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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난 20년간 전자정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가 지속되어 왔다. 그 중에서 제너럴시스템엔지니어링(GSE)의 기법으로 작업분할구조(WBS)에 대한 관심이 높 

았다. 작업분할구조(WBS)는 전자정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단이다. 

작업분할구조(WBS)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자료항목(DIDs)관점에서 작업을 체 

계적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엔지니어링 하기 위한 개념적 

작업분할구조(WBS)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한 개념적 작업분할구조(WBS)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 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Over the past decades,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for 祁proaches to build and operate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Among those studies, woifc brcakdown structure(WBS)has been gained attention increasingly. As a general 
system engineering techniques. WBS is a kind of methods to engineer and manage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effectively. WBS is to organizes tasks and data items for management and engineering for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In this paper, the authors proposed a conceptual WBS model for management and engineering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Also, the authors conducted a case study based on the conceptual WBS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sights and guidelines for applying the WBS to management and engineering for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The authors believed that the conceptual WBS models will be widely used to management and 
engineering an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키워드 : 작업분할구조 (WBS),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젝트관리 腼, 전자정부시스템

Work Breakdown Structure, System 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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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최근까지 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전자정부구축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예컨대 중복투자를 방지 

하고 재사용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전 

자정부의 기획, 계획, 예산편성, 집행, 평가, 감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J[3][1O1 그러나 전자정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리 및 엔지니어링방식을 선 

진국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스 

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업무범위를 계획하는데 

쓰이는 기법 중의 하나가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ie)斗 작업분할구조는 프로젝 

트관리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계획의 초기단계에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관리도구라 할 수 있으며, 소 

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간의 관계 또는 프로 

젝트 작업, 세부 작업, 업무패키지와 같은 개발 행 

위를 분할구조로 표현하기 위한 계층적 방법이며 

하나의 논리적 틀 안에서 자원과 작업을 연결시켜 

주는 계획 도구이다⑵ [6] [7] [16]. "한국전산원 정보 

화 이슈분석”에서는 전자정부사업을 요구사항 정 

의의 어려움, 복잡성 등과 같이 고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정부사업의 특징은 전자정부과제 수행 시 보다 철 

저한 계획과 통제 속에 과제를 수행해야 함을 의 

미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 작업분할구 

조를 보다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전자정부사업에서는 프로젝트관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분할구조를 작성하거나 혹은 

유사한 프로젝트의 작업분할구조에만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환경이 동적 

으로 변화하고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 

三로젝트 관리자는 기존에 수행하던 정보시스템 

구현 및 개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통합,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 

생명주기 형상관리,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보장, 

사용자 요구사항 획득, 형상관리, 예산조정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보다 전문화된 관리 기법을 요구 

하고 있다[4] [9] [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념적 작업 분할 구조 기반 

의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사례연구를 제시하며, 유 

사한 전자정부 사업에서 본 논문의 사례연구에서 

정의된 개념적 작업 분할 구조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전 

자정부 프로젝트의 관리상의 제약사항들을 극복하 

고 체계적인 전자정부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널리 이용될 수 있다.

2. 관련연구

2.1 프로젝트 관리와 작업분할구조

프로젝트 관리는 진행할 업무를 효율적으로 계 

획하고 위험 혹은 문제화될 부분을 예측하여 효과 

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성공 

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이러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 시작시점에서 정 

의되는 프로젝트 관리계획의 체계성 및 완전성에 

의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며, 이것은 곧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프로젝 

트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의 작업범위의 분명한 설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작업분할 구조이다[4][16丄

작업분할구조는 종합적으로 작업을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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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가능한' 하부 단위의 작업으로 분할을 가능 

하게 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작업분할구조는 소프 

트웨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간의 관계 또는 프로젝 

트, 작업, 세부 작업, 업무 패키지와 같은 개발 행 

위를 분할구조로 표현하기 위한 계층적 방법이며 

하나의 논리적 틀 안에서 자원과 작업을 연결시켜 

주는 계획 도구이다[16]. 즉 작업분할구조는 프로 

젝트 범위의 전체를 구성하고 정의하는 프로젝트 

요소들을 인도물 위주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다[10兀12][15]. 따라서 이러한 작업분할구조의 사 

용은 프로젝트一가 수행해야 할 작업과 목적을 분명 

히 정의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계획의 설정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 

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2 전자정부 구축사업과 작업분할구조

전자정부 구축 사업은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공공사업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전자정 

부 구축 사업이 공공사업 프로젝트'와 대규모 

의 특징을 갖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성 

공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계약 절차의 법적. 관리적 

측면의 제도와 규약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의 준수 

가 필요하다[13]. 따라서 일반적인 민간사주도의 

프로젝트 보다 고도화된 프로젝트 관리능력이 요 

구된다. 프로젝트의 규모 역시 프로젝트 관리 능력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몌전자정부 구 

축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수행의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을 위해서는 

