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ntly,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and increase of ITO (IT Outsourcing), bidding in software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as more competitive and the importance of software bid evaluation for corporate selection is being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prioritize influential factors in the software bid evaluation criteria which 

is adopted as the main evaluation model of national software businesses by Ministry of Science. The priority was 

developed b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rough pair-wise comparison. For the analysis, this study developed 

analysis model for AHP and conducted survey of experts who have work experience for more than 10 years in the 

IT industry.

As the result of analysis, weighted factors in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deduced and differences of priority factors 

between purchaser and bidder were investigated. The analysis showed differences of view point in the bidding process.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how to write a proposal strategically and effectively in perspective of the 

purchaser. It is expected that priority factors will be adopted in strategic proposals in both bidder and purchaser. 

For purchaser, the priority will be adopted to select reliable bidder. So, we expect that the priority factors will be 

used to get more values for both bidder and purchaser in their business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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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보기술(IT)의 역할은 90년

 이후 크게 변화해 왔다. IT는 기업 경쟁력의 핵

심 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한 심의 증가

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증 되었다(Lee and Baek, 

1997). 그러나  세계 으로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IT서비스에 한 비용을 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IT서비스를 자국 혹은 타국의 

외부 업체에 외주 주는 ITO(IT Outsourcing) 사업

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Djavanshir, 2005; 

Chalvin,  2014). 이 듯 국내 IT서비스 기업 매출

의 60% 이상이 로젝트 기반의 용역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젝트 수주는 IT서비스 

기업 생존의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Korea 

IT Association, 2010). 이러한 상에서 국가  

민간 기업에서는 가격 경쟁 보다는 제안 평가에 기

반을 둔 기술력에 의거한 수주 업체 선정 비율이 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입찰에서 사업 수주 경쟁

은 나날이 치열해 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Kim, 

2014). 이러한 배경 하에 제안 평가에 을 맞춘 

경쟁력 있는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 수

주 에서는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김 란 법의 발효로 인하여 기존 업력에 의

존하던 수주경쟁 분야는 축될 것이므로(Money 

Today, 2016) 차 기술 제안서의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 되고 있다. 

이러한 시 에 제안서에 해 어떻게 평가요인별 

근 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2013년 소 트웨어 산업진흥법은 공공정보화

사업에 기업참여 제한을 개정했다. 이후 기업

이 떠난 공공 소 트웨어 산업은 문기업이라 하

더라도 도맡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부실화 하는 

경향(Etnews, 2016)이 발생하 고 발주자는 이로 

인해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이 실히 필요하다. 

한 수주자는 소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수주

율 향상을 해 더욱더 략 인 제안서 근 략

이 필요하다.

 제안평가 요인에 있어 발주자의 에 한 

연구는 과거부터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 으

로 수주자 에서의 주요우선 순 에 한 구체

인 지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특히 소 트웨

어 산업의 공공입찰 환경에서 기업의 수주율 향상

과 이를 한 제반 요인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제약 인 환경에서 기

업의 략  제안서 작성 우선 요소를 AHP(Ana-

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함

으로써 기업의 수주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미래창조부 고시 

소 트웨어 기술성 평가기 (Ministry of Science, 

2017)에 하여 상  우선순 를 분석하여 첫째, 

발주자의 제안평가 우선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수주자의 제안 작성 시 집 화 우선순 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발주자와 수주자의 평

가 우선순 에 한 차이 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미래창조부 고시 소 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 에 하여 그 용의 략  근

을 도출하는데 그 시사 을 찾아보고자 한다. 수주

자의 입장에서는 발주자의 평가 요도에 기반을 

두어 제안서를 략 으로 작성하는 것이 수주의 

에서는 요하다. 반면에 발주자의 에서는 

수주자  타 발주자의 평가 우선순 를 인식함으

로써 향후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본 연구

의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한 본 연구 분석 결과

를 발주자와 수주자의 효율 인 입찰 로세스에 

실제 으로 용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성과로 

상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제안 평가 요성과 구성요소,  

련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제 3장은 본 연구설계

에 해 설명하고 제 4장에서는 AHP 계층 모형을 

통해 IT 문가들로부터 수집된 AHP 설문조사 분

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본 연구

의 결과에 해 요약  시사 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에 따른 향후 연구 방향에 하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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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제안평가의 요성

