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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근에 업 주  편 어  공공 보화 트가 규  시스템 통  업  재편 고 

는 상황 다. 그러나 다수  규  업들  체계  리스크 리에  지식  확보 지 못 고 에,

수 과 여 많  를 내포 고 다. 에 본 에 는 트 현 에  주 게 발생 는 리스크 

를 시 고, 리스크 별 리스크 수 과 에 른 비용  측    안 다. 러  복  

통 여 트 수   슈화 는 리스크를 사 에 측 여 트를 공  수   리 체계를 

공 는  목  고 , 안    규  비비 확보가 가능 에 리스크 에 비

용  지 못 는 업들  활용  수  것  다.

주 어 : 리스크 수 , 리스크 리, 트 리, 비비, 복

Abstract Recent public information project, which has been organized mainly to large companies is a situation 

that is being reorganized to small and medium-sized systems integration company. However, many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lack knowledge of the systematic risk management. Thus, in connection with the 

revenue, it involves a number of problem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esent a risk element that occurs 

mainly in the field of the project, providing a model for measuring the risk element by risk level costs 

associated with this. Through the convergence, we aim at providing a management system that is able to make 

the project successfully accomplished, predicting the risk that occurs in advance to pursue the project; Based on 

the proposed model, it is possible to secure a proper size of reserve fund so it is expected to enable 

companies to ensure the cost of ris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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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시스템 로젝트에 한 성공 인 투자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나, 실패한 시스템은 재정 손실

을 포함하여 사용자들의 불만족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1]. 이에 정보시스템에 있어 계획 로세스의 질과

효과성에 한 심이 증 되고 있고, 계획의 유용성으

로 이어져, 평가에 한 요한 리 이슈들을 만들어내

고 있다[2]. 로젝트는 고유한 제품, 서비스 는 결과물

을 창출하기 해 한시 으로 투입하는 노력으로 정의

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수행될 일련의 작업을 산,

납기, 자원 기술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로젝트 진행

상황을 찰하며, 조정 통제하는 것이나[3], 수많은 리스

크에 노출되어 성공 으로 완료하기가 쉽지않다고 일찍

부터 증명되고 있다. 한 정보시스템과 련된 로젝

트의 규모화와 복잡성으로 인하여 리스크요인이 증가

하고 있기에 로젝트의 실패율이 높아지고있는 상황이

다[4]. 더불어 정보시스템과 련한 로젝트는 일정 지

연, 산을 과하는 경우와요구사항의 기 효과 미

달성등의 요한리스크요인을갖고있다[5]. 이러한

실로 로젝트 리 요소 하나인 리스크 리에 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체계 인 로젝트 리와 리

스크를 리하기 한 방법 차에 하여 심을 가

지게 되었으며[6], 일반 으로 리스크는 독립 으로 존재

하지 않고 개발자나 리자의 업무와연 하여 존재하고

있다[7]. 리스크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사

건이 가져오는 부정 인 결과에 한 개념이다[8].

이러한 리스크 리에 한 연구는 리스크 리 로

세스 모델에 한 연구[9], 성공 인 규모 로젝트를

하여 업의 PMO 역할과 기능에 한 연구[10], 사례

분석을 통하여 내부자의 시각을 제공한 규모 로젝트

의 험요인과 험 리에 한 연구[11], 업 문

가와의 의를 통하여 험요인을 도출한 연구[12]와 같

은 다양한 리스크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된 소 트웨어산업진흥

법 개정안에 따라 공공정보화 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시스템통합 기업의 공공 소 트웨어 사업 참여를

면 제한하여, 기업 주로 편성되어 있던 국내 소

트웨어 시장 질서를 소 시스템통합 기업의 장으로 열

어주었다. 그러나 다수의 소기업들은 기업으로부

터 하청을 받아 개발 주의 업무만 수행하 기에, 기업

스스로 체계 인 리스크 리에 한 지식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익성과 련하여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있다. 특히 정보시스템 개발 로젝트에서 사업의 성공

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 하나는 사 측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 측이 불가한 것이 부분

의 실이라 할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로젝트 장

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리스크 요소와, 리스크 요소별

리스크 수 , 이에 따른 비용을 측정하기 한 모델을 제

안한다. 이를 통하여 로젝트 수행 이슈화 되는리스

크를 사 측하여 로젝트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한 리 체계를 제공하는 데 목 이 있다.

