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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r company buys packaged software, the company needs to determine how many software licenses must 

be purchased. If the quantity is too small, it will be not enough for the users to access the programs at anytime 

within the company. Conversely, if the quantity is too large, they will waste a lot of money. In this paper, we surveyed 

several number of researchers of K institute and derived the using pattern of a specific packaged software. We 

estimated a proper number of packaged software licenses by Erlang Loss Function, the Engset Model, and simulation 

model. With the results of the three methodologies, we were able to empirically verify economic benefits of packaged 

software purchase by comparing NPV (Net Present Value) between user licenses and network licenses. Consequently, 

TCO of user license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network licenses. We had probabilistically calculated proper number 

of licenses based on the using pattern of users. Hence, this paper will be useful for decision makers who are going 

to determine package software's type and quantit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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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패키지 소 트웨어(이하 소 트웨어)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 된 로그램을 통합

한 제품을 의미하며, 효율 인 업무 처리를 해 

부분의 기업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일단 

필요한 소 트웨어의 종류가 결정되고 나면, 사용 

빈도에 따라 라이선스 종류와 사용자 수를 고려하

여 구입을 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 수(라이선스 

수)는 비용이 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결정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  사용 측면이나 경제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한편, 소 트웨어의 사용을 해서는 소 트웨

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이를 산정기 으로 분류

하면, 첫째 소 트웨어 업체와 사용자간에 장소와 

범 를 정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

할 수 있는 사이트 라이선스가 있다. 이는 사용자

가 아주 많은 기업 등을 주 상으로 한다. 둘째 

소 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의 수를 사 에 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CPU 

라이선스가 있다. 이는 가장 많이 보 되어 있는 

형태로 최근에는 CPU의 코어수를 기 으로 삼아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셋째는 하드웨어 뿐만 아

니라 사용자까지 지정하는 이용자 라이선스가 있

다. 이는 사용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로 

특정 서버에 속하는 클라이언트 권한을 제한하

는 서버 라이선스이다. 이는 제품과 별도로 서버

에 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동시에 소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

는 동시사용 라이선스이다. 이는 하드웨어 수나 

사용자 수에는 무 하고 오로지 동시에 소 트웨

어를 사용하는 수를 제한한다.

모든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 트웨어를 항상 제

공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를 충족하기 해서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때에 따라서는 낮은 효율성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규모와 사용 형

태를 기 로 하여 기업의 형태나 정책에 따라 도

입하는 소 트웨어의 라이선스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라이선스의 형태나 수량을 결정할 

때에 부분 담당자의가 경험 으로 결정하고 있

어 일부 소 트웨어는 사용량을 과 평가하여 실

제 사용량이 작을 수 있고  다른 소 트웨어는 

사용량이 과소평가되어 사용자의 불편을 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도

입 시 사용자 규모와 사용량을 기 로 하여 

한 수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 비용효율 으로 

소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K연구소를 사례로 분석한다.

2. 연구배경

K연구소는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를 해 연구

원들이 통계 패키지 소 트웨어를 빈번히 사용하

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를 해 이용자 라이선스

를 개인별로 지 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

규 사용자의 증가와 빈번한 업그 이드 요구가 발

생하고 있어 구매 비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을 감하

고 사용자 증가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도록 이

용자 라이선스를 동시사용 라이선스로 변경할 것

을 계획하고 있다. 일반 으로 사용자들은 소 트

웨어를 규칙 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처리해야 

할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는가 하면 동시 다발 으

로 발생하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

규칙성으로 인해 실제 사용량(라이선스 수)을 정

확하게 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정확한 측이 어

려운 상황에서 동시 사용 라이선스로 변경하는 것

에 한 경제성 단을 해 필요 라이선스 수를 

확률 모델로 계산하고자 한다. 즉, 입력이 불규칙

한 상황에서 요청이 실패할 확률을 구하는 얼랑 손

실함수와 요청이 블록킹 될 확률을 구하는 Engset 

모델을 이용해 근 한 해를 구한다. 이 두 모델에서 

실패확률을 특정 수  이하로 할 때의 서버 수는 

특정한 입력을 만족시키는 최  서버수를 의미한

다. 본 논문에서 구하는 라이선스 수도 일정 수

의 요청을 만족시키는 라이선스 수를 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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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얼랑손실 함수와 Engset 모델을 이용하여 