상세한 규칙을 가진 공식적인 계획과 통제가 필요 

하다[11] [13]. 작업분할구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프로젝트의 작업과 전체범위를 효과적으로 분 

류하고 정의할 수 있어 이러한 전자정부 구축사업 

의 제약사항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사업에 효율 

적인 작업분할구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구분된 프로젝트의 특성을 정보화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념적 작 

업분할구조모 델 기반의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3. 전자정부사업의 특징분석

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 

고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9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15조원규모의 비용 

을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투입하여 하드웨어적 전 

자정 부인프라를 세 계 최고수준으로 달성 하였다. 또 

한 참여정부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4대분야, 10대 

아젠다, 31대과제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소프트웨어 

적 전자정부인프라를 세계최고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1][5]. 행정자치 

부에서 발간한 “2006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31대 과제는 크게 3가지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국민에 대한 민원서비스제고를 위한 

전자화 확대 분야, 둘째, 행정기관내부의 행정생산 

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분야, 셋째, 전자정부의 구 

현을 위한 기반확충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전자화 

확대 분야에서는 인터넷 민원서비스（G4C등）, 고도 

화 및 민원처리 인터넷공개 시스템, 원/논스톱 서 

비스구현 등이 해당된다. 정보화분야에서는 전자 

문서 유통시스템 확충 및 인적자본관리 GrHRM） 

구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국민 기업집단관리 

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 통합경영관리시스템 구 

축, 독립운동 국가기록물의 대국민 서비스체계의 

구축, 사업체 모집단 DB통합관리시스템 등이 해 

당된다. 마지막으로 기반확충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정부기능 연계모델（BRM）개발, 범정부 정보 

기술 ITA 도입 등의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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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보화사업의 유형

〈참조 : 정보화사업 자체 평가지침, 2006.4,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유 형 내 용

BPR/ISP 
사업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BPR/ISP 및 관련 법제도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정보시스템이나 D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 범정부적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 통신회선료, 내부 네트워크 구축사업

> 정보시스템 보안 및 보안시설 강화

> RFIDAJSN 등 u? 인프라 관련 사업

> 기관 직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 및 DB 등의 운영 사업

• 내 • 외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 내 • 외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 장비(HW/SW)개선 사항 포함

정보화사업의 유형구분은 2006년 4월에 발표된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지침서”에 따라 정보화사업 

유형은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BPR/ISP사업 

둘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셋째,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넷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다음〈표 1〉은 2006년 발간된 정보화사업의 유형을 

나타낸다⑹.

본 논老에서는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 

념적 작업분할구조모델 설계를 위해 전자정부 로 

드맵에 따른 31대 과제와 소 과제를 "정보화사업 

자체평가지침”과 "정보화사업 유형”을 각각 참조 

하여 각 과제별 특성을 구분하고 각 과제를 정보 

화사업 유형과 매핑하였다. 31대 과제 로드맵과 매 

핑된 결과는 다음<표 2〉와 같다.

매핑된 결과를 분석해 보면 BPR/ISP 사업은 7 

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7개, 정보통신망 구축사 

업 및 내부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개,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및 RFIDAJSN 등 u-인프라 관련사업 2 

개, 정보화교육사업 및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 

체사업 4개,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6개 등으로 분석 

되었다. 실제 전자정부시스템을 위한 작업분할구 

조의 작성시에는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되어야 하며, 사업의 유형이 같을 경우에도 시스템 

마다 독특하고 복잡한 장비(하드웨어 또는 소프트 

웨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특징을 고려한 조정 

이 필요하다.

4. 전자정부사업을 위한 개념적 

작업분할구조(WBS)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 프로젝트의 모든 참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책임에 따라 작업분할구조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작업분할구조는 그 구조가 논 

리적이어야 하며, 적용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의 환 

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기술서 

(Statement Of Work), 시 스 템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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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자정부사업의 유형분석

31대 로드떕 과제명 소遍명 뻐阳ISP 
샤업

정보연프까 구초漏

警蜻X 
구축시럽

친보시스强 

義通 W
L 문서처리 전:21정이 전지화

젼자문처유톨知계 구추 및 고도針 X 0 X X X X
가喜무보존관리체계 구垂 X 0 X X X X
문서대장잌 단계적 젼쟈하 X 0 X X X X

2. 굮가 및 지방재정 교도卦

지벙재정 종합정보화 X 0 X X X X
三QI재정정보 고포화 X 0 X X X X

3. 전자지방정早 구현

시도建정정竺鄭 1 0 X X X X
시곤구햄정정보 고도鄭 X 0 X X X X

4. 젼자감사쳬계 구奏 전用감사체계 구籍 X 0 X X X X

5. 전자국혀구현
국회 이정調 표할 구추 X 0 X I X X
¥히 통햡 보만관졔 X X X 0 X X

6. 홓曹형차사법체계 구축 唇히혀사사뻡却졔 규善 X 0 I X X X

7. 연사햄정종함정모券

지涓딘체 인人해정정보시스템 구壽 X 0 X X X X
전지얀 사관리 시스템 고또햐 X X X X X 0

8. 윘교통상정보鄭 외12톰상정보하 X 0 X X X X
9. 국정과제 설시간 관리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X X X X X O

