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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아웃소싱은 기업의 략  선택으로 서비스 공 자와 수요자 사이에 SLA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
를 측정하고 평가 받게 된다. 표 인 지표인 애 리 이션 가용성은 서비스의 단 는 오류없이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지원능력이며, 애 리 이션 서비스 단은 비즈니스의 단을 동

반하게 된다. 그런데, 기존의 측정방법은 단시간을 모두 일 으로 평가하여 측정된 서비스 수 의 

신뢰성이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 리 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

자의 생산성, 시간  시스템별 요도 가 치를 반 하여 측정된 서비스 수 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수 에 한 사용자의 체감만족도와 객 성을 높일 수 

있었다.

1. 서론

   IT 아웃소싱은 기업의 략  선택으로 활발히 

개되고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에 한 서비스의 

수 을 확보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이슈이며 

아웃소싱이 성공하기 해서는 서비스 공 자와 수요

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인식해야 한다[1].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기 해서는 

서비스 공 자와 수요자간의 계 리가 제 로 이

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아웃소싱에서 계 리 도

구가 서비스 수  약(Service Level Agreement : 

SLA)이다[2]. SLA는 정보시스템 수요자와 공 자 

가 약에 의해서 일정수 의 서비스를 정하고 이를 

문서화한 계약서이다[3]. 여기에는 상 서비스에 

한 정의, 서비스 수혜자의 책임, 서비스 공 자의 책

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측정 방법에 하

여 구체 으로 기술한다. 한 양자간의 상과정을 

통하여 실 인 목표와 의미있는 서비스 수 의 측

정지표를 포함한다[4]. SLA의 실행과정에서 실제 지

표의 선정은 매우 요한 문제이며, 애 리 이션 

가용성은 표 인 측정지표이다. 

   애 리 이션 가용성은 서비스가 단 는 오류 

없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가용되고 있는지의 비율을 

의미하며, 약속된 서비스 제공시간에 사용자가 시스

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이다[5][6]. 따

라서 비즈니스의 성공을 해서는 애 리 이션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5]. 

   애 리 이션 서비스가 단되면, 비즈니스도 함

께 단된다. 이때, 애 리 이션 가용성은 SLA의 

측정기 에 의해 단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리 활용되는 가용성의 측정방법은 단시간

을 모두 일 으로 동일하게 평가한다. 단된 시

스템의 요도와 사용자의 생산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이로 인해 측정된 서비스 

수 의 신뢰성이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 리 이션의 가용성에 

사용자의 생산성, 시간의 가 치  시스템별 요

도 가 치를 반 하여 측정된 서비스 수 의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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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2.1 Availability(가용성) 측정 방법

   일반 으로 가용성은 체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 서비스 가용시간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가장 

리 알려진 가용성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용성   =  
  

 * 100 (%)             (1)

   식 (1)에서 A는 고객과 약속된 총서비스 시간이

며, B는 계획되지않은 정지시간을 의미한다. 애 리

이션 가용성 측정은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

에 계획된 총 서비스 시간과 비 계획된 시간의 합을  

기 으로 총 서비스 시간을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

타낸다[5][6]. 

   Availability 측정 방법은 총 서비스 시간을 기

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애 리 이션의 가용성에 직

 향을 받는 사용자의 생산성, 시간  시스템별 

요도 가 치는 반 되어 있지 않다.

 2.2 CFIA 측정 방법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에서는 가용성을 

비즈니스와 사용자 만족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용성 리를 계획, 개선, 보고의 3가지 면에서 지

원하며, 측정을 한 다양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5]. ITIL이 제공하는 가용성 리 방법론  

CFIA(Component Failure Impact Analysis)방법은 

가용성에 따른 최종 사용자의 향(생산성)을 포함

한다. CFIA 가용성 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용성   =  


 * 100 (%)     (2)

   식 (2)에서 EUDT(End User Downtime)는 다운

시간과 사용자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되고, 

EUPT(End User Processing Time)는 합의된 서비

스 시간과 사용자 수를 곱한 것으로 계산된다[5]. 

CFIA방법을 한 사고정보는 일자, 장애시간, 장애

내역, 시스템, 사용자 향도의 항목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다운시간에 따른 각 사용자의 손실을 

생산성으로 환산하여 반 한다[5]. 그러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  시스템별 요도 가 치는 역시 

반 되어 있지 않다.