정보시스템 개발에 있어 외주용역을 통한 시스템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im and Lee, 

1994). 국가주도의 형 연구개발 사업 과제의 성

공과 실패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향이 커지므로 

제안서 평가에 한 심 한 증가하고 있다(Kim 

and Jeon, 19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상에 의

한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에는, 각 앙 서의 장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문성ㆍ기술성ㆍ긴 성, 공공시설물의 

안 성  그 밖에 국가안보 목  등의 이유로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 자들로부

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상 차를 통하

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제안평가에 하여 법 으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정보화 사업의 요성이 인식되고 

한 사업 규모의 확 로 인하여 역량 있는 사업

수행 업체를 선정하기 한 제안 평가는 그 요

성이 증 되고 있다. 

2.2 제안평가 구성요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010년 4월 발표한 ‘소

트웨어 기술성평가기  용가이드’는 제안업체

의 기술성을 평가하기 하여 평가부문별 평가항

목  평가요소와 평가항목별 평가척도  평가등

기 을 제시 하 다(Kim and Ryu, 2011). 소

트웨어 기술성 평가기 의 기술제안서 평가 부문

은 ‘ 략  방법론’, ‘기술  기능’, ‘성능  품

질’, ‘ 로젝트 리’, ‘ 로젝트 지원’, ‘상생 력  

하도 계약 정성’의 총 6개 평가부문과 총 25개

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NIPA, 2011).

소 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 제3항에는 소

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에 한 기  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을 두어 “소 트웨어 

기술성 평가기  제7조 제2항(Ministry of Science, 

2017)에 근거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

이 바로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인 소 트웨어 분야 

제안서 기술 평가표이다. 

이 제안서 기술평가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서 그 세부 가이드를 제정하여 용하고 있다. 공

공 소 트웨어 사업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  평

가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본 기술성 평가 기

을 용하여 제안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평가표

의 철 한 분석 기반의 제안 략 근이 요구된다. 

2.3 제안 평가 선행연구 

Kim et al.(2016)은 IT제안서에 한 평가 원

의 불공정 측 신경망 모델에서 상에 의한 계

약의 평가 행 부분은 2004년 3건에서 매년 수요

가 증가되어 2016년 기 으로 월 160여 건으로 폭

발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처럼 수요 증가에 따

라 감사원에서도 불공정 부분에 한 지 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하 다. 

Kim(2011)은 공공IT제안서 기술 평가지표의 추

출  검증 기법에서 기술성 평가지표에 한 구․ 

신 요소를 비교하 고, SMART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지표를 추출하 다.

Kim(2008)은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제안서 

평가를 한 평가지표 개발에 한 연구에서 제안

서 평가지표 설계에 처음으로 공리  설계 기법을 

용하고 문가의 의견을 체계 으로 수렴하는 설

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 다.

Yu and Kim(2008)는 공공건설공사의 기술제안

형 입찰 운 모델 개발에서 운 모델을 1)운

로세스, 2)기술제안서 작성기 , 3)기술제안서 평가

기 , 4)낙찰자결정방법으로 도출하 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발주자 의 제안서 

평가 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수

주자 의 수주율 향상에 한 연구는 무한 

상태이다.



44 김홍진․조동 ․안태호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문헌조사를 토 로 발주

자 의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한 수주

자 의 근 방향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해, 발주자 의 선행연구를 통하

여 고객의 평가 모형  평가 우선 요소를 도출하

고, 설문  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수주자 

의 제안서 작성 략에 하여 규명 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상 범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래창조부에서 고시한 소 트웨

어 기술성 평가기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14호)

를 기 으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항목별 우선순

를 발주자와 수주자 으로 설문조사를 통하

여 도출 하 다. 도출된 우선순 에 하여 AHP

기법을 통하여 수주자와 발주자의 우선순  도출 

요소를 연구 상으로 하 다. 한 우선순  분

석 결과를 통해 사업 수주율 향상 결정요인을 밝

히고, 결정 요인에 하여 문가 의견을 통한 실

증 연구를 통해 기업의 제안평가 요소의 우선순

를 도출 하 다. 유형별 제안 평가 우선순 에 

하여 수주자  발주자 에서의 우선순 에 

한 차이 을 밝히고 그에 한 기업의 응 략 

요소를 도출 하 다.

