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software operation pricing proposed by the

software business price calculation guide from 'input manpower method' to 'rate calculation method'. The software

operation pricing of the input manpower method is not objectively calculated in the domestic IT outsourcing situation

where the statistical data based on the activity based estimating is insufficient and it is decided by agreement between

the owner and the client. In addition, there was no standard for adjusting the productiv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service. In order to improve this, an operational correction factor item that can affect

the software operation productivity was selected based on foreign and domestic standards, and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first questionnaire to IT operation managers. In order to determine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e fixed

operational correction factors, the operational correction factor using AHP technique was confirmed through a second

questionnaire for pairwise comparison. The operational difficulty calculation table was developed with reference to

COCOMO and ITIL standards. Finally, we propose a new pricing scheme that reflects the operating rat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by collecting the data of the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on the estimated cost and the actual

cost calculated from the new rate method software operation pricing.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estimated cost and the actual cost are related to each other. Mean magnitude of relative error(MMRE) and

PRED[25] analysis were added for accuracy analysis. MMRE and PRED also showed satisfactory results,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the rate method software operation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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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Based Cost Model, Software Operation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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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아웃소싱은 비용절감과 위험분산, 정보시스템

의 성과향상을 통한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널리 도입되고 있다(행

안부 외, 2009). 전 세계적으로 IT 아웃소싱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아웃소싱 거래가 실패로 간주되거나 심각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절한 계약을 협상하는 방법

과 건전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

인 지침이 부족하다(Qi et al., 2012). 국내외 IT아

웃소싱도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아직도 ‘SW제값주기’, 소

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등의 문제를 지속

적으로 제기하며 발주 및 관련제도의 변화를 지속

적으로 요구하고 있다(INEWS24, 2018).

국내 IT아웃소싱 시장의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

지보수 계약 시 대가산정은 KOSA(2017)에서 발

간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주로 활용된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 민간기업도 이를 준용하고 있어 국내 IT아웃

소싱 계약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사

업의 발주현황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활

용한 대가산정 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업무 구분이 모호하고, 유지보수 대가에 운영

대가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관행으로 대가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 운영대가는 투입

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투입인력

통제에 따른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투입인력 수 산정 시 WBS(Work Break-

down Structure)기반의 과거 수행 실적 데이터 분

석에 근거하기 보다는 수․발주자간 예산 범위 내

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운영업무 특성 및 운영인력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운영요

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소프트웨

어 유지보수 대가는 유지보수 요율을 산정하는 유

지보수 난이도 산정 기준에 운영업무 내역이 혼재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운영과 유지보수 업

무 용어 정의를 통하여 분리 발주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이 보유한 소프트

웨어 운영규모와 신규 개발한 운영보정계수를 적

용한 업무량 방식의 요율제 운영 대가산정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능점수 기반의 운

영 업무량 산출과 신규 개발된 운영보정계수를 통

해 운영대가를 산출하여 객관적인 근거 기반의 합

리적 계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규 대가산정 모델을 적용함에 따라 발주자의

운영인력 통제가 사라지고 SLA기 반의 서비스 중

심 계약으로 변환할 수 있다. IT아웃소싱은 경쟁

적 관점에서 거래비용 이론에 기반을 두어 수․발

주 간에는 목적의 상이성으로 파트너쉽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이상곤, 2003), 하지만 본

모델에서는 장기계약 시 운영업무 특성 및 운영인

력 생산성을 고려한 연도별 가격할인을 통해 수․

발자주 간에 파트너쉽을 발휘할 수 있어 공정한

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배경 및 관련현황

2.1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정의

ISO/IEC15504(2012)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 관리, 감시, 통제, 개선을 위한 능력심사

및 프로세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ISO15504-5

(2012)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에서 유지보수는 엔

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룹 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유지보수 프로세스(ENG.12)로 정의하고, 운영은

운영프로세스 그룹 내 운영사용(OPE.1), 고객지원

프로세스(OPE, 2.)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다. 소

프트웨어 및 시스템 유지보수 프로세스의 목적은

결함의 수정, 성능 또는 다른 속성의 개선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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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도 후 시스템 및 소프

트웨어 제품을 수정하는 것이다. 운영사용의 목적

은 계획된 사용기간 및 설치된 환경 하에서 제품의

시정및효율적운영을보증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ISO/IEC/IEEE 12007(2017)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프로세스를 정의한 국제표준이다. ISO/IEC/

IEEE 12207(2017)에서 운영 프로세스는 소프트웨

어를 구동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용자에 대한

운영 지원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다.