2.3 가 치 결정기법

   의사결정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속성들의 상

 요도를 나타내는 가 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  방법, 통계  방법, 직  방법, 간

인 방법, 종합 단법, 분해법 등 다양하다. 가

치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성

질은 실질  타당성, 이론  타당성, 용의 용이성, 

용의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7].

   아래의 식 (3)은 Canada와 Sullivan에 의해 제시

된 것으로, 객 인 가 치(Objective Weight)와 주

 가 치(Subjective Weight)가 존재할 때 조정

을 통해 새로운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다

[7][8].

  가 치=α*객  가 치+(1-α)주  가 치 (3)

   이 방법은 측이론에서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이라 불리는 것이며, 이때 α는 

평활상수이다[7].

   평활상수 α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α > 0.5 인 경

우에는 객  가 치에 더 많은 비 을 두는 것이

며, 반 로 α < 0.5 인 경우는 주  가 치에 더 

많은 비 을 두고 가 치를 계산하겠다는 의미가 된

다. 따라서, 의사결정자 자신이 속성의 주  가

치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α값을 조정하여 이 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

3. 가 치기반 애 리 이션 가용성 측정방법의 

산정  구

3.1 가 치기반 애 리 이션 가용성 측정방법

(1) 애 리 이션 가용성 측정식 산정

   가 치기반의 애 리 이션 가용성 측정방법은 

최종 사용자의 생산성을 포함하는 CFIA 측정방법을 

기본으로, 시간  시스템별 요도 가 치를 반

하는 방법이다.  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용성  =   


  (4)

   식 (4)에서 Time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별 

가 치를 의미하며, System은 요도에 따른 시스

템의 가 치를 나타낸다. EUPT와 EUDT는 CFIA 

측정방법에서 활용되는 의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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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트랜잭션수 포아송분포 보정계수 시간가 치

08:00-09:00 15.4 0.67 0.54 1.2

09:00-10:00 17 0.83 0.54 1.4

10:00-11:00 30 1.00 0.54 1.5

11:00-12:00 29 1.00 0.54 1.5

12:00-13:00 7 0.03 0.54 0.6

13:00-14:00 15 0.67 0.54 1.2

14:00-15:00 23 0.99 0.54 1.5

15:00-16:00 21 0.97 0.54 1.5

16:00-17:00 18 0.88 0.54 1.4

17:00-18:00 15 0.67 0.54 1.2

18:00-19:00 13 0.46 0.54 1.0

19:00-20:00 6.8 0.01 0.54 0.6

20:00-21:00 2 0.00 0.54 0.5

구분 A B C D 가 치
보정

계수

시스템

가 치

A 1 5 7 9 0.65 0.9 1.55

B 1/5 1 3 5 0.20 0.9 1.1

C 1/7 1/3 1 3 0.10 0.9 1

D 1/9 1/5 1/3 1 0.05 0.9 0.95

(2) 가 치 산정기

   의사결정자는 가 치를 계산하기 에 각 속성에 

해서 주 인 가 치를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

[7]. 시간과 시스템의 가 치 부여에도 객 인 가

치보다는 주  가 치가 요시되기 때문에 평

활지수 α값을 0로 설정하여 주  가 치를 최 로 

부여하 다.

(3) 시간 가 치 결정

   <표 1>의 시간가 치는 각 시간 별 사용자가 

애 리 이션 서비스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A사의 연간 트랜잭션수를 월단 로 환하 고, 단

시간의 사건의 출 횟수 분석을 해 포아송 분포

를 사용하 다[9]. 월 평균 트랜잭션은 14(백만)이며, 

월 트랜잭션수와 평균 트랜잭션수가 동일한 구간

(18:00)을 1로 보정하기 해 보정계수 0.54를 용

하 다.

<표 1> 시간 가 치

(4) 시스템 가 치 결정

   <표 2>의 시스템가 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애 리 이션의 요도를 상 으로 평가하기 해 

AHP기법[10]을 사용하 다. 9  척도를 활용하여, 

C등 의 시스템을 1로 보정하기 해 보정계수 0.9를 

용하 다.

<표 2> 시스템 가 치

(5) 사용자 생산성 결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기법은 CFIA방법[5]을 인용하여 용하 다.

3.2 가 치기반 애 리 이션 가용성 측정의 구

(1) 구 환경

   제안된 측정방법의 구  환경은 다음과 같다.