정 수량을 구할 수 있다. 한, 기행렬을 이용한 

시뮬 이션 도구인 ARENA를 이용하여 최  사

용자수1)를 구해 수학 인 결과와 비교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라이선스 도입 비용과 동시사용 라이

선스 도입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경제 으로 가장 

한 소 트웨어 도입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3장에서는 선

행 연구  손실 확률과 블록킹 확률에 한 이론

을 살펴보며, 제 4장에서는 연구방법론 제시와 함

께 K연구소의 사용량과 사용 패턴을 알아보기 

한 설문문항  설문 결과를 설명한다. 제 5장에서

는 동시 사용자수를 만족할 때의 비용과 이용자 

라이선스의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단해 보

고, 제 6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추가 연구과제에 

해 논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본 논문에서는 동시사용 라이선스 수를 구하기 

해 고객들이 도착하여 기다렸다가 서비스를 받

고 떠나는 시스템인 기행렬 시스템을 이용한다. 

기 행렬을 이용한 국내 연구로는 고속도로 톨

게이트 내에서 차량이 지체되는 비용을 최소화하

는 최 의 차로 수 배정 방법에 한 연구[3], 병

원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기 해 기다리는 시

간을 최소화하기 해 필요한 정약사수를 결정

하는 연구[4] 등이 있다. 국외 연구로는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13],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패턴

에 한 연구[14], VOD 문제[15]를 해결하기 한 

연구 등이 있다. 한 소 트웨어의 한 라이

선스 수를 구하기 한 연구[9]에서는 사용자가 제

한이 없는 경우와 유한한 경우로 나 어 무한할 

경우에는 얼랑손실 함수와 얼랑지연 함수를 이용

하여 수학 으로 문제에 근하 으며, 유한할 경

1) 최 사용자 수 만큼의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우에는 Engset 모델을 이용하 다. 수학  결과를 

증명하기 해 임의의 도착시간과 서비스 시간을 

갖는 집단을 이용하여 수학 으로 계산하 지만, 

실제 자료를 이용한 용방법과 경제성 분석 등에 

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 

한편, 데스크탑 사용자들을 클라우드로 환하기 

한 연구[16]에서는 기존 PC 사용자들을 클라우드

로 환하기 한 규모를 사용자 로 일링 로

그램을 이용해 측정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용량 

증가나 동시 속자의 증가 등을 정확하게 반 하

기는 어려운 한계 이 있다.

기존의 패키지 소 트웨어에 한 연구들은 주

로 소 트웨어의 품질을 측정, 선정, 평가하기 

한 방법론을 다루었으며, 최근에는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 요인들을 도출하는 연

구[8] 등이 있었지만 도입 수량을 다루는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일반 으로 사용자들은 속이 실패할 경우 지

속 으로 재 속을 시도하게 된다. 이런 속형태

는 결과 으로 사용자가 무한한 경우와 유사한 결

과를 가지게 되므로 M/M/c/K로 표시되는 얼랑손

실함수를 이용하여 손실 확률을 일정 수 이하로 

하는 호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 호의 수는 실패

확률을 일정수 으로 유지하는 라이선스 수가 된

다. 한 M/M/m/m/N으로 표시 되는 Engset 모

델은 사용자가 유한할 때 블록킹 확률을 구하는 

모델로 블록킹 확률을 일정 수  이하로 낮추는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수가 필요한 라이선스 수

가 된다.

본 논문은 소 트웨어의 한 라이선스수를 

구하기 한 연구[9]의 임워크를 이용한다. 우

선 실제로 운 되고 있는 K연구소의 자료를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동시사용 라

이선스 수를 구하고 이용자 라이선스와의 경제성

을 평가하고자 한다.