도출된 략  요소는 기술제안서 작성 시 평가 

우선순 에 기반한 작성 략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순 는 수주자  발주자 문가 집단을 

상으로 AHP 기법을 도입하여 각 집단에서의 평

가 우선순 에 한 차이를 분석하고 수주자와 발

주자의 향후 사업의 근 략을 도출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사업 수주율 향상 결정요인을 밝히고, 

결정 요인에 하여 문가 의견을 통한 실증 연구

를 통해 기업의 제안평가 요소의 우선순 를 도출

하고자 하 다. 한 제안 평가 우선순 에 하여 

수주자  발주자 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에 

한 기업의 응 략 요소를 도출 하 다.

3.2 연구과정

본 연구 과정은 아래 <Figure 1>과 같이 진행 

하 다.

<Figure 1> Study Courses

선행연구를 통하여 국내 IT산업 분석  선행 연

구 조사 등 제반 연구 환경을 조사하 다. 이후 설

문요소를 작성하기 하여 소 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  사례를 분석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AHP 기

법을 용한 설문을 실시하 다. 가 치는 평가 요

소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고 용한 략과 

시사 을 도출하는 연구과정에 용하 다.

3.3 연구분석 방법

본 연구는 계층분석 과정인 AHP(Analytic Hie-

rarchy Process) 분석 방법을 용하 다. AHP는 

다수의 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면 인 평가기

과 다수의 평가 주체가 존재하는 다기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해 Saaty(1990)에 의해 개발된 

도구 이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 의 효과

를 창출하기 하여 의사결정을 수반해야 하는 시

이 있다. 이러한 선택의 시 에서 최 의 효과를 창

출하기 해 최 의 안을 비교를 통해 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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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valuation Criteria

Strategy and
Methodology

Understanding of Project

Strategy

Technology

Framework

Methodology

System and 
Function

System Requirement

Function Requirement

Security Requirement

Data Requirement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Constraint

Performance and 
Quality

Performance Requirement

Quality Requirement

Interface Requirement

Projec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Methodology

Project Schedule Planning

Development Equipment

Project Support

Quality Assurance

Test Operation

Training

Maintenance

Security

Back-Up Plan

Subcontractor
Management

Cooperation with Subcontractor

Adaptiveness of Subcontract 
Agreement

<Table 1> SW Evaluation Criteria

내는 것이 AHP 기법의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AHP 기법은 이러한 장 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AHP를 통한 의사

결정은 요인 간 가 치를 바탕으로 안간 비교평가

를 수행하여 최  안을 선정 하는 것이 목 이지

만, 평가요인간의 우선순  수립이 요한 경우에는 

안간 비교평가를 하지 않고 의사결정 평가요인들

의 상 인 가 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는 

것 한 의의를 갖는다(Back and Kang, 2014).

련 연구사례로, AHP를 통해 소규모 소 트웨

어 개발을 한 소 트웨어 개발방법론 합도 평가

(Kim and Yoo, 2013), 의사결정을 한 Web 기반 

AHP 기법 소 트웨어 개발(Lee and Park, 2008), 

AHP를 이용한 소 트웨어 내부품질특성의 선정방법

(Lee and Jung, 1997) 등 다양한 소 트웨어 분야

에 있어 AHP 기법을 용하여 최 의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 등의 다양한 연구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창조부 고시 소 트웨어 기

술성 평가 기 에 하여 문가의 검증  이해 

당사자별 우선순 를 도출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

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 하 다.