운영 프로세스는 시스템 운영자가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운영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개발된 시스템의

설치 및 배포, 새로운 시스템 배포에 따른 시스템

운영시험, 시스템 운영, 그리고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프로세스이다. 또한, 유지보

수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유지보수 요구사항에 대

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보수 대상의

문제 및 수정사항을 분석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

며, 유지보수 결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

환경에서 새로운 운영환경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

획 수립 및 이전과 전체 수명주기의 마지막 단계

인 시스템 폐기와 관련된 작업을 포함한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를 분리하여 정의하

고 있다. 소프트웨어 운영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 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으

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

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

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

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

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보다 편리하

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KOSA, 2017).

상기 문헌연구를 살펴볼 때, IT아웃소싱 사업에

서 소프트웨어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는 과업의 내

용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소프

트웨어의 안정적인 사용성 보장과 과업성과를 향

상하기 위해서는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의 분리 발

주가 필요하며, 통합 발주한 사업은 운영과 유지

보수 인력을 분리하여 구별된 서비스 수행이 필요

함을 시사하고 있다.

2.2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산정 방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는 SW사업을 기

획, 구현, 운영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운영단

계에서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대가산정 방

식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

수 대가산정 방식은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요율

제 유지보수비, 고정비/변동비 방식 유지보수 및

운영비, SLA(Service Level Agreement)기반 유

지보수 및 운영비 정산법의 4가지 방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KOSA, 2017).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산정 방식의 개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입공수 방식, 고

정비 방식, SLA방식의 운영비 대가산정 방식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투입 공수 방식의

운영비는 업무 활동별로 업무특성 및 난이도를 고

려하여 투입공수를 산정 한 후, 투입공수에 기술

자 노임단가를 고려하여 운영대가를 산출한다. 투

입공수 방식은 통상적인 Man Month 또는 Man

Hour방식으로 전형적인 헤드카운트 방식을 의미

한다.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방법은 [그림 1]

과 같다.

SW운영비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1) 직접인건비 = 투입공수×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2) 제경비 : 110∼120%
3) 기술료 : 20∼40%

[그림 1] SW 운영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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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 방법론 비용 모델 설명 제약조건

액티비티 기반 비용 산정 단가 수행한 모든 활동에 기초한 대가산정(WBS)
데이터 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

수학적 모델
(규모산정 기반 비용 산정 l)

COCOMO,
SLIM

소프트웨어규모를기반으로원가에영향을미치는
변수들을고려하여수학적알고리즘을통한대가를
산정하며 전문가의 결정이 성능에 영향을 미침

정확도와 신뢰도가
전문가에 의존

데이터베이스 참조 기반
모델방식 WinDesignABC

Codd의정규화규칙, 데이터, 사전, 이들간의연관성,
카디널리티, 구조적 제한 및 정의된 통합 제한을
엔티티-연관모델과관련된기본개념을규합하여
대가산정(Hughes et al., 1996)

정확성은 과거실적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존

<표 1> 소프트웨어 비용산정 모델

둘째, 고정비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운영비는

일상운영 업무, 지원업무, 적응유지보수, 수리유지

보수의 업무를 대상으로 투입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한다. 고정비 방식과 투입인력 공수 방식의 차

이점은 산정방식은 동일하나 유지보수 업무 중 일

부인 적응유지보수, 수리유지보수 업무를 운영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고정비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SLA 기반 운영비 정산법은 운영사업에서

서비스수준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과업 수행이 완

료된 이후에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따라 운영성과

를 평가하고 서비스 목표수준 달성 여부에 따라 인

센티브와 패널티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2.3 해외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산정 방식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산정 방식에 대한 문헌의

부족으로 참조모델로 소프트웨어 개발부문 공수예

측 모델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Putnam

(1978)은공수예측모델로SLIM을제안했다. Albrecht

(1979)는 소프트웨어의 물리적인 구성을 기반으로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 방법인 KLOC를 대체하는

기능점수 방식을 제안했다. Hughes(1996)는 전문

가 판단에 기초한 전문가 판단모델을 제안했다. 이

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를 산

출하는 모델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소프트웨

어 개발공수 산정방식은 액티비티 기반과 소프트웨

어 규모기반이 대표적인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외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산정 방식을 살

펴보면 운영은 통상적으로 기반(Infrastructure) 서

비스 업무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외

하드웨어 업체인 HP사의 실험(Laboratories) 비용

모델인 TCO(Total Cost of Ownership)방식을 검

토하였다. HP의 실험 비용모델은 데이터 센터 운영

과 관련된 공간, HW전력공급, 냉각 및 운영비용으

로구성된다. IT부서의총소유비용을요약하면 [그

림 2]와 같다(Chandrakant and Amip, 2005).