   · 서버 

    - 운 체제 : Linux

    - DBMS   : Oracle 10g

    - 개발언어 : PowerBuilder 9.0, C언어

   · 클라이언트

    - 운 체제 : Window 2000이상

(2) 구  소스코드  화면 시

    애 리 이션 가용성을 가 치기반의 측정방법

으로 구 한 소스코드와 화면은 아래와 같다.

  event open;call super::open;string  //이벤트 시작

    datawindowchild   ldwc, datetime          ld_sysdate

    m_tool.m_file.m_insert.Enabled  = False

    m_tool.m_file.m_delete.Enabled  = False

    //단 업무 반

    dw_part.uf_retrieve('SLA_SUBSYS')

    dw_part.uf_insert_item('%',' 체')

    dw_1.SetTransObject(SQLCA)  // SLA기 정보를 가져옴

    dw_2.SetTransObject(SQLCA)  // 계산값을 가져옴

  end event

(그림 1) 구 된 소스 코드

(그림 2) 가 치기반 측정방법의 화면 시

   (그림 1)은 구 된 소스코드로 SLA의 기 설정

은 년단 로 설정하기 때문에 기 정보를 데이터베

이스에서 읽어오도록 구 하 다. (그림 2)는 시스템 

요도, 시간, 사용자의 생산성을 화면에 제공하므로

써 서비스 단에 따른 향도 악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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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vailabiliy방법 CFIA방법 가 치기반측정방법

가정1결과 98.80(%) 99.10(%) 97.92(%)

가정2결과 98.80(%) 99.98(%) 99.94(%)

측정요소 정지시간
정지시간,

사용자

정지시간, 사용자,

시스템/시간 요도

장
-계산식이 간단

-사용성 우수

-생산성 반

-부분사건반

-사용자생산성 반

-시스템/시간 반

-산출값 신뢰도향상

단
-산출값 신뢰도

 기능성부족

-시스템/시간

요도 미반

-가 치, 보정계수

 산출근거 보강필요

4. 평가  비교

(1) 평가

   가용성 방법의 효율성을 하여, 아래와 같은 조

건을 부여하고 이를 평가하 다.

 
  · 가정 1 : 거래처리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사용자와 약속된 서비스 제공시간 : 24*7  (시간)

총 사용자수 : 1,000 (명), 정지시간    : 2 (시간)

정지시간  : 10시-12시, 시스템 요도 : A

실제 가동 단을 경험한 사용자 : 750 (명)

   가정1에 한 측정방법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Availability 측정방법 : 
  


            (5)

식 (5)는 총 서비스 제공시간에서 정지시간을 제외

한  98.80(%)의 가용성 측정결과가 산출되었다.

- CFIA 측정방법 :      
 

      (6)

식 (6)은 총 서비스 제공시간과 정지시간을 느낀 

750명이 반 된 99.10(%)의 측정결과가 산출되었다.

- 제안측정방법 : 
       

 
(7)

식 (7)은 시간 가 치 1.5와 시스템 요도 가 치 

1.55가 반 된 97.92(%)의 측정결과가 산출되었다.

 
  · 가정 2 : 거래처리가 거의 없는 시간대

사용자와 약속된 서비스 제공시간 : 24*7  (시간)

총 사용자수 : 1,000 (명), 정지시간    : 2 (시간)

정지시간  : 22시-24시, 시스템 요도 : C

실제 가동 단을 경험한 사용자 : 100 (명)

   가정2에 한 측정결과는 98.80(%), 99.881(%), 

99.941(%)로 산출되었다.

(2) 측정방법 비교

   <표 3>은 각 측정방법에 한 성능  장단  

분석으로 제안된 측정방법이 우수함을 보여 다.

<표 3> 측정방법의 비교

5. 결론  향후 과제

   아웃소싱의 성과를 평가하는 SLA의 주요지표인 

애 리 이션 가용성은 기존의 측정방법이 단시간

과 시스템을 모두 일 으로 평가하여, 측정된 서

비스 수 의 객 성에 문제 을 노출하고, 측정값이 

사용자가 느끼는 수 보다 높아 신뢰도의 하를 유

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애 리 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생산성, 시간  시스템별 요도 가 치

를 반 하 다. 그 결과 정지시간에 한 정확한 산

정과 측정값의 정 도가 3% 개선 되었으며, 신뢰도

가 향상되었다. 정성  효과로는 서비스 수 에 

한 사용자의 체감만족도도 상승하는 결과를 보 다.

   향후에는 가 치기반 애 리 이션 가용성 측정

방법의 가 치 용과 보정계수 산정방식에 한 검

증이 필요하며, H/W와 애 리 이션을 통합하는 측

정방법과 서로 다른 랫폼에 한 가용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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