3.4 SW 평가 요인에 미치는 향 도출

분석 상의 평가 요인으로는 미래창조부 고시 

소 트웨어 기술성 기 의 평가항목을 기 으로 하

여 요인을 제시 하 다. 주요 평가 요인은 <Table 

1>과 같다.

본 기술성 평가 기 으로 하여 AHP 기법을 용

한 설문을 수행하기 한 계층 모형을 도출 하 다. 

이를 기반으로 <Figure 2>와 같이 계층모델을 

수립하 으며 AHP 설문지를 도출 하 다.

Understanding of Project

Strategy

Technology

Framework

Methodology

Software Evaluation Criteria

Project Management Methodology

Project Schedule Planning

Development Equipment

System Requirement

Function Requirement

Security Requirement

Data Requirement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Constraint

Performance Requirement

Quality Requirement

Interface Requirement

Cooperation with Subcontractor

Adaptiveness of Subcontract Agreement

Quality Assurance

Test Operation

Training

Maintenance

Security

Back-Up Plan

Strategy and
Methodology

System and Function

Performance and 
Quality

Project Management

Project Support

Subcontractor 
Managment

<Figure 2> Hierarchy Model f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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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Category Result

Type of 
Business

① Small & Medium Firm 44%

② Conglomerate 18%

③ Government Office 38%

Industry

① SI(System Integration) 19%

② SW Development 
Company

13%

④ Government 
Organization

44%

⑤ Financial Institution 7%

⑥ Audit 13%

⑦ Consulting 4%

Experience of 
Bid 

Submission

① None 18%

② Less than 3 6%

③ 4～10 19%

④ More than 10 57%

Experience of 
Bid

Evaluation

① None 19%

② More than 3 13%

③ 4～10 25%

④ More than 10 43%

Experience

① Total Experience 20년

② Experience of
Procurement

12년

Academic 
Background

① Below College 0%

② Bachelor’s Degree 43.75%

③ Master’s Degree 50%

④ Doctor’s Degree 6.25%

<Table 2> Analysis Result of Sample Survey

Criteria Weight Priority

Strategy and Methodology 0.330 1

System and Function 0.218 2

Performance and Quality 0.192 3

Project Management 0.134 4

Project Support 0.073 5

Subcontractor Management 0.053 6

  <Table 3> Priority Analysis Result in 1st Step 
Evaluation Criteria

4. AHP 계층 모형 구축

4.1 연구 표본  자료 수집

연구 표본  자료 수집을 한 평가 요인은 소

트웨어 기술성 평가 요인을 기 으로 하여 요인

을 제시하 다. 도출된 소 트웨어 기술성 평가 요

소에 하여 가 치를 산정하기 하여 2016년 11

월 10일～11월 20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친 문

가 설문을 수행하 다. 본 설문 상자는 수주자의 

경우 업에서 수주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정

보처리분야 기술사  박사과정 문가를 상으

로 하 으며, 발주자의 경우에는 공공기 에서 발

주 업무를 직 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무진을 

상으로 선정하여 수행하 다. 따라서 설문 상자

의 상 확  보다는 깊이 있는 설문을 수행하려

고 노력 하 다. 

설문은 엑셀로 작성된 설문지를 메일로 송  

응답을 받았으며 설문의 품질을 높이기 하여 CI

지수를  비교를 수행하면서 실시간 확인이 가

능토록 함으로써 설문 응답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개발 하 다.

회수된 설문지 총 30부를 회수하 으며 이  5

부는 정확한 설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CI값이 

0.1 이상인 일 성이 결여된 설문으로 제외하 다.

주요 설문 상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수주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15명) 문가와 발주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

 소속(10명) 인력으로 구성 되었다.

한 제안서 작성 경험과 제안서 평가에 한 

충분한 경험을 확보한 문가를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평균 수발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평균 12년으로 나타났다.

