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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fines the Next Generation

System(NGS) built by domestic financial

businesses and classifies their architecture

into two typical type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the project and the relative cost

of IT investment in the short term: the Big

Bang approach and the Phase approach.

Herein, we study the two approaches as

alternatives in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System, and derive the factors

that are to be considered in the evaluation

of the two alternatives for financial

businesses. The set of standards for the

choice between the two models are grouped

into categories that constitute performance

evaluation for IT - Cost, Performance and

Risk. We drill down further into each

category to second and third subordinate

levels to derive detailed selection criteria.

Based on the criteria drawn from the

study, we conduct a survey with

information system planners, IT managers

and specialists at financial companies who

are currently planning, developing or have

completed a Next Generation System.

Survey results are analyzed using the AHP

methodology to compare and understand the

different approach in the implementation of

NGS for financial business.

Key Words : Next Generation System, AHP

, Feasibility Study on IT Investment.

서론1.

국내 금융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통법 로 대표되는 정책 및 규제( )’

에 대한 변화와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 그리고 고객의 다양한 니

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 상품간의 복합 및

연계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들은 경쟁적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

권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은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시스

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투자의 타당성에 대

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시스템을 계획하고 있

거나 진행중 또는 이미 구축 완료한 금융회사

의 담당자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법을 적용하여 차세대시스템에 대한 투자 의,

사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항목간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투자대안에 대한 의사결정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차세

대시스템에 부여하는 핵심가치를 식별하여 구

축 대안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며 투,

자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 요인을 제

공한다.

금융 차세대시스템의 정의와 구축방안2.

금융 차세대시스템의 정의2.1

기존에 차세대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

로 부족하지만 문헌 연구를 통해 차세대시스

템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세대금. ‘

융시스템이란 첫째 아키텍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략 모델의 도출 둘째 를 중심. , Core Infra

으로 한 시스템 개발 셋째 계좌 통합을 통한. ,

시스템의 간결화 넷째 데이터 구조 및 프로. ,

그램의 화 다섯째 신속한 상품 개Component . ,

발 지원 여섯째 데이터웨어하우징을 통한 정. ,

보 활용의 극대화 일곱째 고객 마케팅 기. , DB

반 구축 여덟째 이익 관리체계 구축 아홉째. , . ,

위험 관리 열째 개발 과정의 자동화 차세대. , (

금융시스템 이진우 첨단금융 를 이, ,1998.04)’ ‘ IT

용한 고객만족시스템 차세대프로젝트 서재화외( ,

인 차세대시스템이란 금융기관의2 ,2007.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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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비즈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와 가 이상적으IT

로 통합된 시스템을 말하며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에 새로 도입하는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모두를 말한다 금, , (

융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현황 및 전망 이재현, ,

2007.07)’

위와 같이 기존의 차세대시스템에 대한 정의

는 시스템의 특징을 나열하거나 일반적인 IT

의 기능 및 구성요소를 지칭하고 있어서 차세

대시스템이 갖는 목적 범위 등을 명시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시스.

템을 금융회사가 내외부경영환경의 변화에‘ ․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의,

실행을 통해 기업의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하( )

여 구축하는 전사 차원의 아키텍처 중심의 통

합 시스템 으로 정의한다’ .

차세대시스템 구축방식2.2

차세대시스템 구축방식은 프로젝트 수행에

요구되는 소요 시간과 목표하는 시스템의 전

체 구축비용에 대해 단기간에 발생하는 상대

적인 정도 그리고 한 번의 시스템 구축을 통,

해 커버하는 비즈니스 영역의 정도에 따라 혁

신적 방식과 단계적 방식으로(Big Bang) (Phase)

구분한다 여기서 혁신적 방식이란. (Big Bang)

기업이 정의한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산시스템의 도입교체를 년 이내의 단기간2․
에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고 단계적,

방식은 년 이상의 중장기간에 걸쳐(Phase) 2 ․
구축하는 것이다.[1]

금융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현황3.

