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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선 우선 MA(Merger and Acquision) 영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MA 영역은  장비의 성능향 상 및 가격 하락과 매우 

영향이 깊은 영역이다. 우리는 그 영역 중에서 장비 교체 시 원가절감 효과가 가능한 영역,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의 As-is 
vs To-be 원가를 비교 분석한다. 그리하여 기업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기업 및 경영상태 전반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근거로 활용한다.

키워드: MA(Merger and Acquision), 장비(equipment), 가격 하락(price down)

I. 서 론

우리는 흔히, 클라이언트인 개인용 컴퓨터나 서버 등의 도입 비용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 교육 연수 등과 같이 도입 

후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의 총비용을 총 

소유 비용이라 말한다. 개인용 컴퓨터의 저가격화와 클라이언트/서
버 기술의 성숙화에 따라 도입 시의 비용이 기존의 메인 프레임에 

비해 저렴해진 것은 틀림없으나, 총비용을 따져 보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 비싸졌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비용을 재검토하는 지표이다. 소
유 총비용의 삭감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컴퓨터, 망 개인용 컴퓨

터, 윈도즈 단말 등 신 클라이언트의 구상이 발표되고 있다[1].
총소유비용은 기업이 특정 기술에 대한 구현비용을 결정하기 위

해 이런 직간접비용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다[2]. 기반구조 

구성 요소와 비용요소를 관련지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하드웨어 획득 : 컴퓨터, 터미널, 저장장치, 프린터를 포함한 

컴퓨터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구매가격 

- 소프트웨어 획득 : 각 사용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및 라이센스 비용 

- 설치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비용 

- 교육 : 정보시스템전문가 및 최종사용자의 교육비용 

- 지원 : 지속적인 기술지원, 헬프데스크 등의 비용 

- 유지보수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 

- 기반구조 : (저장 백업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및 전문적인 

장비 같은 기반구조 요소에 대한 획득, 유지보수, 지원비용 

- 가동중지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고장으로 인해 시스템이 

처리 또는 사용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비용 

- 공간 및 에너지 : 기술에 대한 보유 공간 및 전력 공급에 대한 

부동산 및 에너지 비용 

II. 배경과 추진 경과

본 장에서는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 소유 비용) 관점

의 투자 효율성 분석 배경과 추진 경과에 대해 알아본다. 현업 담당

자의 TCO 분석 시 개인별 엑셀 관리 Data 활용 및 주관적 의견 

개입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자산의 Life-Cycle 을 고려한 

TCO 관점의 자산관리로 구매/MA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추진경과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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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추진 경과

Fig. 1 propulsion progress

III. 총 소유 비용 분석

총 소유 비용(TCO) 분석은 장비의 성능향상 및 가격하락과 영향

이 있는 MA영역 중 장비 교체 시 원가절감 효과가 가능한 서버, 
스토리지, Software의 As-is vs To-be 원가를 비교 분석하여 의사

결정 근거로 활용한다. 분석 대상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분석대상

Fig. 2 Subject or Analysis 

IV. 분석 결과

다음은 결과로서 나온 분석 결과이다. 현업에서 실제 적용한 3가

지 사례를 비교한 결과 TCO 분석 모델은 실제 사례를 모두 포괄하

고 있으며, 더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Data를 제공하고 있었다. 종
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업에서 사용하는 TCO 구성 요소를 모두 분석 모델에 대입

하여 반영할 수 있었음

   - 컨설팅비, SW(가상화, 오라클 등)추가 구입비, 상면비, 
Appl. Migration 비용 등

(2) MA원가, 도입가 정산방식, tpmC(TPMC : Transaction 
Processing Performance Council or Transaction Per 
Minute Type C) 성능 값 도출 방법에 차이가 있었음

   - MA원가: 현업은 일괄 10%적용, TCO분석모델은 실제 벤

더와 계약 원가 적용

   - 도입가 정산방식: TCO분석모델은 일괄 PMT 적용

   - 성능: 현업 실무자에 따라 tpmC 적용이 상이함, TCO분석

모델은 벤더제공 tpmC일괄적용

V.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제시한 TCO관점의 자산 투자 효율성 분석을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곳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립된 TCO 효율성 분석체계

는 AMS(Asset Management Solution, or System) 내 기능 구현을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Develop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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