10. 햄정정보 공동마용 획대 핼정정보 공동미용 홰빼 X X X X X 0

11. 정무W능연졔모델（醐） 개座 정뿨갸능면계모뗄（細M） 개할 X X X X X X
12. 인터넷 민원月비스 고도화 민터넷 민원서비스 고도蛰 X X X X 0 0

13. 국가얀전편己종합서비스 국가안전관려 종합서 벼스 1 0 X X X X

14. 건謗토지등기연계 및 고도화

건츠행정 정보호｝ X 0 X X X X
부동선정또관리쌘터 구토 X 0 0 X X X
건흒몰대잫 정비 0 X X X X X

宙* 증핣굮세서비스 간도화 종함국세서비스 고도화 X I X X 0 0

16. 국가혹지초합서베스 귝가罟지종함서비스 X 0 X X X X

1?. 싞미얔풍 종합정보셔비스

식의역픔 종함정보서비스 X 0 X X X X
농춬수산晉 연전판러치스템 X 0 X X X X

18. 교용别客 종합서비스 고용芻업 종합为비스 X 0 X X X X
19, 햄정심판인터뇄셔비스 햎쩡심판인터넷서베스 X O X X X X
20. 기업치원 단일창구 서비스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1 0 X X X X
21. 국가容류 종함지원서비스 국가물哀 종합지원서비스 X 0 X X X X
22. 잰자岸뀍서引스 전자무鹭月비스 X 0 X X X X
23, 와궂언즘합지원서버스 외국인종합지원서버스 X 0 X X X X
24. 전자정부 해외진書지원 전쟈정부 해오1진풀지원 0 X X X X X

25. 온라인 국민鬱01 확매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 구훆 X 0 X X X X
전자정부用비스 미昌활성화 0 X X X X X

26. 범정¥톺합전산환경 구훅 宵정부톰합전산환경 구暮 1 0 X 1 X X
27. 전자정부 톻신망교도화 전자정부 톰신망고포화 X X X X 0 0

28. 범정부정호거쳘31雅！처礎 囈早 ITA 1伽 AJ범시멉 0 X X X X X
29. 정뼈보호체계 구추 암生미용시스템 구측 X 0 X 0 X X
30. 정보혀項 및 운명조직 광화劉 정보别인렼 맟 운명조작 강蛰정비 0 X X X X X
31. 전R臨袍밓絕好련愤瀏 전지정부孑현 및 인전성괸련 법제정베 0 X X X X X

〈범려｝ :。: 해당사항 있음, X：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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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ubsystems Specification), 시스템생명주기 

(Systems Development Life Cycle), 자료항목기술서 

(Data Item Description), 사용자 요구사항(User 

Requirements)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작업분할구조 

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관점들을 고려하여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념적 작업분할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 

하여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제안된 

사례연구는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작업분할구조 

구축 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은 

4가지 기반요소를 통해 구조화한 작업분할구조를 

통해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표준 ISO 12207에 정의된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요구사항 도출로부터 폐기에 

이르는 하나의 생명주기를 가지며, 이 생명주기가 

끝나기 까지는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인 개발과 유 

지보수가 이루어진다[IS012207]. 이와 같이 전자정 

부구축 시 필요한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을 정 

의하는 개념적 작업분할구조 역시 전자정부 시스 

템의 설계에서 지원 및 교육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구조 

화해야 한다.〈표 3 4〉에서는 이러한 생명주기관점 

에서 정의된 전자정부사업을 위한 개념적 작업분 

할구조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정부사업을 위한 개념적 작업분할구조는 사 

용자의 요구사항(UR), 소프트웨어 개발생명주기 

(SDLC), 시스템명세서 (SSS), 작업기술서(SOW), 

그리고 자료항목 기술서①ID's)등에 기반하여 정 

의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작업분할구조를 정 

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 이 되는 요소이다. 사용자 

의 요구사항은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를 결정하 

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과 범위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작업분할구조의 구 

성까지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사 

항은 작업분할 구조를 정의하는데 있어 핵심요소 

라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정의되면 그

〈그림 0 작업분할구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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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념적 작업분할구조（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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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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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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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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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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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丄1
2.1.1.1
21.1.2
2.1.1.2.1 
21丄22 
2L123 
2.1.13
2.1.1.4 
2.1.2 
2.12.1 
2.1.2.1.1 
2L21.2
2.1.2.2 
2.1.Z2.1 
21222 
2.1.2.3 
Z1.2.4
22 
221
22丄1
22.1.2 
2.2.2 
2221 
2222 
22221
223 
2.23.1