차세대시스템을 진행중이거나 구축 완료한

대부분의 국내 금융회사들은 궁극적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시스템의 명확성과 중복투자

의 위험성을 이유로 빅뱅방식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세대시스템을 구성하는 하

위 시스템의 종류 및 규모가 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야 할 목표시

스템의 전체를 정의하고 구축은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빅뱅방식의 개념을 적용한 단계적,

방식을 채택하여 차세대시스템 구축의 안정성

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

를 통한4.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차세대시스템 구축방식의 비교 분석

기법4.1 AHP

표 금융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현황[ -1]

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시스템 오픈시스템 오픈시스템 오픈시스템 오픈
시기 예정시기 예정시기 예정시기 예정( )( )( )( )

구축방식구축방식구축방식구축방식 대상시스템대상시스템대상시스템대상시스템

두산캐피탈 년 월2009 7 빅뱅 계정계 정보계,

하나은행 년 월2009 5 단계적
인터넷뱅킹MCA, ,

정 보 계 카 드 시 스,
템 등,IFRS

농협중앙회 년 월2009 1 단계적
계정계 재무관리시,
스템 등,MCA

국민은행
년2007

착수
단계적

계정계,EDW, PPR
등,IFRS, ALM

롯데캐피탈 년 월2007 10 빅뱅 계정계 정보계,
제일은행sc 년 중2006 단계적 코아뱅킹 시스템

신한은행 년 월2006 10 빅뱅
코어뱅킹 정보계,
통합 업그레이드/

외환은행 년 월2005 2 빅뱅
코어뱅킹 외국환시,
스템 정보계 재해복, ,
구시스템 등

우리은행 년 월2004 9 빅뱅
계정계 정보계 종합, ,
여신관리시스템 등

기업은행 년 월2004 9 빅뱅 계정계

기법은 에 의해 개발된AHP Saaty(1980, 1990)

다 기준 의사결정 모델(Multi-criteria decision

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model) ,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시 검토되어야

하는 평가항목을 계층적으로 표현하고 각 평

가항목을 둘씩 짝을 지어 쌍대비교‘ (pairwise

를 통해 각 평가항목 간의 중요도comparison)’

가중치 를 측정한다( ) .

는 정량적인 분석이 곤란한 의사결정 분AHP

야에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경쟁되는 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2]

모형 설계4.2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

사결정시 평가하는 항목을 표 와 같이 정보[ -2]

화투자 의사결정의 가지 기준인 비용 성과3 , ,

위험을 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차 세부기준. 2

으로 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분류하

였고 성과는 재무적 효과 기술적 가치 전략, ,

적 가치 조직 환경변화에 대응으로 분류하였,

으며 위험은 프로젝트 수행 위험과 시스템 운

영 위험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평가항목을 상.

세화하기 위하여 차 세부기준을 도출하였는3

데 다음과 같다 직접비용 및 교체. -H/W S/W①

비용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용역비 간접비. ②

용은 사용자 교육비용 시스템 다운에 따른 업,

무마비 비용 수작업 비용 재무적 효과 인, . -③

건비 절감 수익 성 증대 업무처리 비용 절감, ( ) ,

기술적 가치 시스템 업그레이드 노후장비- ,④

교체 데이터품질 향상 통합 및 고도화, , UI . ⑤

전략적 가치 인수합병 대응 정책 규제 변화- , /

대응 시장환경 변화 대응 상품변화 융합 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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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세대시스템 구축 의사결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조작적 정의[ -2]

차 분류1 정의 차 분류2 정의 차 분류3

비용
시스템 투자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또는
실제 지출된 비용

직접 비용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H/W,

용역에 대한 발생 비용S/W,
교체 비용H/W,S/W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용역비

간접 비용
�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

으로 파악할 수 없는 와 업무의 공통IT
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비용 또는 손실

사용자 교육비용
시스템다운에 따른 업무마비 비용
수작업 비용

성과
시스템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 또는 실현
된 기대효과

재무적
효과

� 시스템 투자에 따른 비용의 절감 또는
수익증가 또는 수익성 향상 등의 재무적( )
가치 향상

인건비 절감
수익 성 증대( )
업무처리 비용 절감

기술적
가치

� 기능적 고객정보(Business Coverage:
통합관리 등 비기능적)/ (Non Functional

최대사용자 수 등 성Requi rement : )
능향상

시스템 업그레이드
노후장비 교체
데이터품질 향상

통합 및 고도화UI

전략적
가치

� 조직의 미션 전략 목표의 달성에 기영, ,
하는 정도

� 비즈니스 전략과의 부합성

인수합병 대응
정책 규제 변화 대응/
시장환경 변화 대응
상품변화 융합 대응( )

조직
환경변화
에 대응

� 조직개편 또는 인사발령에 따른 프로젝
트 추진 부서 및 담당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율