3.1 얼랑손실 함수

얼랑손실 함수는 를 들어, 화교환 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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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으로 걸려오는 화 요청이 성공하지 못할 확

률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함수로 M/M/c/K로 나타

낸다. 특히 K = c인 경우로 큐를 가지고 있지 않

아 시스템 내에 c명의 고객이 있으면 모든 서버가 

바쁘고 그때 도착하는 고객은 차단된다. 손실 함

수를 B(c, a)로 표기하며, 평균서비스 시간 E(S)만 

같으면 서비스 시간 분포와 상 없이 동일한 손실

확률이 된다. 

제조건은 무한한 서비스 요청이 있으며 서비스 

요청 실패는 다음 서비스 요청에 향을 미치지 않

고, 도착과정은 도착률이 λ인 포아송과정(Poisson 

Process)을 가지며, 평균 서비스 시간은 1/μ이다. 

안정상태에서의 고객수 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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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서버가 바쁠 확률이며 PASTA(Pois-

son arrivals See Time Average)의 속성에 의하면 

고객이 상실될 확률이다. 이 수식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설문을 통해 조사된 도착률(λ)과 평균 서비스 시

간(1/μ)을 이용하여 실패확률을 특정한 값 이하로 

할 때의 서버 수를 구한다. 이때 서버 수는 필요로 

하는 최  라이선스 수를 의미한다. 

3.2 Engset 모델

상용 소 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

이 에 소 트웨어를 사용할 인원을 악한다. 이

게 악된 인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유

한할 때 사용하는 블록킹 확률 모델인 Engset 모

델을 이용하여 블록킹 확률을 일정수  미만으로 

만드는 라이선스 수를 구한다.

유한한 사용자의 인원을 알 때 도착 강도는 

재 서비스 에 있는 사용자에 의존한다. 즉 서비

스를 사용 이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도착이 가

능한 사람이며 이들의 도착간격은 1/γ이다. 이 모

델의 제조건은 새로운 도착이 가능한 사람은 같

은 요청 강도를 갖고, 서비스 종료 후부터 다음 서

비스 요청까지의 간격 분포는 음지수 분포라고 가

정한다. 이런 Engset 모델은 M/M/m/m/N으로 표

시할 수 있다. 이를 수학  표 으로 살펴보면 

 
  


 


1/γ은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는 평균 인 간격이

며, 1/μ는 평균 인 서비스 시간이다. 

유휴시간의 강도를 나타내는 β값은 γ/μ이다.

n은 유한한 체 사용자수이며, F는 k명의 사용

자가 서비스 일 때의 블록킹 확률이다. 이 수식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을 통해 조사된 평균 요청간격(1/γ)과 평균

서비스 시간(1/μ)을 이용하여 블록킹 확률을 특정

한 값 이하로 할 때의 서버 수를 구한다. 이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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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조사결과

응답
사용자
수

평균
사용일

실행회수(회) 실행회수별 수행일(일) 사용시간 사용시간별 사용일(일)

평균 최소 최 평균 최소 최 평균 최소 최 평균
평균
이상

평균
이하

통계
소 트웨어 A

24 8.71 4.17 1.33 8.21 5.04 1.67 2.00 3.29 0.57 11.06 4.48 2.44 1.79 

통계
소 트웨어 B

13 6.38 3.27 1.31 7.00 4.00 1.35 1.42 2.00 0.37 5.51 3.85 1.77 1.08 

버 수는 최 의 라이선스 수를 의미한다. 