2231.2

전자정부시스템

관리

프로젝트관리 

실행 관리 

자원관리

계약 및 하도급관리 

사업 관리

프로젝트 주요일정 

일정수립

문서화관리

주요 예산 

운영

재무

품질보증 

형상관리 

계획

기능형상감사 

물리형상감사 

품질보증

프로그램

하드웨어인스펙션 

데 이터와 서비스 

인수시험

최종보고 

검수

시스템 안전성

지원과 교육

지원

유지보수

온콜/온사이트 

계획

프로젝트 운영

운용 지원 계획 

오프사이트 백업 

소프트웨어

시험장비

공급 및 서비스지원

부품 확보 절차

지원 계획

대안설비

유지보수와 지원관리 

서비스 

설비 활성화

계약관력인력훈련

사이트접근조정

교육

총괄 관리 과정 

교육교재개 발 
비디오터［입개발 

공식적 교육

정보처리시스템과정

데 이 터 베 이 스관리 시 스템 과정 

교재개 발

사내 교육

정보처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

핸드북개 발

기술매뉴얼

2.3.1 운영매뉴얼

23.1.1 평가와 개발

Z3.1.2 확인 및 검증

3. 공학

3.1 시스템공학

3.1.1 시스템분석

3.1.1.1 시스템명세갱신

3.1.1.2 시스템명세종결

3.1.2 계획, 요구사항 및 명세화

3.1Z1 시스템공학관리계획

3.1.2.2 체계/설계 대안 연구보고서

3.1.23 시스템보안설계서

3.1.2.4 시스템할당문서

3.1.2.5 데이터통신 주계획

3丄3 설계검토

3.131 개략설계검토

3.1.3.2 주요설계 검토

3.133 개발 중 검토

3.1.4 적합 확인서

3.2 하드웨어공학

3.2.1 하드웨어형상항목

3.2.1.1 워크스테이션

3.2.1.1.1 공학

3.21.1.2 & 계도면

321.2 파일서버

32121 공학

32122 电 계도면

3.2.2 통신형상항목

3.2.2.1 랜

3222 데이터링크

323 이동장비

3.2.3.1 공학

3.23.2 설계도면

32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험환경설계

3.2.4.1 공학

324.2 설계도면

33 소프트웨어공학

3.3.1 공학

33.1.1 프로토타입 개발

3.3.1.2 시스템아키텍처

33丄3 시스템 설계 및 전이

3.3.1.3.1 전이 소프트웨어

33丄3.2 시험 데이터베이스

3.3.1.4 검토지원

332 사용자지 원

3.3.Z1 정보관리시스템

33.2.1.1 중앙데이터베이스

3321.2 클러스터데이터베이스

33213 질의 및 갱신

3321.4 보고서와 산출물

3.322 통합사무자동화

3.3221 문서작성기

3.32.2.2 스프레드시트

3.3223 그래픽 도구

33.224 전자우편

33225 매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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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념적 작업분할구조(WBS)(계속)

33321 시스템보안 5.1.Z1 절차 및기준

333.22 통계 5.1.2.2 시험 및 보고

333.4 운영체제 5.2 사내 소프트웨어시험

33S5 소프트웨어지원 5.2.1 사내 시 연

333.5.1 하드웨어시험을 위한 소프트웨어 5.21.1 통합 및 시험지원

333.5.2 기타 인터페이스 52丄2 사내시 연

33.4 통신 5.2.2 소프트웨어개발

33.4.1 상호메시지처리시스템 5221 계획 및 절차

3.4 사이트공학 5.222 시험 및 보고

3.4.1 사이트활성화계획 5.Z3 소프트웨어품질시험

3.4.1.1 사이트조사 5.23.1 계획 및 절차

3.4.12 설치계획 523.2 시험 및 보고

3.4.2 사이트활성화 5.2.4 소프트웨어인수시험

343 설치 및 점검 5.3 운용환경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4.
4.1
4.1.1

획득 대상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획득

하드웨어

비품

소프트웨어획득

53.1
53.2
5.3.3
53.4

시험환경

시험 및 평가지원 

통합
웋합시험계획 및 절차

4.1.Z
4.2

53・5
5.4

통합시험 및 보고 

운용환경 수락테스트 및 품질보증 감시

5. 시험 및 평가 5.4.1 계획 및 절차

5.1 공급자인수시험 5.4.2 시험지원

5.1.1. 하드웨어 5.4.3 시험보고

5.1.2 상용소프트웨어

러한 요구사항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정의 

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정부사업과 같은 정부주도 

의 공공발주 사업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 달성여 

부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시스템 명세서 (SSS)는 시스템이나 서브시 

스템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요구사항의 만족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명세화한 문서로 이러한 

문서의 내용이 작업분할구조를 정의함에 있어 포 

함되는 것은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공급 

자와 계약자에게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평가기준 

을 제시하여 전자정부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의 전자정부 

사업에서는 관계법령, 표준, 관련 지침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제약사항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러한 제약사항들 또한 작업분할구조를 정의함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셋째, 작업기술서는(SOW)는 프로젝트 관점에서 