2. 연  

2.1 보시스템 리스크 

다음의 <Table 1>은 로젝트 수행 발생할 수 있

는 주요 이슈이다.

Division Content

Cost - No Reserve Fund

Manpower - Similar Project Experience Holds Shortage

Teaming - Failure Teaming(High-Level Manpower Shortage)

Development

Process
- Incorrect Development Process(Delays, Excess Costs)

Range

- No clear consensus developed a range

(Development plans in the estimation or incorrect

state)

Risk

Management

- No contingency plan

- After resolving issues caused Damage and loss

exponentially increases

Interface - Define missing between systems

Architecture
- Inaccurate calculation capacity

- Discontinued Expected Selection

Baseline
- Developing a range frequent changes

(Range Increases, Schedule Delays, Increased Cost)

Schedule - Establish unreasonable schedule

System

Open

- Insufficient test cases

- Scenario Data lack of preparation

- Testing insincerity one of the participating customers

Inspection and open delay

<Table 1> The Main Issue of the Project

정보시스템 개발 로젝트는 앞의 <Table 1>과 같이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유사한 이슈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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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발생하여 로젝트를실패로 이끌고 있다[13,14].

한 리스크 리와 련하여 리스크 요인 연구는 기술

, 리 , 통합 등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5]. PMBOK에서의 리스크 리

는 로젝트에 방해되는 은 최소화하고, 정 인

기회는 최 화하는 활동을 개하여 로젝트목표를 효

과 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

2.2 보시스템 트 리스크

정보시스템 개발 로젝트에서 리스크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

는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발생시켜 이슈를 만

드는 요소를 일반 으로 리스크라고 한다. 리스크는 바

라지않던 사건으로발생할수 있는일과그로 인해 상

되는 손실[16], 불만족스러운 산출물의 생성 가능성과 이

로 인한 손실로 정의할 수 있다[17].

정보시스템 개발 로젝트에서 리스크는 손실의 불확

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 로젝트의손실이라 함은

최종제품의품질 하, 원가의 증가, 체일정의 지연으

로 나타난다. 따라서 리스크는 로젝트의 원가 증가, 일

정 지연, 품질 하로 인해 산의 과를 래할 수 있

는 요소라 할수 있다. 한 리스크는 향력과 발생확률

의 함수로 다음의 (식 1)과 같이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

다[5]. 여기에서 은 리스크, 는 향력(Impact), 는

발생확률(Probability)이다.

  × 식 1

향력은 리스크 요소에 의해 로젝트에 될 효

과를 의미하며, 리스크가 사건으로 발생할 경우 로젝

트에 미치게 될 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발생 가능성

은 향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발생 확률과 개입 난이도

로 구성된다. 따라서 발생 가능성은 발생확률과 개입 난

이도의 수 을 평가한 후, 그 두 가지 부속 비율에 따라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결정한다.

2.3 리스크 리  활동

PMBOK에서는 리스크 리의 세부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차를 제시하고 있다[18]. 첫째, 리스크

리의 기본 방침계획수립으로 역할 분담, 책임 소재 등을

로젝트 기에 어느 정도 결정하고 로젝트 단

보다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한다. 둘째, 리스크 요인 식별

분석으로 기본방침을 기 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리

스크 요인들을 식별, 항목과 발생 확률, 향력, 발생

상 시 , 반복 가능성 등을 문서화 한다. 셋째, 리스크

요인의 정량화로 식별되고 분석된 리스크 요인들에 해

발생 범 를 정량화 하고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과 발생

한 경우의 향력을 백분율이나 비용으로 정량화 한다.

넷째, 리스크 응 방안으로 처 방법을 사 에 검토하

고 정책을 결정한다. 리스크 응 방안은 다음의 <Table

2>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Division Content

Risk

Avoidance

- Stop Project

- Do not perform a risk exists that part of the project.

Risk

Acceptance

- Risks Materialize

. Ensuring sufficient time

. Ensure contingency plans

Risk

Mitigation

- Before the corresponding reality in order to reduce

the cost of risk acceptance.

Risk

Transference
- Due to the risk passes to the other group.

Risk

Evade
- The risk does not materialize.

<Table 2> Risk Response Plan

다섯째, 리스크 감시 리로 로젝트를 수행할

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감시하거나 발생 가

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처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거나

실행해야 한다. 최 리 계획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

도 변경한 이후에는 반듯이 계속 감시하고 리한다.