4. 연구방법론

소 트웨어의 사용은 주기 인 사용보다는 특정 

과제가 수행될 때 집 으로 사용되는 특성이 있

으며, 사용량이나 빈도수도 일 되게 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화교환기에서 연결의 

최 수를 채워 호출이 손실되는 확률을 다루는 얼

랑 손실함수와 사용자가 유한할 때 서비스를 블록

킹 확률을 구하는 Engset 모델을 이용하여 손실될 

확률이나 Blocking될 확률이 1%, 0.1% 3.44PPM(6

σ) 이하일 때의 서버수를 구하 다. 이때 서버의 

수는 라이선스수를 의미하게 되며 이를 도식화하

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도

얼랑손실 함수와 Engset 모델에서 결정되어야 

할 값은 평균도착률(λ)과 평균서비스 시간(μ)이다. 

이를 구하기 해 K연구소의 사용자를 상으로 

2010년을 기 으로 특정 통계 소 트웨어의 사용 

패턴에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 구성은 

1개월을 기 으로 하여 해당 소 트웨어의 사용일

을 조사하 으며 도착빈도를 구하기 해 평균실

행 회수, 최소실행 회수, 최 실행 회수를 조사하

다. 아울러 도착강도를 구하기 해 평균실행 

회수, 최소실행 회수, 최 실행 회수로 소 트웨어

를 사용한 날수를 조사하 다. 한 서비스 시간

을 구하기 해 평균사용 시간, 최소사용 시간, 최

사용 시간을 조사하 으며 서비스 강도를 구하

기 해 평균사용 시간, 최소사용 시간, 최 사용 

시간으로 사용한 일수를 조사하 다. 설문에 한 

표성을 검증하기 해 직 , 성별, 연령 등도 조

사하 다. 설문 결과는 <표 1>에서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는 총 39명이었으며, 통계 

소 트웨어 패키지별 응답자는 통계 소 트웨어 

A 30명, 통계 소 트웨어 B 16명이었다. 이  설

문 값이 부정확한 응답을 제거하여 통계 소 트웨

어 A는 24명, 통계 소 트웨어 B는 13명의 설문 

값을 이용하 다. 

설문 조사 상이 모집단을 표할 수 있는지에 

한 검정을 해 연구원 직 과 연구보조원 직

간에 평균실행 회수와 평균사용 시간의 차이가 있

는지를 검정하 다. 설문의 표본 크기가 크지 않

아 정규성 검증을 우선 실행하 다. 통계소 트웨

어A의 Shapiro-Wilk 검정결과 평균실행 회수(유

의확률 0.000)와 평균사용시간(유의확률 0.002) 모

두 정규분포를 띄지 않았으며 통계 소 트웨어 B

의 Shapiro-Wilk 검정결과 평균 실행회수(유의확

률 0.010)는 정규분포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사

용 시간(유의확률 0.257)은 정규분포를 따랐다. 따

라서 통계소 트웨어 A에 해서는 독립-2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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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계 소 트웨어 B의 평균사용시간에 한 독립표본검정

Levene의
등분산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평균
사용시간

등분산이 가정됨 .663 .433 -.593 11 .565 -.43333 .73106 -2.04238 1.1757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52 5.252 .484 -.43333 .57639 -1.89382 1.02716

    <표 2> 통계 소 트웨어 A의 Mann-Whitney 
검정통계량b

평균실행 회수 평균사용 시간

Mann-Whitney의 U 47.500 53.500

Wilcoxon의W 183.500 189.500

Z -1.040 -.670

근사유의확률(양측) .299 .503

정확한유의확률
[2×(단측유의확률)]

.320a .528a

a. 동률에 해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b. 집단변수：직 .

 <표 3> 통계 소 트웨어 B의 평균실행회수에 한 
Mann-Whitney 검정통계량b

평균실행회수

Mann-Whitney의 U 6.000

Wilcoxon의W 61.000

Z -1.560

근사유의확률(양측) .119

정확한유의확률[2×(단측유의확률)] .161a

a. 동률에 해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b. 집단변수：직 .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 검정을 수행하 으