사업관리 사업관리, 엔지니어링, 개발, 제공,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관계법령, 표준, 가이드문서에서 요 

구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이러한 

문서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사업의 제약사항들을 

다루는 활동들을 정의하는 것은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자료항목기술서(DID'S)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들을 기술하는 문서로 전자정부와 같 

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효과적 

3 구성하고 기술하는 활동들이 필수적으로 정 

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항목기술서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체계화하여 이용하 

는 활동들을 작업분할구조에 정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자정부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점 및 고려사항들을 반영하여 정의된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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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사업(공통 작업분할구조)의 적용 범위 및 목적

구 분 세부내용

작업분할구조 적용범위

• 사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 일정수립,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 진척관리 계획 수립 등 제반 사업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입력으로 사용함

적용 목적 • 개발범위 및 체계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작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업
할
 
조
성
안
 

작
분
 구
구
방

물리적 분할구조 

(PBS) 구성

• 각 체계의 개발대상, 기능 산출물을 중심으로 물리적 분할구조를 구성하 

고 이를 통합하여 체계 전체 물리적 분할구조를 구성

• 개발 및 관리 전략에 따라 PBS를 사업관리, 품질관리, 체계통합, 소프트웨 

어 개발(임부기능, 지원기능, 공통서비스 기능), 초기 데이터 구축, 전력화 

지원으로 구성한 후 전체 물리적 분할구조로 통합

기능적 분할구조

(FBS) 구성

• 본 체계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및 가장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한 기능 

적 분할구조 구성

• IEEE122O7 및 획득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기능적 분할구조로 구성

통합 작업분할구조 

(WBS) 구성

• 작성된 물리적 분할구조와 기능적 분할구조를 통합하여 최종 통합한 작업 

분할구조를 구성

사업을 위한 개념적 작업분할구조는 전자정부시스 

템구축 시 필요한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들을 

다루고 있어 전자정부의 작업분할구조의 작성 시 

에 기반자료로 적용 및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사례연구

개념적 작업분 할구조를 실제의 전자정부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례를 연구한다. 사례연구를 위 

한 사업으로는 31대 로드맵에 있는 사업 중 소과 

제인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 사업을 선정하였 

다.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 사업은 2010까지 

향후 7년간 총 425억원을 투입, 3개 통합전산센터 

를 건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사업 목표로는 정보시스템 

을 통한 업무내용 및 운영 현황 조사분석통합전산 

환경 구축을 위한 논리적/물리적 모델을 마련하고 

논리적/물리적 모델 별 설비, 인력 등 정보자원 재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 

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현 

황, H/W, S/W, N/W 등 전산시설, 전산인력 등 정 

보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본 연 

구에서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 사업을 선정한 

사유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사업” 이 전자정 

부사업의 전형적인 사업특징을 가지고 있고 개념 

적 모델에서 제안한 관리, 지원과 교육, 공학,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시험 및 평가 항목의 내용을 모 

두 포괄할 수 있는 사업 이기 때문이다.

작업분할구조의 사례 연구는 크게 프로젝트관리, 

체계통합, S/W개발, 기반체계 및 통신망, 지원으로 

5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5가지 수준을 다시 2가 

지 형태로 특징지어 구분하였다. 특징을 다시 구분 

한 이유는 전자정부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작업분할구조 부분과, 사업의 고유한 특 