4.2 SW평가 우선순  분석

4.2.1 평가 1단계 평가 우선순  분석 결과

소 트웨어 기술성 평가 1단계 기 에 한 우

선순 를 평가 한 결과, 략  방법론이 주요한 

평가 상 요소로서 나타났다. 한 가 치 비 도 

0.29의 가 치로 다른 구성요소 보다도 월등히 높

게 보여 으로써 요도에서 높게 평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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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요소와 리 부분에 한 요도 에서는 

로젝트 리 보다는 기술  성능을 더욱 요

한 요소로 도출 되었다. 장비에 한 평가 요소인 

성능  품질보다는 소 트웨어의 기능을 평가하

는 기술  기능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소 트웨어 

기능에 더욱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평가 2단계 평가요소에 한 우선순  

분석 결과

(1) 략  방법론

략  방법론 평가요소에서는 사업의 이해도

가 우선순 에서 1순 를 차지함으로써 요도가 

높게 도출 되었다.

Criteria Weight Priority

Understanding of Project 0.340 1

Strategy 0.258 2

Technology 0.172 3

Framework 0.130 4

Methodology 0.100 5

<Table 4> Analysis Result of Strategy and Methodology 
Part

시사 으로는 사업에 한 거시 인 의 악

요소가 개별 기술  개발 방법론보다도 요도가 

높게 도출 되었다는 것이다. 세부 인 기술요소 보

다는 사업에 한 략  이해도가 사업 성공의 

주요 요소라고 악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2) 기술  기능

기술  기능 평가 요소에서는 시스템의 개별 기

능인 기능 요구 사항이 우선 첫 순 로 도출 되었다.

Criteria Weight Priority

System Requirement 0.271 2

Function Requirement 0.314 1

Security Requirement 0.090 5

Data Requirement 0.157 3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0.096 4

Constraint 0.072 6

<Table 5> Analysis Result of System and Function 
Part

이러한 가 치에서 평가의 요한 요소로 응용

시스템이 인 라 시스템보다도 더욱 요한 요소

로 고려하고 있다는 시사 이 도출 되었다. 한 

일반 으로 가 치가 높다고 단되는 보안요구사

항이 가 치 측면에서는 후순 로 도출 되었다는 

부분이 의외성으로 도출 되었다.

(3) 성능  품질

성능  품질 측면에서는 품질에 한 요구사항

을 충족시키는 평가요소가 높게 나타났다.

Criteria Weight Priority

Performance Requirement 0.446 1

Quality Requirement 0.335 2

Interface Requirement 0.219 3

<Table 6> Analysis Result of Performance and Quality 
Part

성능요구사항이 품질요구사항 보다 높은 우선순

를 보여 주었다. 한 시스템간의 연결을 결정짓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성능보다도 가 치가 낮게 

도출 되었다. 본 결과는 시스템에 한 안정성이 

요한 평가 항목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4) 로젝트 리

로젝트 리 평가 부분에서는 로젝트의 

리를 수행하기 한 리 방법론이 가장 요한 

평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Criteria Weight Priority

Project Management 
Methodology

0.410 1

Project Schedule Planning 0.408 2

Development Equipment 0.182 3

<Table 7> Analysis Result of Project Management 
Part

이러한 설문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로젝트 

리에서는 어떻게 로젝트를 리할 것인가에 

한 요인을 제안서 평가에서는 주  깊게 악한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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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젝트 지원 

로젝트 지원 분야에서는 품질 보증이 주요한 

평가 요인으로 가 치가 도출 되었다.

Criteria Weight Priority

Quality Assurance 0.322 1

Test Operation 0.192 2

Training 0.168 3

Maintenance 0.145 4

Security 0.084 6

Back-Up Plan 0.089 5

<Table 8> Analysis Result of Project Support Part

로젝트를 수행 하면서 로젝트를 지원해야 

하는 요소로 일반 인 지원 요소 보다는 로젝트

의 직 인 품질요소에 한 부분에 더욱더 많은 

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6) 상생 력  하도 계약 정성

상생 력  하도  계약 정성에서는 소기

업과 기업의 상생 력의 요소가 하도  계약 

정성 보다 높은 가 치가 도출 되었다.