며, 그 결과 평균실행회수(유의확률 0.320)  평

균사용시간(유의확률 0.528) 모두 유의한 확률값을 

가지므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한 통계 

소 트웨어 B에 해서도 독립-2 표본 비모수검

정인 Mann-Whitney 검정을 수행하 으며, 그 결

과 평균실행 회수(유의확률 0.161)에 해서도 유

의한 확률값을 가지므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정규분포를 보이는 통계 소 트웨어 B의 평

균사용시간에 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한 결

과 T값(자유도) = -0.593(11), 유의확률 0.565를 보

이므로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데이터 분석  경제성 분석

서비스의 입력 강도와 서비스 시간을 구하면 실

패확률을 특정 확률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값을 구

할 수 있다. 이 값들은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도출

해 낼 수 있다. 평균 도착률을 구하기 해 빈도수

를 사용하며, 설문에서는 1달을 기 으로 사용자

에게 질문을 하 으므로 이를 1일로 변환하여야만 

한다. 1개월  평균 근무일을 22일로 설정하며 근

무 시간은 8시간으로 가정한다.

시간당 평균 도착률을 계산하기 한 식은 다음

과 같다.

1개월 총 실행회수 = (평균실행회수

      ×평균실행회수 수행일)+(최소실행회수

      ×최소실행회수 수행일)+(최 실행회수 

      ×최 실행회수 수행일) (1) 

1일 총 실행회수 = 1개월 총 실행회수 

                  /평균 근무일 (2)

시간당 도착률 = 1일 총 실행회수 

/통상 근무시간 (3)

식 (1)～식 (3)을 통하여 계산된 시간당 도착률

은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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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 트웨어별 시간당 도착률

소 트웨어명 시간당 도착률

통계 소 트웨어 A 0.2253

통계 소 트웨어 B 0.1408

평균 서비스 시간을 계산하기 한 식은 다음과 

같다.

  1개월 총 사용시간 = (평균사용시간

  ×평균 사용시간 사용일)+(최소사용시간

  ×평균 사용시간 이하 사용일)+(최  사용 시간

  ×평균 사용시간 이상 사용일) (4)

  1일 평균 사용시간 = 1개월 총 사용시간 

/평균 근무일 (5)

  평균 서비스 시간 = 1일 평균 사용시간 

/1일 총 실행회수 (6)

식 (4)～식 (6)을 통하여 계산된 평균 서비스시간

은 <표 6>과 같이 계산된다.

<표 6> 소 트웨어별 평균 서비스 시간

소 트웨어명 평균 서비스 시간

통계 소 트웨어 A 1.0779

통계 소 트웨어 B 0.7202

얼랑손실 함수의 손실확률을 구하기 해서는 로

드(ρ)를 구해야 한다, 이를 한 식은 다음과 같다.

ρ = 도착률×평균 서비스 시간    (7)

식 (7)을 통하여 계산된 소 트웨어별 로드율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소 트웨어별 로드율

소 트웨어명 로드율(ρ)

통계 소 트웨어 A 0.2429

통계 소 트웨어 B 0.1014

Engset 모델에서 블록킹 확률을 구하기 해서

는 재 서비스와 다음 서비스 사이의 평균 유휴

시간의 강도(β값)를 구해야 한다. 이를 한 식은 

다음과 같다.

β = 평균실행회수/사용하지 않는 시간 (8)

  = 1일 평균실행회수/(8시간-평균사용 시간) 

식 (8)을 통하여 계산된 유휴시간 강도는 아래 

<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8> 소 트웨어별 유휴시간 강도

소 트웨어 명 유휴시간 강도(β값)

통계 소 트웨어 A 0.2604

통계 소 트웨어 B 0.1548

5.1 데이터 분석

식 (1)～식 (3)에 의해 구해진 시간당 도착률과 

식 (4)～식 (6)에 의해 구해진 평균 서비스 시간을 

이용하여 로드율 식 (7)을 구하여 얼랑식 B(c, a)에 

입하여 확률이 1% 미만과 0.1% 미만, 3.4PPM(6

σ) 미만으로 될 때의 서버 수를 구하면 이것이 필

요한 라이선스 수가 된다. 한 식 (8)을 이용하여 

β값을 구하고 이를 Engset 모델식 F(n, k, β)에 

입하여 확률이 1% 미만과 0.1% 미만, 3.4PPM 미

만으로 될 때의 서버 수를 구한다. 한 도착률과 

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시뮬 이션 툴인 ARENA를 

이용하여 최 값을 구한다. 