징을 나타내는 작업분할구조 부분을 구분 작성하 

여 추후 다른 사업의 작업분할구조 작성시 보다



40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2권 저|2호

「그호헥트관리 및 옌지니어랑言補 자업是百구조

1. 프로젝트관리 2. 체계통합

______ I _L 1
1.1 礬수 垩 黛 1 L2 登案 및 翱 1 1.3 총理 ]

토힙굔히 1 -(L2/I 导함환리 1 T 1,3」톻헙者라 1

너 LL2 요구관1 T 1,2.2 요구꽌햐 | Tl.3,2 요구관리 1

-b ,1.3 잔칙관21 1 -p N.3 잔친관리 | T、氣3진척꽌리 1

해산관겮 ] T 1.2.4 伽산관右 | ~]丄3.4예산관허 1

인력꽌히 ] -"12$ 안력좐2J 1 T L3.5 힌鸯관히 |

T〔품질꽌힌 1 -|L2.6 품질관힌 [ T 13.6 프허 建려 |

T 1.1. 了향상판리 | -H 27함상관려 1 형삼꽌히 |

문서관2! | 28둔月죈힌 1 』L3,8 묺서관허 |

~|1丄9외형퐌련 | 野혐굔占 1 引형관햐 |

-|i.v用여사소톻좐기 十 21。이사소톰관리 十 3W 익사소唇퐌리

T느브■봇迎리」 Tlz/h 보안관한 1 L|1311 혀력업耕관리

TLU2 협혁업崩곤기
^12；度협회업체관母

TL3/I2 구毆관허 1

L“,L13 후매관리 1
TL2.13 구 0B 판랴 |

-Mu겒「계효 •毕 차헝
。 부 S/설게

___________ i___________ ____ 1
2.1 거할倒 1 以5部 |

— 2.M 착수 믾 계획 1 2.9.\ I
체계 요구사힐분석依계

- 2.1.1.1 개빨계확수협 T 2,3.1」舗계요구사항 I

- 2.1,1.2 진척꽌거 TE3礼2체걔셜계

- 2.L1.3 외험예향계회 수펴
L J.a.ra 급토蜀 蜜剧사

— RL1.4 범算 겁호XI원

2.1.1.5 조칙 및 직무체계
2.3.2 빌드I I

정익지원
T2,3,Z.1 SZ 비요구훈석 !

L니 232,2 S徊 営对

1— 2.L2 설햄 꿚 髻利 1 馈 2•嘔뼣昌 g 牌

42」,2,1 품질관리 1
나232.4 체계툫핞치험

너 2」22위혐판리 1 2.3.3 빌드2 I

T2.1.2.3 위허판련 1

니2.1.2.4 기숰지워가킨 I - 2.3.3.I 요구분석

- 2,3,3工 浏 설계

2.2 파일豆시스卽曜 1 - 2,3.3.3 S7하호딩
및 혈상항목시혐

2.2.1 파일럿 謝획수립 | 【一 233.4 체계蓉합시헙

幻2.2 파일럿 并발 |
幻3.4 I

가숮시正商가 치읾 }

........ ....... — ‘ 2.3,5 |
-1 2.2.3 | 皋妄시혃피가 지와 I

시헝 준비庭요 i
2,3.6 {

」 2.^.4 I 시히운變 준비 및 지원 I」L
사矣구사타수현々와 i 2.3.7 |辭)ii 화자 丨

j m~
「 칙소 可 곗횦

-{

J 打「E
거 우유시藝卤가 지원

히숙시쳔5T)} 지읹

3.「잏두기능 [

3.1.7

q 시형 卷兽「준비
힌 由* 1

〈그림 2> 프로젝트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업분할구조

쉽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시스템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 작업분할구조 외에도 각 '범정부 통 

합전산환경구축” 시스템의 독특하고 복잡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특성들이 그 시스템의 성능을 정 

의 내리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작업분할구조의 작 

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시에 적용되는 공통 작업분할구조와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에 따라 적용되는 작업 

분할구조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를 통합하여 최 

종적인 통합 작업분할구조를 구성하였다. 작업분 

할구조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다. 첫째, 개념적 작업분할구 

조를 기반한 5가지 수준으로 작성하고 크게 2부분 

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작업기술서(SOW), 시스템 

명세서(SSS), 시스템생명주기(SDLC), 자료항목기 

술서(DID's)의 관점에서 작업분할구조를 구조화 

하였다 셋째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에 대한 

적용범위와 목적을 구분하고 물리적 분할구조 

(PBS： Physical Breakdown Structure)와 이를 구현하 

기 위한 개발 프로세스를 정립한 기능적 분할구조 

(FBS： Functional Breakdown Structure) 를 작성하였 

다. 최종적으로 물리적 분할구조와, 기능적 분할구 

조를 통합한 작업분할구조를 작성한다.〈표 4>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 에 대한 작업분할구조 

의 적용범위 및 목적 그리고 구성방안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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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프로젝트 관리의 세부작업분할구조

단게 단위 작업 시작일 홈료일 작업결과 수행 조직
1 里오거 토꽌리

瞄 T5 쉬电 10-40~29 ：

U 착수 및 月码 06-BS-DS
1.14 륭함꽌킥 圈서猪瑚

1.1.1.1 프로퍽트 수햄 표로福스 죰의 0B-0S-D2 08-DB-O? 표준 힟 겯차'빼뉴얻 사염굔리璃

1.1.1.2 프로럭트 심처표준 및 걸站섭외 06-08-08 DB-08-10 표金 및 遂하瑚뉴엃 사엄관리号

11.1.9 Critical Path 젛외 0B-DB-10 DB-D5-1D 사업 辛햅耳쪽서 사업관려碧

U.1.4 프로걱트 H꼭 구섭요초 표함 및 겨쬑 쫙정 0S-0B-D2 0B-0B-U 사엄站햅겨퍽서 사업꽌리텸

1.L1.5 픈로헉트 픔항导 구펑 D6-06-BB OS-OS-13 사업주햄겨획서 사엄관립텸

1.11.B 팀뽈 뜩할잋 깩입졈회 DB-DB-0B DB-DB-5? 사업소햅겨푁서 사업관리틉

14.1.7 게밢쫜꼄 구죽 08-08-03 B8-0S-0B 사엄수햄岗쭥서 사엄 관리号

1.11.B 사엄幸행거智서 극성 DB-0B-U DB~ OB-24 사읨추행月翌셔 사엄관리碧

1.1.1.9 사.엎찪주보교 0B-0B-2B DB-06-2B 사.엎치수보고서 사염 푠릭电

U.2 효구관리 DB-0B-02 D6-06-1?
1.1.2.1 처연/貝얔치 엄무벙型 표악 DB-D6-02 Db-08-D6 사엄수행目풖처 사엄꽌리톰

