,526 19,770 8,537 8,465

    26,792 43,895 45,896 39,729 29,126 16,771 5,760 5,723

    25,749 43,024 44,811 38,107 26,405 12,266 1,536 1,511

    33,631 52,622 56,394 51,913 42,754 31,003 5,457

[표 13] 블랙-숄즈모형과 블랙근사치모형을 적용한 모듈교체 최적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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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제조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듈단위의 원가절감 활동 중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듈교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모듈

교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기업이 얻게 되는 수익과 지출되는 비용을 상황

에 맞게 체계적으로 기술해보았으며 기업에서 발생되는 전체 비용을 모델링

하여 모듈교체프로젝트가 기업에 얼마만큼의 투자가치를 얻게 해주는지 확인

해 보았다.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모듈교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품의 신뢰성유지

측면에서 수리 및 교체를 진행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가절감을 위해

모듈교체를 하는 것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또한, 실물옵션기법과 관련된 연

구들에서도 불확실성 및 변동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일반적인 투자 프

로젝트에 대해서만 실물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을 뿐 모듈변경에 따른 원

가절감 프로젝트를 가치로 환산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가치평가법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모듈교체프로젝트

의 가치를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을 적용해봄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옵션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성불량률 인자를 넣어서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모듈변경프로젝트 진행시, 어떤 시점에 바

꾸는 것이 회사의 비용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실물옵션에

기초하여 해석하였다는 데에 기존 논문들과 차별화를 둘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불량률과 변동성을 비

용 및 가치를 모델링하였고 회사의 지출비용이 최소화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옵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랙근사치추정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모

듈교체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조기업의 특정한 상황에 맞게 파라미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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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여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결과값

을 보면 전통적인 현금흐름법에서는 수익대비 투자비가 커서 투자 불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미국형연기옵션이라는 유연성을 가지고 실물

옵션법으로 접근한 결과 [표 13]에 있는 결과 값과 같이 6개월 뒤에 투자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모듈교체라는 문제는 현시점부터 생산종료시점까지의 중간 시점에 기업의

비용절감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의 한계점 및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변동성에 대한 추가 해석부분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모듈교체

상황은 불확실한 변동성을 불량률에만 국한하여 고려하였다. 하지만, 실제 상

황에서는 불량률 이외에 시장수요 및 환율 등에 따라 모듈원가도 불확실하게

변동된다. 이에 추후 연구는 불량률뿐 아니라 원가에 대한 변동성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 변동성함수 설정에 대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

서 적용한 변동성 함수는 불량률형태에 맞추어 가장 기초적인 지수함수형태

로 설정하였으나 다른 함수를 넣게 되면 옵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또한, 실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 함수

가 가장 적절하게 옵션가치를 평가하였는지는 검증이 어려웠다. 추후 연구에

서는 변동성함수를 적절히 설정하고, 실제 발생한 투자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변동성 함수를 찾는 연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1개의 모듈만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였지만 추후 연구과제에서는

2개 이상의 모듈을 교체할 때 어떤 조합 혹은 순서로 교체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 시킬지에 대한 연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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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ing Module Replacement Timing 

Using Real Option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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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world has entered the era of limitless competition, manufacturing 

companies are trying to reduce the product cost and lead time. The modular 

design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strategies to meet the manufacturer’s target. 

It subdivides a product into a number of modules, which represent basic units 

for development or management. By managing each module separately, the 

modular design provides benefits such as short development lead time and 

improved maintainability. In a modular design, the company often subcontracts 

the production of each module to other companies. In this situation, it is 

common that the company frequently replace the subcontractor with others who 

offers cheaper production cost. However, module replacement accompanies 

potential risk in quality management. Due to the lack of production experience, 

the newly changed subcontractor produce module with relatively lower quality. In 

this sense, there is a trade-off between quality cost and production cost in 

module replacement. In addition, the manufacturing company could not estimate 



- 55 -

the exact failure rate of an module which is produced by newly changed 

subcontractor at certain time t. Therefore, decision maker should make a decision 

whether the module replacement is conducted or not after considering production 

cost and quality cost including uncertainty and variability property.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for determining optimal module replace timing considering 

both production cost and quality cost using real options approach. and this paper 

derived the value of module replacement using the Black-Scholes model which is 

commonly used in real options approach. and this paper proposed a method to 

reveal an optimal replacement timing using Black’s approximation. As a result by 

a numerical data, it is found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positive real 

option value in the investment of modular replacement which had net present 

value calculated by traditional discounted cash flow model shows negative value.

Keywords : Module Replacement, Real Option, Black-Scholes model, 

Black’s Approximation, Deferral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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