얼랑손실 함수를 이용하여 손실확률을 1% 미만, 

0.1% 미만, 3.4PPM 미만으로 하는 결과와 Engset 

모델을 이용하여 블럭킹확률을 1% 미만, 0.1% 미

만, 3.4PPM 미만으로 하는 결과는 <표 9>∼<표 

10>과 같다. 그리고 시뮬 이션툴인 Arena를 이

용하여 시간당 도착률과 평균서비스 시간을 입력

값으로 하여 시뮬 이션을 100회 수행한 그 결과

는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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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얼랑손실함수에 의한 라이선스 수

손실확률
통계 소 트웨어 A

(85명)
통계 소 트웨어 B

(79명)

1% 미만 32 16

0.1% 미만 37 19

3.4PPM 미만 47 26

<표 10> Engset 모델에 의한 라이선스 수

손실확률
통계 소 트웨어 A

(85명)
통계 소 트웨어 B

(79명)

1% 미만 28 19

0.1% 미만 31 22

3.4PPM 미만 38 28

<표 11> 시뮬 이션에 의한 라이선스 수

통계소 트웨어A(85명) 통계소 트웨어B(79명)

32 19

통계 소 트웨어 A의 경우 재의 사용량을 고

려한 라이선스 수를 얼랑손실 함수를 이용하여 구

하면 실패확률이 1% 미만일 경우에는 32개의 라

이선스가 필요하며, 0.1% 미만일 경우에는 37개가 

필요하며, 3.4PPM 미만일 경우에는 47개가 필요

하다. 한 Engset 모델을 이용하여 블록 확률을 

1%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28개의 라이선스가 필

요하며, 0.1%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31개의 라이

선스가 필요하며 3.4PPM 미만일 경우에는 38개가 

필요하다. ARENA를 이용한 시뮬 이션은 32개의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 

통계 소 트웨어 B의 경우 얼랑손실 함수를 이

용하여 라이선스 수를 구하면 실패확률이 1% 미만

일 경우에는 16개의 라이선스가 필요 하며, 0.1% 

미만일 경우에는 19개가 필요하며, 3.4 PPM 미만

일 경우에는 26개가 필요하다. 한 Engset 모델

을 이용하여 블록 확률을 1% 미만으로 할 경우에

는 19개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0.1%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22개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3.4PPM 

이하일 경우에는 28개가 필요하다. ARENA를 이용

한 시뮬 이션은 19개의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 

5.2 경제성 분석

경제성분석은 이용자 라이선스를 사용할 때와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사용할 때의 순 가를 비교

하여 어떠한 종류의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하는 것

이 경제 으로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분석을 해 

몇 가지 사항을 사 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

선 분석 기간은 도입된 소 트웨어의 업그 이드 

기간의 평균인 2.52)년을 반 해 5년으로 하며 행

정 비용인 인건비는 2010년 과학기술 정책연구비 

산정기 을 이용하여 1일 8시간 1달 22일을 기

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한 화폐의 단 를 통일

시키기 해 달러로 표시되는 소 트웨어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기 해 환율은 2010년 평균 환율3)

을 이용한다. 사회  할인율은 비타당성조사 일

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 )에 따라 5.5%를 

용한다. 

<표 12>는 경제성을 분석하기 해 소 트웨어

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2> 소 트웨어별 비용 비교표

통계 소 트웨어 A 통계 소 트웨어 B

이용자 
라이선스

네트워크 
라이선스

이용자 
라이선스

네트워크 
라이선스

기구입 비용 ○ ○ ○ ○

업그 이드 
비용

○ ○ ○ -

RENEWAL - - - ○

행정비용 ○ ○ ○ ○

업그 이드
행정비용 발생

1번 1번 1번 매년

주) -는 해당 비용 없음.