3. 리스크 수  산  및 비비 링

본 논문에서는 로젝트 수행 수행 기업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리 체계를 제공하기 하여 다

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세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로젝트 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를 기

으로 리 역별로 리해야 하는 리스크 요소를 식별

하고, 발생빈도와 향의 크기를 반 한각 요소별 가

치를 정의하여 체계화함으로서, 로젝트가 처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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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요소 식별을 쉽게 단할 지표를 제공한다.

둘째, 부분의 리스크 리가 로젝트 기에 피해

가 발생할 것이 있는지 정도를 검토하는 수 에 머물고

있어, 사업 착수 이후에 리스크에 한 실질 인 리가

가능하도록 리스크 수 을 단할 리스크 벨 산정 방

법을 제시하고, 리스크 벨별로 상 손해를 산정하여

문제 발생 시 만회할 수 있는 비용(Reserve Fund, 비

비)을 확보하는 체계를 제공한다.

셋째, 리스크 수 과 비비 수 을 일반화된 척도를

용하지 않고 산업 분야별로 특성을반 하여 산업별로

특화된 리스크 요소와 비용 수 을 용한 체계를 제안

함으로서, 리스크 사 방 이슈 해결을 한 비상계

획(Contingency Plan) 수립과 로젝트 수행의 체 인

모델을 제공한다.

이를 하여 리스크 정량화 상을 수행 측면에만 국

한하지 않고, 고객환경, 인 라, 력업체, 상품 구매와

최근 공정거래 하도 을 기반으로 기업의 윤리를 강

조하고 있는 법 수(Compliance) 리스크를 용한 모델

을 제안한다.

3.1 리스크 식별 스

다음의 [Fig. 1]은리스크 수 산정 작업 차로서 리

스크 역별 검토항목의 수를 산정하고리스크 수 을

단하여 비비율을 산정한다. 이때 리스크 정량화

상을 수행 측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객환경, 인 라,

력업체, 상품 구매와 최근 공정거래 하도 을 기반으

로 기업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법 수 련한 리스크

를 용한 것이다.

[FIg. 1] Risk Level Calculation Procedure

계약단계에서미리 리스크를 식별하여 다음의 [Fig. 2]

와 같이 리할 항목을 선정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

는 리스크에 응할 비용을 마련한다.

[FIg. 2] Risk Identification Procedures

다음의 [Fig. 3]은 로젝트 수행단계에서 해결 활동

을 개하는 로세스로서, 로젝트를 안정 으로 진행

하기 하여 체계화된 로세스 정의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FIg. 3] Project Execution Procedures

3.2 역별 검토 목 평

로젝트를 사업측면, 아키텍처 측면, 자원 지원을 하

는 력 업체와 소 트웨어 하드웨어를 포함한 구매

측면, 법 수 측면으로 역을 구분하여 요 리스크 요

소를 식별하 고, 각 검토항목 별 향도를 가 치로 반

하 다. 다음의 <Table 3>은 역별 검토항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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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이다.

검토항목인 체크리스트는 로젝트별로 다양하게 기

술될 수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4가지 역에서의검토항

목과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가 치를 부여하

다.

Division Review Item Weight Reply

Related

Business

Scope, Manpower, Man Hour,

Profit&Loss, Client, Period,

Business Execution, Partners,

Agreement

1.1∼11.1

Architecture
Client Environment, Interface,

Infra, Architecture, Solution,
0.3∼1.4

Purchase

Personnel Outsourcing, Joint

Corporation, Material Cost,

Outsourcing Costs, System

Provider, Delivery Time, Spec.

0.25∼1.25

Compliance

SW Industry Promotion Act,

Value Added Tax, Ethical

Management, Subcontract,

Fair Trade, Dispatched Worker

0.2∼0.7

<Table 3> Identification of Important Risk

사업측면에서는 인력 항목에서 투입인력이 확정되었

을 경우 1.1로 가장 은 가 치를 용하 고, 과업범

항목에서 업무범 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11.1의

최고치를 부여하 다. 아키텍처측면에서는 인 라 항목

의 사업규모가 큰경우 0.3, 투입인력 정성항목에서 기

술 인력이 정하게 투입되지 않은 경우 1.4, 구매측면에

서는 력업체 항목에서 체할 수 있는 업체가 게 확

보되어 있을 경우 0.25, 외주 업체의 인력 항목에서 로

젝트 수행에 필요한 정한 인력의 미투입이 1.25, 법

수 측면에서는 하도 법 항목에서 매출 증액 발생 시

력업체와 증액 변경계약미체결일 경우 0.2, 선 수령 시

력업체에 지 미진행일 경우 0.7의 가 치를 부

여하 다.