1.1.2.2 겨약시 초기사엄뻠워 정의 06-0B-&2 DS-0B-10 사월学햄겨폭서 사엄관리팀

1.1.2.3 법别꾠릭 거줙 및 电하 #립 D8-08-07 DB-OB-17 사럽수햅겨쬑서 사염관리巻

1.1.24 요구사항f엄무헙卵 정의 0B-DS-13 DS-0B-09 사업주햄겨죆서 사업관릭텹

1.13 귄호관리 BB-0B-02 OB-OS-0?
1.1.3.1 작엄爸핢구포도쭡 DS-0B-02 D8-0S-07 작업분핟꾸코 （舛 사엄굔힉팀

1.13.2 일정겨四 수림 06-DB-BB D5-DB-D9 사엏#챟겨푁처 사업관릭电

M.< 여찬沿리 B-S-02 館-妍U
1.144 픔幸f饵산 뜸위 서•부태역 파악 08-D5-D2 06-06-0B 사업관리텸

U心 원：?1관리궈푁서 국성 0S-06-0S O&-OS-BB g 사업죤긱璀

114.3 셤과즉점 괴주며산 추맇 0B-DB-D7 06-0S-D0 PM5 사업꽌릭珥

1.144 살햼혀산 꾄성 D6-0B-1D 0B-08-10 熱篮 사엏관릭碧

1.1X5 실행여 산 팍보. 0B-0B-13 DB-DB-ia P邮 사업관러턺

U.5 인학굔릭 0静-德 DB-D3-1D
1.1.5.1 인력수긓M쬒 수립 D6-0B-62 86*06  시기6 사업수햄궈죅셔 차업꽌리慧

1.15.2 죠쉭•月획 수톁 而시）話血 DS-DB-10 교 •汗겨폭서 사업관립텸

U.6 푾젙관히 B-O8-02 DB-0S-07
1.1 .B.1 풍절요구사함 젛왹 DB-DB-DS 05 니｝B 시）6 考절보쯤为혺서

苦점 r 형삼관력툼

1.1.6.2 풍질목甚 꿜접 DB-0B-02 D5-DB-0B 품절보쯚药줘서 품꿑 （형상관락텸

1.1 .B.3 苦졀以픙쫠톻훠죅 추량 DB-DB-02 D8-DB-D? 蓉풡보晉겨혹서 품꾪 f 형삼部号

E 하 寿샴꽌히 DH-DS-02 06-03-21
1.1.7.1 협삼관리대상 싞電 0B-DB-2D 08-08-21 혐삼이력목표 풓풛 f 혐상관리智

1.17.2 혐삼관릭여줚 수렴 0B-0B-62 DB-OB-DB 험샇괄리겨쬑처 품짛 f 弯상곤리텸

MJ 푼서관퀵 哆-够成 D6-09-0S
1.1 .B.1 문서화해삼/시끼 졈릭 DB-06-02 06-0S-D3 표준 및 겸하패뷰얼 사엄관리텸

1.1 .B.2 문서 효善화 K 침 수맇 OB-08-O2 DB-OS-D? 표준 몇 펻촤珊뉴얼 사엉관힉碧

1.1.6,3 문서 虽준화 K 칩 픔지 및 困육 D6-DB-DB DB-0B-2D 사엄수햄혀풔서 사엄관릭瑁

U.8 胡餐뀨립 Qg-0®-02 昭T峪成혀 密험보교서 사윰관립昭

1.1.9.1 非혐푠릭K箸 우렴 D8-CB-D2 08-06-13 워 험보고서 사업관리텀

M.1B 씌사쏘吾굔리 OB-06-10 06-E^-U
1.1.10.1 코픽뿔 연관관T 및 루요기普f역할 껊젛 0S-0B-02 D8-05-2D 사엄주행겨폭서 사업꽌력팀

1.1.10.2 兰고 및 겁토겨획 수림 0B-DB-1D DB-OB-M 사업幸햄겨풔서 사염관릭 w

lj.il 호한꽌릭 OS-^-OB OS-C^-12
1.1.114 里안因침 수럼 r보얀圣격 구섬 낓 조괵 D8-DB-13 BB-DB-13 사업*햄겨 （尊 서 사염관리팀