� 경영층 또는 의 의지 반영CIO

경영층 의지 부합
유관부서의 협업

조직의 위상 향상IT

위험

계획된 비용의 시스
템 투자를 통해 기대
효과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불확실
성

프로젝트
수행 위험

�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일정,
범위 비용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의 정도

중복투자의 위험
프로젝트 범위관리 위험
프로젝트 비용초과 위험
프로젝트 일정준수 위험

시스템
운영 위험

� 시스템 구축 완료 전 레거시시스템의 운
영에 대한 위험

� 시스템 오픈 후 신시스템의 불안정성 장(
애 발생 등)

운영인력의 차세대시스템 개발 배
치에 따른 운영위험

차세대시스템 구축의 불안정성

응 조직 환경변화에 대응 경영층 의지 부. -⑥

합 유관부서의 협업 조직의 위상 향상, , IT . ⑦

프로젝트 수행 위험 중복투자의 위험 프로젝- ,

트 범위관리 위험 프로젝트 비용초과 위험, ,

프로젝트 일정준수 위험 시스템 운영 위험. ⑧

운영인력의 차세대시스템 개발 배치에 따른-

운영위험 차세대시스템 구축의 불안정성, .

위의 도출된 평가항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의 연구모형을 그림 과 같이 설정하였다[ -1] .

그림 차세대시스템 구축방식을 비교하기[ -1]

위한 계층도AHP

연구 방법4.3

본 연구를 위해 표 의 평가항목을 토대로[ -2]

기법에 따른 설문지를 구성하여 이메일을AHP

통해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차.

세대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국

내 금융회사와 서비스 회사의 정보기획담당IT

자 담당자 업무담당자 컨설턴트 개발자이, IT , , ,

다 총 부의 응답지를 회수하였으며 표. 35 [ -3],

이 중에서 후술하는 일관성 비율이AHP 0.2

이하인 응답지 부를 유효 데이터로 판단하였9

다.

표 설문 응답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결과[ -3]

구분 변인 빈도 개( ) 비율(%)

업종
금융회사 15 43%
서비스회사IT 20 57%

직무

기획IT 3 9%
개발IT 14 40%

현업 2 6%
컨설턴트 16 45%

응답자 역할
제안자 16 46%
평가자 4 11%
참여자 15 43%

차세대시스템

구축 현황

계획중 11 31%
진행중 8 23%

구축완료 1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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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4.4

기법에서는 응답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AHP

할 수 있도록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을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은CR) .

이하가 되어야 판단의 일관성이 있고 각 항0.1

목별 가중치가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러나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응답자AHP

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관성 비율

을 까지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0.2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Saaty,1980,1990)[3] ,

는 전체 항목에 대한 일관성 비율이 이하0.2

인 금융회사 응답자 명과 서비스회사 응답6 IT

자 명으로 총 명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평가3 9

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표.[ -4]

표 전체 평가항목별 가중치[ -4]

차1
분류

가중
치

차분2
류

가중
치 차분류3

가중
치

비용 0.149

직접비
용

0.497
교체비용H/W,S/W 0.403

구축 및 운영을 위
한 용역비

0.597

간접비
용

0.503

사용자 교육비용 0.316
시스템다운에 따른
업무마비 비용

0.424

수작업 비용 0.260

성과 0.356

재무적
효과

0.280
인건비 절감 0.176
수익 성 증대( ) 0.520
업무처리 비용 절감 0.303

기술적
가치

0.118

시스템 업그레이드 0.241
노후장비 교체 0.144
데이터품질 향상 0.354

통합 및 고도화UI 0.261

전략적
가치

0.368

인수합병 대응 0.167
정책 규제 변화대응/ 0.233
시장환경 변화대응 0.291
상품변화 융합 대( )
응

0.309

조직환
경변화
에대응

0.234
경영층 의지 부합 0.523
유관부서의 협업 0.303

조직의 위상 향상IT 0.175

위험 0.494

프로젝
트수행
위험

0.470

중복투자의 위험 0.256
프로젝트 범위관리
위험

0.144

프로젝트 비용초과
위험

0.285

프로젝트 일정준수
위험 0.315

시스템
운영위

험
0.530

운영인력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 배치에
따른 운영위험

0.362

차세대시스템 구축
의 불안정성 0.638

이러한 평가항목을 토대로 한 응답자들의 차

세대시스템 구축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혁신적

방식 단계적방식 로 나타났다 그림46%, 54% .[

-2]

금융회사 응답자의 평가항목별 가중치4.4.1

[그림-2]평가항목을 고려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방식에 대한 선호도

혁신적혁신적혁신적혁신적
46%46%46%46%

단계적단계적단계적단계적
54%54%54%54%

금융회사 응답자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표 와 같다 정보화[ -5] .