기 비용은 이용자 라이선스의 경우 사용인원

2) 재 사용 인 통계 소 트웨어의 평균 업그 이

드 주기의 평균을 계산하 다.

3) 한국은행의 2010년 월별 평균 환율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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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소 트웨어별 기비용  업그 이드 비용  순 가
(단 ：$)

라이선스 수 기비용 업그 이드 비용 도입비용의 순 가

통계
소 트웨어A

이용자 단독사용 85개 148,325 63,325 202,253

 동시사용
(실패 확률)

얼랑
손실함수

1% 미만 32개  24,100  9,095  31,845

0.1% 미만 37개  26,425  9,845  34,809

3.4PPM 미만 47개  31,075 11,345  40,737

Engset
 모델

1% 미만 28개  22,240  8,495  29,474

0.1% 미만 31개  23,635  8,945  31,253

3.4PPM 미만 38개  26,890  9,995  35,402

ARENA 시뮬 이션 32개  24,100  9,095  31,845

통계
소 트웨어B

이용자 단독사용 79개 108,625 57,275 108,625 

 동시사용
(실패 확률)

얼랑
손실함수

1% 미만 16개   9,651  3,825  25,985

0.1% 미만 19개  11,244  4,500  30,460

3.4PPM 미만 26개  13,700  5,480  37,101

Engset
 모델

1% 미만 19개  11,244  4,500  30,460 

0.1% 미만 22개  12,276  4,912  33,252

3.4PPM 미만 28개  14,700  5,880  39,809

ARENA 시뮬 이션 19개  11,244  4,500  30,460

<표 14> 행정 행  소요시간

행정 행 소요시간(분) 비고

필요 통계 소 트웨어 문의  수 30 필요 사유  련 로젝트 조사

구매 기안 60 기안 작성  결재권자에게 보고 등

통계 소 트웨어 공 업체에 견 요구  로그램 구매 60 공 업체에 견  요청, 물건 주문과  송  등

통계 소 트웨어 수령  등록, 요구자에 설치 90 장 등록, 사용자 등록  소 트웨어 설치

총소요시간 240

에 1copy당 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며 네트워크 라

이선스의 경우 동시 사용인원 만큼의 라이선스를 

도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표 13>은 도입

비용과 도입비용에 한 5년 간의 순 가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행정 비용은 이용자 라이선스의 경우 1copy를 

도입할 때 마다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네트워크 

라이선스의 경우 1건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업

그 이드 시의 행정비용은 1건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행정 처리를 한 시간은 행정 담당자

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조사하 으며, 구체 인 행

정 행 와 소요시간은 다음 <표 14>와 같다.

행정 비용은 행정소요 시간의 합×계약건수×1개

월 인건비로 계산할 수 있다. 통계 소 트웨어 A

는 3년째에 업그 이드에 한 행정 비용이 발생

하며 통계 소 트웨어 B는 매년 갱신비용이 발생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15>은 행정 비용에 

한 순 가를 계산한 것이다.

에서 계산한 소 트웨어 도입  업그 이드 

비용과 행정비용을 더한 라이선스별 비용의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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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행정비용 순 가
(단 ：￦)

통계 소 트웨어 A 계약건수 통계 소 트웨어 B 계약건수

이용자 단독사용  동시사용  이용자 단독사용  동시사용 

85건 2건 79건 6건

5년간 행정비용 순 가 1,472,089 31,749 1,369,208 90,370 

<표 16> 도입에 따른 비용의 순 가
(단 ：￦)

라이선스 수 총비용의 순 가
동시사용/이용자 
단독사용(%)

통계
소 트웨어A

이용자 단독사용 85개 235,369,593 -

 동시사용
(실패 확률)