IT부서의 총소유 비용
= 비용공간+비용하드웨어 전력+ 비용냉각+비용운영

[그림 2] HP 실험비용 산정 모델

HP의 실험 비용모델에서 운영비(비용운영)는 인건

비, IT장비 감가상각비,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비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비 중 인건비 산정 방식

은선행의소프트웨어개발대가산정모델에서살펴보

았던 원가회계 방식인 액티비티 기반 원가(Activity-

based Costing; ABC) 산정방식이다. ABC 산정방

식은 제품, 서비스, 이익을 계산하는 모델로써, IT

도메인에서 가격, 아웃소싱 또는 비용, 수익개선에

관한 관리결정, IT프로세스 개선, IT서비스 비용 계

산에 사용되고 있다(Kaplan and Bruns, 1987). HP

모델을 참고로 할 때, 해외 소프트웨어 운영비 산정

은 운영업무 액티비티에 투입된 인력의 직간접 인건

비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ABC 모델은 작업 분할 방식과 엔지니어링 및 시장

조건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비용을 추정하며, 가

장 투명한 절차이지만 숙련된 직원이 수행해야 한다

(Kaiser, 2019). 해외는운영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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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를상세히구분하고 운영서비스를달성하기

위해 소요된 인력을 숙련된 인력과 ITSM 시스템을

활용하여 명확히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비용을 산정

한다. 반면, 국내 투입인력 수 방식도 ABC 방식을

적용했지만, 고객의 일방적 요구와 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한 인력투입 수를 결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2.4 소프트웨어 운영비 산정방식의 문제점

현행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소프트웨어 운

영 대가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도

소프트웨어 운영비는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제공하

지 않고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해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산정하도록 하므로 모호하다고 제시하고

있다(박혜자 외, 2012). 운영대가 산정방식의 문제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

공수방식 운영비를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실상은 대

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투입인력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업무 특성에 따른 생

산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 부재하다. 운영업무

에 대한 객관적인 투입인력 수를 산정하려면 운영

업무를 단계(phase), 활동(activity), 태스크(task)

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최하위 단위인 태스크에

기술자 등급별 생산성을 고려한 투입공수를 식별하

여야 한다. 또한, 과거 운영업무 실적 데이터에 기

반을 둔 분석과 금번 사업에서 요구되는 신규 업무

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예상 투입공수를 결정해야

한다. 투입공수 방식 적용 실상은 ABC 모델의 형

식만 갖추었을 뿐 내용상으로 보면 발주기관이 사

업예산에 따라 투입인력 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거

나 또는 수주업체의 손익에 맞추어 투입 인력 수가

결정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혼합한 고정비/변동비 방식에서

고정비는 연간 업무가 예측이 되는 일상운영 업무

와 지원업무만을 소프트웨어 운영비에 고려했어야

하나, 변동성 업무인 적응 및 수리 유지보수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고유한 운영업무만을 반영한 산정방

식이라 할 수 없다. 셋째, SLA 방식 운영비는 운영

비를 산출하는 독립된 산정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

다. SLA 방식 소프트웨어 운영비는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입인력 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먼저 계산하고, 이를 지급함에 있어 SLA 준수여부

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대가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

소프트웨어 운영대가 산정은 불가하다.

3. 소프트웨어운영대가산정방식개발

3.1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정의

문헌연구를 통한 국제 표준 및 국내 기준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운영과 유지보수 내용을 토대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 운영과

유지보수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운영은 개발이 완료된 후 인도된 소

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니터링과 사용자 지원을 수행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개

발이 완료된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

트웨어 운영 환경의 변화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

경에 따라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상기 정의를 토대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고

객사 특성에 따른 세부 서비스 항목을 정의한 후 운

영과 유지보수업무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소프

트웨어의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SW

운영효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운영대가 모형의 구조

본 연구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객관적 판단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대가를 개선하여 객관

적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량에 기반을 둔 요율제

운영비 대가산정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프트

웨어의 의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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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영 보정요인 IFPUG COCOMO I COCOMOⅡ MARKⅡ ISO25010 SNAP ISBSG SW Eng KOSA.

제품

가용성 ∨ ∨

데이터 규모 ∨ ∨ ∨ ∨

멀티사이트 ∨ ∨ ∨

제품 복잡도 ∨ ∨ ∨ ∨ ∨ ∨ ∨ ∨

자료처리 건수 ∨

인력
인력성숙도 ∨ ∨ ∨ ∨

시스템 사용자 수 ∨ ∨

품질

보안성 ∨ ∨

품질관리 수준 ∨ ∨ ∨

문서화 ∨ ∨

소프트웨어 성숙도 ∨ ∨ ∨

기술
기반 복잡도 ∨ ∨ ∨ ∨ ∨ ∨

실시간 가동시간 ∨ ∨

<표 2> 소프트웨어 운영 보정요인과 표준 맵핑

소프트웨어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의미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김흥식 외(2017)은 선행연구에서 소프트웨어 운