Criteria Weight Priority

Cooperation with Subcontractor 0.573 1

Adjustment of Subcontract 
Agreement

0.427 2

<Table 9> Analysis Result of Subcontractor Manage-
ment Part

이 평가 분야에서 높은 수를 획득하기 해서

는 소기업과의 상생 력 분야를 좀 더 차별화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시사 이 도출 되었다.

4.3 이해 계자별 우선순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평가요소별 우선순  분석에 이

어 수주자와 발주자간의 우선순  차이 분석을 수

행하 다. 발주자와 수주자의 우선순  차이분석 

결과, 략  방법론, 기술  기능, 로젝트지원 

평가 항목에서 두 집단 간에 우선순  차이가 발

생함으로써 이 3개의 평가항목에 해서만 차이분

석을 수행 하 다. 

이러한 차이분석을 통해 학문   비즈니스

인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4.3.1 략  방법론 우선순  차이 분석

략  방법론 평가요소에 해서는 평가요소

별 순 가 수주자와 발주자의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Criteria Bidder Purchaser

Understanding of Project 1 1

Strategy 2 2

Technology 4 3

Framework 5 4

Methodology 3 5

<Table 10> Difference in Strategy and Methodology 
Part

사업이해도와 추진 략을 요도에서 상  요소

를 보는 부분은 양측이 동일하 으나 차순  요소

에서는 수주자는 개발방법론을 발주자는 용기술

을 요한 요소로 보았다. 이는 수주자는 개발

인 측면을 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발주자 측면은 

사업 용 기술 요소에 해 더욱 심이 높은 것

으로 악 되었다. 이러한 분석 요소로 보아, 수주

자는 개발의  보다는 최종 고객이 하게 되

는 기술에 한 요소를 더욱 부각한 제안서를 도

출해야 수주율 높은 제안서가 될 것으로 단된다.

4.3.2 기술  기능 평가요소 우선순  차이 

분석

시스템에 한 품질을 좌우하는 기술  기능 

평가 요소에서의 우선순 에서는 수주자와 발주자

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주자는 장비의 성능 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

는 반면 발주자는 소 트웨어의 기능 인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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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성을 더욱 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약 사항

을 수주자는 높게 악한 반면 발주자는 그 분야

를 가장 낮은 평가 요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Criteria Bidder Purchaser

System Requirement 1 2

Function Requirement 3 1

Security Requirement 5 5

Data Requirement 4 3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6 4

Constraint 2 6

<Table 11> Difference in System and Function Part

이러한 차이 에서 발주자는 당연히 제약사항은 

수주자가 해결할 요소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4.3.3 로젝트 지원 분야에 한 평가요소 우선

순  차이 분석

로젝트 지원 분야에서는 수주자 으로는 비

상 책이 요한 요소로 단한 반면 발주자는 이 

요소를 하  평가 요소로 단하 다.

Criteria Bidder Purchaser

Quality Assurance 1 1

Test Operation 3 2

Training 4 3

Maintenance 5 4

Security 6 6

Back-Up Plan 2 5

<Table 12> Difference in Project Support Part

이러한 은 고객 입장에서는 로젝트에 

한 이슈 발생에 한 응 방안 보다는 품질 보장

을 한 다양한 요소를 더욱 요한 요소로 악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시사

본 연구는 공공 정보화 분야의 평가에 하여 

문헌 연구를 통하여 악하고, AHP 기법을 통하

여 평가요소에 하여 선택요인들의 우선순 를 

도출 하 다. 우선순 에 하여 수주자와 발주자

의 시각 차이를 도출해 냄으로써 수주자와 발주자

는 어떠한 략으로 소 트웨어시스템 제안 략

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한 방향성을 도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 