얼랑손실
함수

1% 미만 32개  36,859,218 15.7

0.1% 미만 37개  40,286,965 17.1

3.4PPM 미만 47개  47,142,460 20.0

Engset 
모델

1% 미만 28개  34,117,251 14.5

0.1% 미만 31개  36,174,593 15.4

3.4PPM 미만 38개  40,972,746 17.4

ARENA 시뮬 이션 32개  36,859,218 15.7

통계
소 트웨어B

이용자 단독사용 79개 126,989,676 -

 동시사용
(실패 확률)

얼랑손실
함수

1% 미만 16개  30,140,983 23.7

0.1% 미만 19개  35,316,142 27.8

3.4PPM 미만 26개  42,996,192 33.9

Engset 
모델

1% 미만 19개  35,316,142 27.8

0.1% 미만 22개  38,544,978 30.4

3.4PPM 미만 28개  46,127,886 36.3

ARENA 시뮬 이션 19개  35,316,142 27.8

를 살펴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K연구소 사용자의 사용량을 고려하여 실패확률

을 일정 수  이하로 만드는 라이선스 수를 구하

고 동시사용 라이선스와 이용자 라이선스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보면 동시사용 라이선스로 사용하

는 것이 순 가 측면에서 경제 으로 이득임을 볼 

수 있다. 를 들어 가장 엄격한 리수 으로 가

장 많은 라이선스 수가 필요한 3.4PPM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계 소 트웨어 A는 38개의 라이선스

와 188,227,133원의 비용을 약할 수 있다. 즉 이

용자 라이선스 비용의 20% 만으로도 동일한 사용

량을 가지는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음

을 볼 수 있다. 한 통계 소 트웨어 B는 51개의 

라이선스와 80,861,790원이 약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이용자 라이선스 비용과 비교하면 36%

의 비용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이

는 재의 사용량을 유지한다면 네트워크 라이선

스를 도입해 사용하는 것이 경제 으로 타당하다

는 것을 보여 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른 상용 

패키지 소 트웨어의 라이선스 규모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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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K연구소의 사용자들에게 사용패턴을 설문으

로 조사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값들을 

얼랑손실 함수와 Engset 모델로 해석을 하 다. 

한 시뮬 이션 툴인 ARENA를 이용하여 

한 라이선스 수를 도출하 다. 도출 결과 가장 엄

격한 기 인 6σ조건 하에서도 서비스 시간이 길고 

사용이 빈번한 통계 소 트웨어 A는 동시사용자 

수가 최고 47명이었으며 통계 소 트웨어 B는 28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사용 라이선스를 사용

할 때의 라이선스 수에 비해 통계 소 트웨어 A는 

38개, 통계 소 트웨어 B는 51개의 라이선스를 

일 수 있다. 한 이용자 라이선스의 총 비용의 순

가에 한 동시사용 라이선스의 총 비용의 순

가 비율은 통계 소 트웨어 A는 20%, 통계 소

트웨어 B는 36%로 나타냈다. 이는 이용자 라이선

스의 20%, 36%의 비용으로 동시사용 라이선스를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는 동시

사용 라이선스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K연구

소와 같은 사용자수와 사용패턴을 보일 경우에 경

제 으로 이득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기업에서 특정한 소 트웨어의 사용자 수, 사용 

빈도와 사용량을 알 수 있다면 필요한 소 트웨어

의 라이선스의 형태와 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어떻게 소 트웨어를 도입할지를 경제  

측면으로 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서비스 

상의 성격과 서비스 목표가 어느 정도 명확하다면 

최  도입에도 이러한 방법을 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동시 사용자수의 규모를 아는 것은 소 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도입에도 요한 이슈이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  도입의 주된 목  하나

는 비용의 약이다. 비용 감액을 단하기 

해서는 사용자 수, 사용빈도, 사용량 등의 사용패

턴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 의 비용을 산출하

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사용자의 사용패턴을 

이용하여 소 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도입

의 규모를 결정하는 모델을 추가 으로 연구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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