영대가를 투입인력 수 방식에서 업무량 방식으로 전

환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량

은 운영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운영계약시점에 보

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총규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프트웨어 운영규모에 대한 측정 방식은

IFPUG(2010)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소프트웨어 운영대가는 소프트웨어

운영 총규모를 기반으로 개발비를 산정한 후, 유지

보수 난이도 항목(유지보수 횟수, 자료처리 건수, 타

시스템 연계, 실무지식 필요, 분산처리 여부)을 평가

하여 유지보수 요율을 결정하고, 개발비에 유지보수

요율을 곱하여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산출하는 방식

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운영업무에 적용할

운영난이도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여 유지보수 요율

을 준용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업

무량 방식의 운영 대가산정 시 준용했던 유지보수

요율을 제거하고, 신규 운영보정계수와 운영난이도

산정 평가표에 의한 운영요율을 산정할 수 있는 방

식을 개발하여 운영계약 시점에 재 산출된 개발비에

운영요율을 곱하여 소프트웨어 운영대가를 산출하

는 방식으로 선행연구를 확대 개선하였다.

3.3 소프트웨어 운영대가 보정요인 선정

소프트웨어 운영 특성에 따라 운영비용은 큰 차

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대가에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운영 특성을 객관적으

로 계량화하기 위한 운영대가 보정요인 항목을 개

발하여 운영대가 산출에 적용하고자 한다. 운영대

가 보정요인 항목은 해외 및 국내 표준에 대한 문

헌 연구를 통해 제품, 인력, 품질, 기술항목별 총

13개 보정요인 후보 항목을 <표 2>와 같이 선정

하였다.

운영대가 보정요인 후보 항목에 대하여 국내 IT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는 IT전문가 38명을 대상

으로 1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IT업

무 담당 경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근무년도 ∼9 10∼19 20∼29 30∼ 계

응답자수 5 23 9 1 38

<표 3> 설문응답자 경력 수준

설문 응답자의 경험업종은 공공 16명, 제조 16

명, 서비스 6명이다. 10년 이상 경력자가 33명이며

평균 경력이 15.3년으로써 IT분야의 전문성은 확

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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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보정요인 합계
1차분석
순위

가충지
합계

1차분석
순위

제품 복잡도 31 1 184 1

인력성숙도 30 2 127 2

자료처리 건수 28 3 119 3

기반 복잡도 28 3 117 4

품질관리 수준 25 5 83 6

데이터 규모 24 6 101 5

온라인 가동시간 19 7 66 8

시스템 사용자 수 18 8 70 7

문서화 15 9 38 11

멀티사이트 14 10 53 10

가용성 13 11 56 9

보안성 12 12 33 12

소프트웨어 성숙도 8 13 21 13

<표 4> 소프트웨어 운영 보정요인 1차 응답 결과

1차 설문은 <표 2>의 13개 보정요인 항목에 대

해 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운영 생산성에 영

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1∼7)를 부여

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13개 항

목별로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운영 생산성 영향 정

도 순위를 부여 받은 항목의 응답자 수를 합산한

값이 가장 큰 순서대로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결과는 “제품복잡도, 인력성숙도, 자료처리 건

수, 기반복잡도, 품질관리 수준, 데이터 규모” 순이

었다.

두 번째 분석은 설문 응답자가 우선순위 “1”를

부여한 항목이 운영업무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응답자 수에 1순

위는 “7점”을, 7순위는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

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이 가장 큰 순서

대로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결과는 “제품복

잡도, 인력성숙도, 자료처리 건수, 기반 복잡도, 데

이터 규모, 품질관리 수준” 순이었다. 13개 보정요

인 항목에서 6개 항목을 선정한 것은 우선순위를

부여 받은 개수의 합과 가중치 합산 값이 높은 순

서로 나열한 후 합산 값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

는 항목을 선정한 것이다. 1∼2차 분석에서 선택

된 운영 보정요인 6개 항목의 난이도 순위가 선택

된 개수의 합과 가중치에 의해 계산된 합의 값에

따라 “품질관리 수준”과 “데이터 규모” 요인의 순

위만 바뀌었을 뿐, 6개 주요항목에 포함된 요인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는 1차 설

문결과에서 나타난 보정요인 영향도 순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3.4 운영대가 보정요인별 난이도 결정

1차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선정된 6개 보정

요인 항목별 중요도 순위를 결정하고 각 요인별

난이도를 계량화하기 위해 AHP 기법을 활용한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AHP 기법은 이산 및 연

속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쌍대 비교하여 실제 선

호도나 상대적인 강도를 반영하는 측정 이론이다

(Saaty, 1980). AHP는 의사결정권자의 오랜 경

험이나 직관을 중요 시 하기 때문에 계량적인 정

보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서 다루기 곤란하면서

도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적인 정보

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Zahedi, 1990), 분석과정도 직관적이고 비교적 쉽