3.3 리스크 수  단 및 비비  산

리스크 요소별로 로젝트에 미치는 향의 크기와

요도를 고려하여 가 치에 따라 수 을 단하고, 산

업별 특성에 따라 비비(Reserve Fund) 책정 비율을산

정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5단계로 구분하여 산정

한다.

첫째, 각 역별체크리스트 검이다. 리스크 평가 결

과 수 계산 방법은 앞의 <Table 3>의 역별 검토항

목의 답변으로 리스크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을 경우부터

매우 낮음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수를 부과

하며, 답변 1의 경우 수 0.1, 2의 경우 0.4, 3의 경우 0.8,

4의 경우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음으로 1.0을 부과하여 구

분하 다. 다음의 <Table 4>는 사업 인 측면의 체크리

스트 답변에 의하여 수를 부과하는 다.

Division Review Item Weight Reply Score

Scope

A High possibility of the change

of business scope
11.1 2 0.4

Request of technology transfer a

lot of education and training

compared to the range of challenges

4.1 1 0.1

Profit
Ensure proper cost 7.2 3 0.8

Customer lack of budget 3.8 4 1.0

<Table 4> Example to Impose Score for Reply

둘째, 검토된 항목의 수에 카테고리 내 항목별 가

치를 곱하여 합산한다. 의사 결정자 로젝트 리자

와 같은 경험자들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각 검토 항

목에 리스크 발생 험에 한 수를 부과한 후, 다음의

(식 2)와 (식 3)에 의하여 부과된 수에 카테고리 내 항

목별 가 치를 곱하여 합산을 한다. 여기서 는 사업

측면에서의 합이고, 는 각각 아키텍처 측

면, 구매 측면, 법 수 측면의 합이다. 는 체크리스트

항목의 가 치,  는 답변에 의한 수이고, 은 체크리

스트 항목의 수이다.

 
  



× 식 2

    
  



 식 3

역별 리스크 수 산정 에 로젝트 험이 가장

많은 커버리지를 차지하는 사업 측면의 경우에 합을 50

만 으로 변환하고, 나머지 3개 역의 합산 수를

30 으로 하여 4개 역을 총 80 기 으로 산정한다.

셋째, 가 수를 계산한다. 총 100 검토 항목

수 80 을 제외한 20 을 요도에 따른 상 가

치로 부여한다. 체크리스트에서 4번(100%)을 선택한 항

목 수를 상으로 다음의 <Table 5>와 같은 방식으로

가 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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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ndition Weighted Score Score

Business

H≥15 a=10

Max 10
H<15 a=H×10/15

I≥8 b=10

I<8 b=I×10/8

Architecture

H≥7 a=3.3

Max 3.3
H<8 a=H×3.3/8

I≥3 b=3.3

I<5 b=I×3.3/5

Purchase

H≥7 a=3.3

Max 3.3
H<8 a=H×3.3/8

I≥3 b=3.3

I<5 b=I×3.3/5

Compliance

H≥7 a=3.4

Max 3.4
H<8 a=H×3.4/8

I≥3 b=3.4

I<5 b=I×3.4/5

<Table 5> Weighted Score

여기서, 가 수는 변수 a와 b를 합산한 값이다.

한, H는 검토항목별 4번(100%)을 선택한 질문의 항목의

개수이고, I는 4번(100%)을 선택한 검토 항목 가 치

가 30% 이상인 질문의 항목의 개수이다.

넷째, 체 리스크 평가 수를 산출한다. 최종 수는

항목 수와 가 수를 더한 값이다. 여기에서 항목 수

는 4개 역인 사업, 아키텍처, 구매, 법 수 측면의 각

항목의 수이다. 한가 수는 4개 역의각 가 치

수이다. 그러나 사업 측면외의 다른 역이 산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다음의 (식 4)와 같이 평균값을 용한다.