1.1.11.2 토한꽌릭 혀죅 팍섧 DB-OB-OB DB-OB-W 사엄수햄겨폭서 사엄관히림

M.12 專턱염荷 꾄취. . 二 . BB-OS-W
1.1.12.1 협력업처 선정 및 겨약 D6-0B-09 06-06-B P瞼 사엄관히팉

UJ3 구撕꽈믹 0B-06*02
1.1.19.1 舍짤 구헤詞習서 작셤 DB-DB-DB OB-OB-12 PMS 사업관릭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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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프로젝트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업분할구조

전자정부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업분할구조를 작성하기 위하 

여 3절에서 제시한 개념적 모델을 기반으로 "범정 

부 통합전산환경구축”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 

젝트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업분할구조를 

작성하였다. 프로젝트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업분할구조는 3절에서 제시한 개념적 모델 중 1 

수준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관리와 3수준에 해당되 

는 공학, 5수준에 해당되는 시험 및 평가 항목을 

매핑하였다. 프로젝트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업분할구조는 전자정부시스템에 공통적으로 들 

어갈 수 있는 개념적인 모델 형태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 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파일럿 시스템개발” 항목과 기 

타 세부 항목을 추가하였다. 다음〈그림 2＞는 '범 

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업분할구조를 나타내고 있 

다. 제안한 프로젝트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 

업분할구조 모델은 다른 사업의 적용 시에는 그 

특성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그림 2＞는 개념 

적 작업분할구조를 기반의 프로젝트관리 및 엔지 

니어링을 위한 작업분할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표 5＞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에 작성된 

1수준의 프로젝트 관리 중 1.1 착수 및 계획에 대 

한 세부 작업분할구조를 사례로 작성한 것이다. 본 

사례를 실제 전자정부 사업에 적용 시에는 업체의 

요청 혹은 사업 특성의 필요성에 따라 보다 확장 

된 작업분할구조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럴 경우 에 보면 보통 3단계까지 작업분할구조를 

작성하지만 정부가 사업구성요소의 비용이 과다하 

거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의 작업분 

할구조를 보다 낮은 단계까지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표 5＞는 프로젝트 관리 항목 중 착수 및 계획 

을 세부작업분할구조로 작성한 것이다. 작성내용 

은 각 항목의 세부작업분할구조 외에도 세부단위 

작업이름, 시작일, 종료일, 작업결과, 수행조직, 수 

행 인원 등을 표시하였다. 보다 세부적 인 사항은 과 

제의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6.2 소프트웨어 및 기반체계 개발을 위 

한 작업분할구조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을 위한 작업분할구조 

작성을 위해 4장에서 제시한 개념적 모델을 기반 

으로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반체계 개발을 위한 작업분할구조를 작성하 

였다. 소프트웨어 및 기반체계 개발을 위한 작업분 

할구조는 4장에서 제시한 개념적 모델 중 2수준에 

해당하는 지원과 교육과 4수준에 해당하는 획득 

대상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항목이 매핑 

된다. 프로젝트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업분 

할구조가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공통적으로 적 

용되는 작업분할구조위 주로 작성했다면, 소프트웨 

어 및 기반체계 개발을 위한 작업분할구조는 범정 

부 통합전산환경구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되었다.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사업의 주요 특 

성은 소프트웨어 및 통신망 등의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각 세부항목 

인 소프트웨어개발 항목은 임무기능, 전자결재, 상 

황도시, 체계관리, 체계 연동, 공통지원, 착수 및 계 

획 등의 6가지 특성을 구분하고 작업분할구조를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기반체계 및 통신망, 전력화 

지원 등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그림 3＞은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을 위한 작업분할구조 

의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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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결 론

본 논문은 일관성 있는 작업분할구조를 전자정 

부사 업에 적용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하고자 작업분할구조의 사 

례연구를 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시 보다 효과적인 사업관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념적 작 

업분할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사업 중 하나인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 사업을 

선택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적용가능 한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념 

적 모델의 구성은, 프로젝트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작업분할구조 소프트웨어 및 기반체계 개발 

을 위한 작업분할구조 구분하여 이를 실제 사업에 

구분 적용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논문에서 제안된 작업분할구조의 모델의 구축 

사례는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전자정부사업 

구축 시 사업 별 업무단위를 분리시킴으로 업무간 

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 구성단위가 수행해 

야 할 임무 관계 그리고 최종제품과의 관계를 명 

확히 해줄 수 있다. 둘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책임과 기술적 책임을 배정받을 관리자를 임명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설계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재분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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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업체가 불필 

요하고 과도하게 요구조건 만족에 얽매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업체 

의 비용자료보고서 (CCDR), 계 약성과보고서 

(CPR), 계약자금현황보고서(CFSR), 비용/일정현 

황보고서 (C/SSR)등 제반 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논문에서 제안된 사례연구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시 참고자료와 구축사례로서 적용 가 

능하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내 제 

도나 도입된 사업들의 WBS와의 유사성을 비교하 

여 분석하는 것은 대형 사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 

좋은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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