다는 장점이 있다(Vargas, 1990). AHP를 통한

의사결정은 요인 간 가중치를 바탕으로 대안간 비

교평가를 수행하여 최대 대안을 선정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평가요인간의 우선순위 수립이 중요

한 경우에는 대안간 비교평가를 하지 않고 의사결

정 평가요인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는 것 또한 의의를 갖는다(백형충

외, 2014). AHP의 단점은 쌍대비교를 통하여 배

정 값을 할당하기 때문에 계층 구조와 단계가 복

잡할수록 지나치게 많은 쌍대비교를 해야 하는 문

제가 있다(Weiss and Ral, 1987). 평가기준과 대

안의 수가 증가하면 쌍대비교의 수는 거의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쌍대비교의 횟수의 증가

는 의사결정권자의 혼란으로 인해 결과의 일관성

이 감소하게 되며, 그 결과 신뢰성 있는 평가치를

도출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조근태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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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보정요인 평균 기하평균 기하평균 가중값

제품 복잡도 0.25 0.22 28

인력 성숙도 0.23 0.15 20

기반 복잡도 0.16 0.11 15

자료처리 건수 0.13 0.11 14

데이터 규모 0.13 0.10 13

품질관리 수준 0.10 0.08 10

계 1.00 0.77 100

<표 5> 소프트웨어 보정요인 2차 설문결과

급내상관계수
95% 신뢰구간 F 테스트

하한 상한 값 df1 df2 sig

1차 설문 평균 측도 0.904 0.810 0.965 10.394 12 444 0.000

2차 설문 평균 측도 0.710 0.205 0.952 3.446 5 75 0.007

1∼2차 설문간 평균 측도 0.934 0.532 0.991 15.259 5 5 0.005

<표 6> 소프트웨어 운영보정요인 1∼2차 설문 급내상관계수(ICC) 분석결과

신뢰성 있는 평가대안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1차

설문결과에서 결정된 6개 항목을 AHP분석 대상으

로 결정하였다. 6개 항목을 AHP를 통해 쌍대비교

하여 항목별 순위와 운영 난이도 값을 결정하였다.

2차 설문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차 설문 응답자

를 배제하고 업무량 방식의 대가산정 대상 시스템을

실제 운영한 인력을 포함한 별도의 운영 인력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16명이 설문에 응답하

였다. 설문 응답자별 쌍대 비교한 운영보정요인 항

목별 기하평균 값을 구하고 기하평균을 합산한 값을

토대로 운영보정요인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응

답자별로 정리하였다. 응답자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무

작위지수(Random Index; RI)로 나누어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e : CR)을 구하고 일관성 비율이

0.15를 초과하는 설문은 배제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16명이 모두 0.15보다 작아 설문응답자 모두를 채택

하였다. 랜덤인덱스(Random Index)는 Saaty(2008)

가 제시한 값에 따라 설정하였다. 운영보정요인 항

목별 16명 응답자의 가중치 값을 평균한 값과 기하

평균 값을 비교한 결과는 6개 항목의 난이도 순위가

같았다. 최종적으로 운영보정요인 항목별 기하평균

값의 합인 0.77을 구하고 항목별 100분위하여 기하

평균 비중을 구하였다. 기하평균 비중을 운영보정요

인별 운영난이도 값으로 결정하였다. 2차 설문 결과

를 토대로 선정된 6개 항목별 난이도 순위는 “제품

복잡도, 인력성숙도, 기반 복잡도, 자료처리 건수, 데

이터 규모, 품질관리 수준”의 순이었다. 2차 설문 결

과와 최종 결정된 운영보정요인별 난이도 값은 <표

5>와 같다.

1∼2차 IT운영 실무자들을 통한 설문응답 결과

값에 대해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적 의

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ICC는 두 쌍의 측

정값뿐만 아니라 더 큰 측정 집합에 대해 동질성

측정을 위한 대체 통계이다(McGraw and Wong,

1996). 1차 설문응답자 38명에 대한 ICC 분석결과

평균측도는 0.904, 2차 응답자 16명의 평균측도는

0.710로 응답자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1차

와 2차의 응답자의 ICC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응답

자가 선택한 상위 6개 항목에 대한 가중 합을 합계

1로 정규화한 값과 2차 AHP 결과의 가중치간의 산

술평균값(합계 1)으로 ICC를 분석한 결과 평균측도

는 0.934로써 1∼2차 응답자간에도 일관성이 있음

이 확인되었다. ICC 결과는 <표 6>과 같다.