투자 의사결정시 고려해야하는 가지 요소중3

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따른 성과나 비용보다 위험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금융권의 차세대시스. ,

템 구축에 대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금융회사

들은 시스템 운영 및 개발에 대해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은 프로젝

트 수행 위험보다 시스템 운영위험의 가중치

가 높은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가항.

목에 따른 구축방식의 선호도는 혁신적 45%,

단계적 로 평균보다 단계적 방식을 조금55%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서비스회사 응답자의 평가항목별 가중4.4.2 IT

치

서비스회사 응답자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IT

결과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표 와 같다 금[ -5] .

융회사 응답자의 결과와는 달리 성과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차세

대시스템 구축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을 강

조해야하는 제안자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과의 중요성과 더불어 비.

용 특히 프로젝트 수행 자체에 요구되는 직접,

비용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

은 비용대비 효과로 산출되는 정보화투자의

타당성이 고려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구축방.

식의 선호도는 혁신적 단계적 로 두49%, 51%

방식간의 선호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5.

본 연구는 금융회사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사결정시 고려되는 평가항목을 도출하

고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 중요도 를 실증적으, ( )

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금융회사,

와 서비스회사로 대표되는 회사유형에 따라IT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항목별 가중치의 특징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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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응답자의 회사유형에 따른 평가항목별 가중치[ -5]

차1
분류

가중치 차2
분류

가중치
차 분류3

가중치
금융회사 서비스회사IT 금융회사 서비스회사IT 금융회사 서비스회사IT

비용 0.105 0.270

직접
비용

0.466 0.558
교체 비용H/W,S/W 0.331 0.558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용역비 0.669 0.442

간접
비용

0.534 0.442

사용자 교육비용 0.263 0.430
시스템다운에 따른 업무마비
비용

0.490 0.298

수작업 비용 0.247 0.271

성과 0.319 0.401

재무적
효과

0.281 0.277
인건비 절감 0.169 0.191
수익 성 증대( ) 0.543 0.476
업무처리 비용 절감 0.289 0.333

기술적
가치

0.114 0.124

시스템 업그레이드 0.313 0.131
노후장비 교체 0.155 0.112
데이터품질 향상 0.302 0.450

통합 및 고도화UI 0.231 0.308

전략적
가치

0.378 0.350

인수합병 대응 0.168 0.165
정책 규제 변화 대응/ 0.209 0.284
시장환경 변화 대응 0.293 0.284
상품변화 융합 대응( ) 0.330 0.267

조직
환경변
화에
대응

0.227 0.249

경영층 의지 부합 0.465 0.634
유관부서의 협업 0.347 0.221

조직의 위상 향상IT 0.188 0.145

위험 0.576 0.329

프로젝
트 수행

위험
0.438 0.534

중복투자의 위험 0.276 0.218
프로젝트 범위관리 위험 0.138 0.152
프로젝트 비용초과 위험 0.293 0.266
프로젝트 일정준수 위험 0.293 0.363

시스템
운영
위험

0.562 0.466
운영인력의 차세대시스템 개발
배치에 따른 운영위험

0.355 0.377

차세대시스템 구축의 불안정성 0.645 0.623

[그림-3]회사유형별 구축방식 선호도

0.487
0.513

0.45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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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금융회사 IT서비스회사

응답자의 회사유형 구분

선
호

도 혁신적

단계적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국내 금융회사. ,

에서 많이 이루어진 혁신적 방식보다 단계적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키텍처 중심의 청사진을 통해 단계

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

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회사유. ,

형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금융회사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

입장에서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성을 강조한

반면에 서비스회사는 차세대시스템을 구축IT

하기 위한 비용과 그에 따른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실증적인 분석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은 지니고

있다 첫째 응답자가 경험한 차세대시스템의. ,

구축 시기와 규모가 무시되었다 둘째 응답시. ,

점별 즉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보화투. ,

자 평가항목이 사전 중간 사후평가의 특성을, ,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이메일을 통한 설문. ,

으로 인해 평가항목 및 대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기법의 인식 부족으로 유, AHP

효한 응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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