여기서 은 평균값이고, 는 사업측면의 합, 는

아키텍처측면의합, 는구매측면의합, 은 법

수 측면의 합이고, 는 사업측면의 합을 제외한 평균

값이다.

    × 식 4

다섯째, 리스크 수 을 산출한다. 다음의 <Table 6>

은 리스크 수 을 설정할 수 있는 표로서, 리스크 수

구간에 따라 수 을 설정하여 리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산정식의 분모(9 는 10, 11)는 구간

수 하한과 상한의 차를 의미한다.

Score Level Levels Score Calculation

0∼29 1∼1.9
Level=1+(Score-20)/10

(Level less than 1=1, Decimal Rejected)

29∼39 2∼2.9 Level=2+(Score-30)/10

39∼48 3∼3.9 Level=3+(Score-40)/9

48∼59 4∼4.9 Level=4+(Score–49)/11

50∼ 5∼ Level=5+(Score–60)/10

<Table 6> Level Settings

3.4 리스크 수 에 른 비비  산

리스크 수 을 5단계로 구별하고, 비비율은 다음의

<Table 7>과 같이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며, 해외는 국내

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더 많

은 비비를 감안하여 책정한다.

Score Level Domestic Overseas

0∼29 1∼1.9 0 0

29∼39 2∼2.9 0.5% 2%

39∼48 3∼3.9 1% 3%

48∼59 4∼4.9 2% 5%

50∼ 5∼ 3% 7%

<Table 7> Risk Level by Reserve Fund

3.5 트 용 비비 사용률 

다음의 <Table 8>은 A사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개

발 로젝트 85건에 해 리스크 수 별 비비를 용

하여 사용율을 검증한 결과이다.

Type
Ongoing Project Finished Project

Sum
Unuse Use Unuse Use

Construction 1 0 0 2 3

Public 7 8 5 12 32

Financial 5 6 5 10 26

School 4 3 3 5 15

Operation 4 2 0 4 9

Total 20 19 13 33 85

<Table 8> Risk Level by Reserve Fund

로젝트 진행 에는49%(총39건/사용 19건)가 비

비를 사용하 고, 종료된 로젝트는 72%(총46건/사용

33건)가 비비를 사용하 다. 특히, 비비를 사용한

로젝트는 비비 액 부를 사용한 것으로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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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및 후 연 방

최근 국내 IT 산업의 환경은 신사업의 기술 집약 인

분야와 공공 시장 소기업 활성화라는취지로 로젝트

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소기업의 활동이 확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형 로젝트의 수행시 리스크 요

인들이 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으로 소기업들은 지 까지 수행했던 로젝트에서 담

당하고 있는 기술이 아닌 체 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행 경험이 은 단 을 가지고 있다.

이에본 논문에서는 리스크 응 방안 리스크 수용

측면에서 형 시스템통합 기업의 수행 경험과 기존 연

구, 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로젝트를 착수하기

과 수행하는 단계에서발생하는리스크요인을 식별하고,

리스크의 근본 원인을 악하여 요소별가 치를 고려한

체크리스트, 리스크 수 기 과 리스크 수 별 비비

규모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정보시스템 개발 로젝트 수행 시 장

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슈를 기반으로 리스크 발생을

사 에 방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리스크

요소별 평가도 요하지만 이러한 시도는기존 연구에서

도 진행된 사례가 있다. 과 항목이 상이하지만 유사

한 체크리스트가 제공되기도 한다. 한 리스크의 수

에 따라 리스크가 이슈로 실화 되었을 때 로젝트에

나쁜 향이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실 인 방법은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나, 로젝트 수행 회사들은 비

비의 규모를 악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의 부분의 연구는 리스크자체에 한

식별과 식별 평가 응방안(회피, 수렴 등)이라는 극히

이론 인 책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비비 확보의 규

모를 산정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리스크 요소별 향을 기반으로 리스크 수 을 단

할 수있도록수 평가 산정식과수 단 모델을 제시

하 고, 이를 통하여 리스크 분석에 비용을 투자하지 못

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정한

규모의 비비 확보가 가능하므로 로젝트를 안정 으

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단시간에 리스크라는 불확실

한 암묵지를 구체 인 형식지로 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시한 리스크

식별 체크리스트의 다양화와 리스크 수 산정 모델, 리

스크 수 별 비비 산정식을 매크로화 하여 자동화하

는 시스템에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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