3.5 운영 난이도 산정 평가표 개발

운영업무 실무 경험인력을 대상으로 1∼2차 설문

을 통해 도출된 운영보정요인과 난이도 값을 근거

로 <표 7>과 같이 운영 난이도 산정 평가표를 개발

하였다. 운영 난이도 평가표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

가산정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지보수 난이도

산정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KOSA, 2017). 운

영난이도 평가는 단순, 보통, 복잡의 3단계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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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보정
요인 정의

단순 보통 복잡

기준과 점수 기준과 점수 기준과 점수

제품
복잡도

∙복잡한 통제 알고리즘(구조화/리커시브․프로그래밍,
분산화된 HW 실시간 처리)
∙복잡한 수식계산 및 분석(구조화되지 않은 수치해석,
복잡한 병렬처리)
∙디바이스 통제 매커니즘 복잡(장비 인터럽트 진단,
Device I/O 오버랩, 통신회선처리)
∙복잡한데이터관리구조(분산 DB처리,복잡한트리거)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2D/3D, 멀티미디어,
가상현실)

2개 이내 0 3개 이내 14 4개 이상 28

데이터
규모 ∙해당 SW가 통제하는 데이터 규모(GB) ∼250 GB 미만 0 250 GB이상∼500 GB미만 6 500 GB 이상 13

자료처리
건수

∙고객의데이터처리요청(배치SW, SQL Query문 활용)
건수

50건 미만
(월) 0 50∼100건

미만 (월) 7 100건 이상
(월) 14

인력
성숙도

∙SW Language, 플랫폼,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경험정도 중 택 1 2년 미만 0 2∼3년

미만 10 3년 이상 20

품질관리
수준

∙ITIL(인시던트관리, 문제관리, 변경관리, 구성(형상)
관리, 이행관리) 기반의 ITSM 관리 수준

ITSM 시스템
미적용 0 ITSM 시스템적용 5

ITSM 시스템
적용 및 CMMI
성숙도 4레벨이상

10

기반
복잡도

∙복잡한 HW 이기종(3개 이상)
∙복잡한 HW 처리구조(C/S, 이중화)
∙다양한 OS(3개 이상)
∙다양한 패키지 SW(2개 이상)
∙Multi Network

1∼2개 이내 0 3개 이내 8 4개 이상 15

<표 7> 운영 난이도 산정표

고려하였다. 3단계 운영난이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COCOMO Ⅱ, ITIL표준을 참조하여 항목을 정의

하였다(Boehm, 2000 and ITIL, 2007). 운영요율의

계산은 신규 개발된 운영난이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수주자가 발주된 연간 운영업무 내역을 기반으로

평가표에 따라 난이도 점수를 산정하여 총 합산한

후 [그림 3]의 2)번 운영요율 계산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3.6 신규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산정 방식

신규 개발된 운영보정요인을 기반으로 운영요

율을 적용하여 업무량 기반의 요율제 운영대가

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소프트웨어 운영대가를 산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소프

트웨어 운영계약 시점에 재 산정한다. 소프트웨

어 운영계약을 시점에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총

소프트웨어 규모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능점수 당 단가를 총규모에 곱하여 보정 전 개발

원가를 산정한다. 4개 보정계수(소프트웨어 유형,

언어, 규모, 품질 및 특성)를 계산하여 보정 전 개

발원가에 곱하여 보정 후 개발원가를 구한 후에

25%이내의 이윤을 더하여 재 산정된 개발비를 산

출한다. 둘째, 운영 요율을 계산한다. 신규 개발된

운영난이도 평가표 <표 7>을 활용하여 운영대상

이 되는 소프트웨어 운영 난이도 총점수를 계산

한다. 운영요율은 [그림 3]의 2번에서 제시된 운영

요율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운영요율 계산식

은 조사대상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P

값이 0.05보다 작고 결정계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수식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기존 유지보수 보정

계수에서 적용중인 10∼15%범위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셋째, 운영비중은 운

영과 유지보수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운영대가만

을 분리하기 위해 운영과 유지보수인력의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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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운영비 = (SW개발비(현재가치)×운영요율)×운영
비중+직접경비

1) SW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
①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기능점수당 단가
②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보정계수
보정요소 : 규모, 언어, 어플리케이션 유형, 품질

및 특성
③ 이윤은 개발원가의 25%이내 산정

2) 운영요율(%) = 10+(5×TOP/100)
TOP : 운영난이도 합계

3) 운영비중 = 운영업무 투입공수/총 투입공수

[그림 3] 신규 SW운영 대가산정 모델

4. 요율제소프트웨어운영대가유효성
검증

김흥식 외(2017)의 선행연구 시 확보된 3개 기

관 데이터와 본 연구에서 1개 기관을 추가 조사하

여 총 4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40개 소프

트웨어 운영계약에 대해 기능점수 기반의 운영규

모와 투입인력 수를 수집하여 신규 업무량 기반의

요율제 운영대가의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운영대가의 유효성 검증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

하였다. 첫째, 운영규모를 대상으로 재 산정된 개

발비를 산정하였다. 둘째, 신규 개발된 운영 난이

도 산정표를 해당 운영업무를 수행한 운영인력들

에게 제시하여 운영요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재

산정된 개발비와 운영요율을 곱하여 신규 운영대

가의 값인 추정대가를 산출하였다. 넷째,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된 년 단위 총 투입공수를

기반으로 실적대가를 산출하였다. 실적대가는 SW

사업 대가산정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자 노

임단가를 등급별 평균투입 비중을 고려하여 평균

단가를 구한 후 투입공수에 곱하여 산출하였다.