에서는 략  방법론이 요한 우선순 로 

도출되었다. 소 트웨어 사업 수행에서 요한 요

소로 사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지에 한 

큰 방향인 략을 요한 요소로 수주자와 발주자

가 선정했다. 둘째, 수주자와 발주자가 동일하게 

로젝트 리보다는 기술 인 부분에 더 우선순

를 주었다. 평가요소에 한 우선순  도출에 

있어, 략  방법론에 이어 차 순 로는 기술  

기능, 성능  품질을 선택하여 로젝트 리  

지원보다도 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셋째, 기술 

 기능 인 측면에서는 수주자는 시스템 인 측

면을, 발주자는 SW의 기능 인 요소를 우선순

로 선택했다. 수주자의 경우에는 가격 민감도가 

큰 장비요소인 시스템 인 측면에 우선순 를 둔 

반면, 발주자는 직  사용자의 에서 어 리

이션의 성능에 더욱 우선순 를 나타냄을 보여 주

었다. 넷째, 로젝트 지원 분야에서는 수주자는 

비상 책 요소에 하여 우선순 를 보여  반면 

발주자는 시험  교육 분야를 높은 우선순 로 

보았다. 이 평가 요소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발주

자는 시스템 구축 후에 안정 인 서비스 개시를 

한 제반 사항을 높은 우선순 로 두고 있다는 

시사 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시사 을 제

시하면 첫째, 발주자와 수주자는 미래창조부 소 트

웨어 기술성 평가의 일부 요인에 한 우선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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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수주자는 공공정보

화 사업에서 수주율 제고를 하여 제안서 작성 략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주자는 제안서 작성 

략을 발주자의 가 치에 기반한 요도 으로 집

화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좀 더 설득 인 제안서를 

작성하여 수주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한 제안서 작성 시 용 가

능한 실무  공헌 으로는, 략과 방법론에 하

여는 체계 이고 고객 지향 인 제안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 시스템 기능  기술 측면에서는 인

라 장비 요소 보다는 소 트웨어 기능 인 측면에 

좀 더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는 연구  성과를 

도출해 냈다. 한 시스템 구축 후 테스트 방안에 

우선을 두고 작성을 하여야 기술 인 완 성을 입

증 한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단순히 수주자

의 강   역량 등을 으로 제시하는 제안

략이 아닌 발주자가 요구하는 요도 의 평

가항목에 하여 제안서 분량  차별화 요소를 

제시 하여야 제안 략 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인 측면의 시사 을 도

출함으로써 제안을 어떻게 략 으로 작성할 것

인가에 해 방향성을 제시 했다는 이 실무  

의 시사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발주자와 수주자의 집 화 요

소를 실증 인 연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비즈니

스 성공에 한 이론  확장에 기여했다는 을 

학문  시사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성공  

보장을 해 발주자는 어떠한 평가요소에 집 하

여 리해야 성공 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가

에 한 결정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복잡․다

양화 되어 가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IT 시스템의 경 성과 창출을 한 방향성을 제시

했다는 에서 그 시사 을 찾을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비록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학술 , 

실무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고 있다. 첫째, 설문 조사 표본의 숫자에 

한 충분성 부족이 한계 으로 지  될 수 있다. 소

트웨어 분야에 종사하는 문가(정보처리분야 기

술사, 박사과정)  발주업무 수행자 심의 최

한 문가 집단 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

나 좀 더 다양한 표본 개수의 확 로 데이터에 

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 상자의 

다양성 부족이다. 본 조사는 발주자, 수주자의 집

단을 분류 하 으나 이 부분은 일부 한정된 데이

터 도출이라는 문제 으로 지 될 수 있다. 따라

서 이해 계자별이 아닌 소 트웨어 역별 표본 

조사가 향후 요구된다. 셋째, 평가항목의 세분화 

요소에 한 요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평가 2단계에 한 우선순  가

치 분석에서는 발주자와 수주자 두 집단 간의 

다양한 우선순  차이  도출에 한계 이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평가요소의 하  

평가요소에 하여 좀 더 많은 모집단을 통한 우

선순  도출이 향후 연구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업 간의 비교 연구 부족이 한계 으로 

지 될 수 있다. 소 트웨어 분야에 한정된 연구

로 인해 정보 분석에 편 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다양한 산업과의 비교도 의미 있는 연

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에 기반 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상별 설문을 수행해야 하며, 아울러 

평가 요소별 우선순 에 따른 상호 연 성 분석, 

한 다양한 분야에 한 연구가 추후 후속 연구

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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