등급별 투입공수 비중은 4개 기관에 투입되어 있

는 등급별 평균 비중을 참고하여 특급 10%, 고급

20%, 중급 40%, 초급 30%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통합 발주된 상황에 따라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

지보수의 비중을 기반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산출

했던 실적대가와 추정대가에서 실 운영대가만을

분리하였다. 운영비중은 업무량 기반의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했던 4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평균을

근거로 전체 대가 중 85%를 반영하였다.

실적대가와 추정대가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이

전에 데이터의 이상치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운영 실적대가 평균은 246,912이며

표준편차는 394,476.2이다. 신뢰구간(±95%)의 하

위값은 -526,262이며, 상위값은 1,020,085이다. 실

적대가중 상위 값보다 크거나 하위 값보다 작은

값이 이상치로써 실적대가 40건 중 N3번 1건이

2,501,228로 상위 값보다 높아 정확도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대가와 실적대가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추정

대가와 실적대가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

로는 상대오차 평균(Mean Magnitude of Relative

Error; MMRE)과PRED[n]을적용하였다(Kitchenham

et al., 2003).

Conte의 기준에서 ‘연속되는 아웃풋을 생성하

는 모델의 성능은 MMRE, PRED[30], 상관관계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

다. PRED[30]은 상대 오차 또는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의 상대적 크기인 RE(Relative Error)에

서 계산한 척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PRED[n]은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상대 오차가 일정범위내의 비

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PRED[25] = 75%’는

추정값의 75%가실제값의 25%이내수준임을의미

한다. Conte는 MMRE ≤ 25%이고, PRED(0.25)

≥ 0.75이면 만족할 만한 결과로 정의한다(Conte

et al., 1986).

첫째,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정확도 측정방법

인 MMRE의 단계별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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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IN MAX MED MMRE PRED

% 0.1 66.8 15.1 22.8 64.1

<표 8> 실적대가와 추정대가와의 정확도 분석결과

모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B 표준화 계수 t F F Sig. R2 회귀식

39
운영
추정대가

실적 대가 0.758 0.792 7.894 62.321 0.000 0.627 y = 0.8276x+35241

<표 9> 실적대가와 추정대가와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2)

  


×

  



 (3)

둘째, PRED[n]을활용한정확도측정방법은 PRED

[0.25]의 비율을 계산한다.

  

 (4)

소프트웨어 요율제 운영 대가산정의 추정대가와

실적대가에 대한 정확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Conte는 MMRE가 25% 이하이면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Kumari et al., 2013). Panda

et al.(2015)은 스토리 포인트를 기반으로 애자일

소프트웨어 노력 추정을 위한 신경망 모델의 실증

적 검증에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함에 있어 MSE,

R2, MMRE는 더 낮은 추정 값이, PRED는 더 높

은 추정치가 최상의 모델로 간주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요율제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산정 방식을 적

용한 추정대가와 실적대가의 MMRE는 22.8%이

다. 또한, PRED[25]는 추정대가의 64%가 상대오

차 25%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본 연구 모델의 정확

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실적대가와 실적대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선형회귀분석 결

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선형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회

귀분석 결과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실적대가와

추정대가는 관계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결정계수를 통해 추정대가는 실적대가 대비

62.7% 설명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MMRE, PRED,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

운영요율을 적용한 요율제 운영대가가 실적대가와

유사한 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체 가

능한 방식으로 판단하였다.

김흥식 외(2017)의 선행연구 시 추정대가와 본

연구의 추정대가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차이율 분석이

가능한 2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추정

데이터 중 21건이 동일수준이거나 현저히 오차율

이 줄어들었고, 평균적으로는 선행연구 대비 정확

도가 11%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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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실적 대가 선행연구
추정대가

본 연구
추정대가

실적-선행 연구
차이율

실적-본 연구
차이율

선행-현행
차이율

1 543,745 833,694 798,729 53% 47% -6%

2 326,247 437,583 373,894 34% 15% -20%

3 54,375 30,111 29,854 45% 45% 0%

4 108,749 138,778 125,196 28% 15% -12%

5 54,375 49,218 45,867 9% 16% 6%

6 54,375 49,111 49,781 10% 8% -1%

7 187,425 265,664 275,931 42% 47% 5%

8 187,425 180,184 173,771 4% 7% 3%

9 249,899 434,414 416,897 74% 67% -7%

10 124,950 148,676 152,118 19% 22% 3%

11 124,950 57,034 57,430 54.4% 54.0% 0%

12 749,698 261,398 261,398 65.1% 65.1% 0.0%

13 124,950 199,916 199,916 60.0% 60.0% 0.0%

14 102,852 79,031 104,320 23.2% 1.4% -21.7%

15 308,557 216,869 293,857 29.7% 4.8% -25.0%

16 205,705 154,942 215,370 24.7% 4.7% -20.0%

17 205,705 136,751 185,297 33.5% 9.9% -23.6%

18 411,409 278,659 411,022 32.3% 0.1% -32.2%

19 51,426 30,165 43,437 41.3% 15.5% -25.8%

20 154,278 107,946 155,442 30.0% 0.8% -29.3%

21 154,278 108,383 156,071 29.7% 1.2% -28.6%

22 51,426 51,860 68,456 0.8% 33.1% 32.3%

23 257,131 186,217 245,806 27.6% 4.4% -23.2%

24 154,278 96,957 126,044 37.2% 18.3% -18.9%

25 102,852 55,888 80,479 45.7% 21.8% -23.9%

26 205,705 143,457 179,321 30.3% 12.8% -17.4%

평균 　 　 34.8% 23.0% -11.0%

<표 10> 선행연구와의 본 연구의 추정대가 차이율 분석

5. 결 론

5.1 연구의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현행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대가가 객관적이지

못한 투입인력 수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현행 운영

대가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업무량 방식의

요율제 운영 대가산정 방식을 개발하였다. 해외 및

국내 표준을 참고하여 운영 보정요인 13개 항목을

선정한 후, 국내 IT아웃소싱 운영전문가를 대상으

로 1∼2차 설문을 통해 6개 보정요인 항목과 운영

난이도 산정표를 개발하여 운영요율을 산정할 수

있는 신규 기준을 개발하였다. 신규 개발된 운영난

이도 산정표를 기반으로 국내 공공기관 4개를 대상

으로 업무량과 운영요율을 적용한 추정대가를 산출

한 후 실적대가와 MMRE, PRED, 회귀분석을 통

해 대체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시

산출된 추정대가와 본 연구에서 산출된 추정대가와

의 정확도 개선여부를 분석한 결과 개선되었음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운영사업의 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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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운영대

가를 산출함에 있어 해당 고객사의 운영환경과 운

영사업자의 운영 생산성을 감안하여 대가를 조정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

인 운영계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

째, 소프트웨어 운영단계에서 운영과 유지보수를

통합하여 발주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분리발주를 통

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소프트웨어 운영 사업을 업무량 방

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력통제 요인이 사라져 노

동법 저촉의 우려를 개선할 수 있다. 투입인력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계약 체결 시 운영인력

의 헤드카운팅, 출퇴근 관리, 업무 직접지시 등의 통

제가 발생하여 파견 근로자 보호법 및 노동법에 저

촉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운영업무에 투입

된 인력 수의 객관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제3의

감사기관 지적을 객관적인 업무량에 근거한 계약으

로 변경함에 따라 객관성 시비를 제거할 수 있을 것

이다. 제3의 기관에서 투입인력 수가 적정한지 여부

를 질의할 때,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기반을 두어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력절감 요구 시 수

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업무량 기반의 소프트웨어 운

영대가는 운영업무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운영

규모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규모산정 방식은 국제 표

준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가산정

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근간으로 신규 개선

된 방식에 의해 산출되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

다(ISO20926, 2003 and KOSA, 2017). 넷째, 업무

량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력관리는 수주업체에

이관하고 서비스수준관리를 통한 서비스 목표 달성

에 초점을 두는 운영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운영업무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2 향후 연구

소프트웨어 운영단계에서 IT아웃소싱 대가는 소

프트웨어 운영대가와 유지보수 대가가 모두 제시되

어야완전한모습을갖출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는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산정에 우선 집중하였으나,

유지보수 대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점은 첫째,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 발주하거나, 통합

발주를 한 경우에도 운영과 유지보수 인력을 분리

하고, ITSM시스템을 활용한 정략적 데이터 관리

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을 둔 보다 정교한 운영 및

유지보수 대가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수행 인력의 액티비티별

Man Hour와 소프트웨어 규모에 대한 정략적 데

이터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객관적인 대가산

정 방식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프

트웨어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가 분리된 사업에서

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대가 산출시 적용된

운영 비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SW사

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부

문에 적용되고 있는 유지보수 난이도 항목에 대한

문제점 개선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소프트웨

어 운영단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대가산정 기준을

통합 개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약문

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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