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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1.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

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

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가산정 활동은 SW사업 전체 수명주기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발주자나 수주

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본 가이드를 통하여, 국가 정보화사업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하여 국내 

SW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값주기 환경을 지속 정착시켜 SW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

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배경

기존의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 2월 26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의거

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

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라고 고시됨에 따라 SW사업 

대가의 기준은 2012년 2월 26일 이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SW사

업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대체방안으로 마련하였다.

본 가이드는 정적인 고시체제에서는 담지 못한 SW산업의 동적인 상황과 글로벌 표준에 입

각한 ISO12207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기획, 구현, 유지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대

가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 제공과 사용자의 편

의와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SW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과 국가의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명시하였으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7조에 의

거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산정 기준’을 반영하였다.

2018년 개정판

1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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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W사업 대가기준 개정 및 대가산정 가이드 수립 경과

1)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 3984호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공포

•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통을 촉진함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향후 수출전략

산업으로의 육성을 목적으로 함

2) 1988년 10월 20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공포

•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의 기준 근거 마련

3) 1989년 4월 과학기술처 고시 제 89-3호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 고시

4) 1994년 1월 과학기술처 고시 제 94-1호로 1차 개정

• 본수 및 스텝수 방식에 이어 기능점수 산정방식의 개념을 일부 도입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기준의 신설과 재개발 개념을 도입

• 공정별 생산성 소요공수의 현실화(조정) 및 상세요구분석 공정 소요공수 추가

•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 증감에 따른 사후정산을 제도화

5) 1995년 3월 제2차 개정(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53호)

6) 1995년 12월 법률 제 4997호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

7) 1996년 3월 19일 제 3차 개정(정보통신부 고시 제 1996-21호)

•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되는 소요인력에 대한 공수 중심의 방식에서 ‘스텝수’로 표현

되는 물량중심의 방식으로 변경

8) 1997년 7월 23일 동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고시 1997-57호로 [소프트웨

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제정 고시

• 운용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자료입력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기준 추가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대가를 소프트웨어의 활용 특성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 2000년 1월 21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 6198호]으로 

변경 고시

10) 2004년 2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4-8호로 개정 고시

• 국제 표준의 소프트웨어 규모산정 기준인 기능점수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중 개발 

공정을 도입하여 규모산정 및 적용공정의 정확성 제고

• 보정계수 체계를 현실화하여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조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범위 조정

11) 2004년 9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4-52호로 개정 고시

• 적용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 확보

•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증감조정 및 개발비 사후정산 관련 조문의 삭제

12) 2005년 5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5-22호로 개정 고시

• 데이터구축방식에 따른 작업요소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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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06년 4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6-18호로 개정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추가 

• 정보전략계획수립비, 평균복잡도, 기능점수당 단가, 코드라인당 단가 조정

14) 2007년 6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7-20호로 개정 고시 

• 정보전략계획수립비, 평균복잡도, 기능점수당 단가, 코드라인당 단가 조정

15) 2007년 10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7-39호로 개정 고시 

•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에 있어 이윤 조정

16) 2009년 5월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02호로 개정 고시 

• 정보전략계획수립비, 평균복잡도, 기능점수당 단가,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조정

• 코드라인 수에 의한 산정방식 폐지 

•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의 2010년 5월 1일 이후 적용불가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기준 개정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기준 추가

17) 2010년 2월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52호로 개정 고시 

• 대가기준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 기능점수당 단가 조정

• SW사업 대가의 기준 폐지

18) 2012년 2월 SW사업 대가기준 고시 폐지 및 민간이양

• 기존 고시형태로 운영되었던 대가기준 폐지

• 대가기준을 대체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제정 및 공표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관리주체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이양

19) 2013년 3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의 이해를 돕는 사업유형별 상세사례 추가

20) 2014년 5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표준단가(기능점수단가) 조정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기준 추가

• 기능점수 산정 세부기준 및 해설 추가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기준 개정

21) 2015년 5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 조정

• 투입공수 산출 근거(WBS 정의 및 산정 절차) 마련

• 과업 변경에 대한 정산 기준 마련

•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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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6년 5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요율 조정

• 기능점수 측정의 이해를 돕는 단위프로세스 식별사례 추가

• 보안관제 서비스비 산정 기준 추가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산정 기준 추가

23) 2016년 12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 추가

24) 2017년 6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산정 가이드 추가

● 투입공수방식의 시간당 평균임금(Man-Hours) 적용사례 추가

25) 2018년 6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 기능점수방식의 보정계수 산정체계 개정

● 요율제 유지관리비의 유지관리 난이도 산정체계 개정

26) 2019년 6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 삭제

● 유지관리 및 (재)개발 사업 구분기준 제시

● 상용SW 유지관리 등급별 요율 제시

27) 2019년 12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 투입공수방식의 SW운영비 산정 가이드 개정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산정 가이드 추가

●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적용 인건비 기준 변경

28) 2020년 6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표준단가(기능점수단가) 조정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급산정 체계 개정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체계 개정

29) 2021년 6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 SW하자보수 업무정의 추가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상향 조정

● 컨설팅업무량 방식의 ISP/BPR 사업대가 산정 모형 추가(컨설팅지수 방식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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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구성 체계

본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되며, 공공부문 SW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사용자중심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SW사업 

수명주기를 따라 소프트웨어 기획, 구현, 운영 단계로 체계를 구성하였다. 

I장은 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 수립배경, SW사업 대가기준 개정 및 대가산정 가

이드 수립 경과, 구성 체계, 적용범위, 기존 SW사업 대가기준과 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비교, 대가산정 프로세스 및 산정방법, 대가산정 관련 공통사항으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II장은 정보화 추진을 위한 SW사업 기획단계에서의 IT컨설팅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정보

전략계획(ISP), ISP/BPR, EA/ITA, ISMP,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과 관련된 대가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III장은 SW사업 구현단계에서의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IV장은 SW사업 운영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운영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대가산정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V장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대가산정 방법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해오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부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세사례, 기능점수와 투입공수 방식 혼

합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특히, II, III, IV장의 구성 체계는 사용자의 주요 업무단계에 따라 대가산정 방법을 절차별로 

설명하고 관련 예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여 현장에서의 실무 적용을 용이하도록 하

였으며, 각 대가산정 방법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① SW사업 대가산정 방식별 개요

② 절차별 주요내용

③ 단계별 상세설명

④ 주요 산출물(업무용 산정양식) 

⑤ 관련 법령/규정 등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⑥ SW사업 대가산정 방식별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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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범위

본 가이드에는 다양한 대가산정 모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가산정 모형들은 대가산정

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유형과 대가산정 시점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적용 한다. 

대가 산정 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사업유형 식별 → 대가산정 시점 식별 → 대가산정 모형 선정

❙그림 1-1❙ 대가산정의 일반적 절차

1) 사업유형 식별

소프트웨어사업의 수명주기와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기획 단계 → 구현 단계 → 운영 단계

정보전략계획(ISP)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ISP/BPR)

소프트웨어 운영

전사적아키텍처 (EA/ITA) 소프트웨어 재개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ISMP)

정보보안컨설팅

❙그림 1-2❙ SW사업의 수명주기와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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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기획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IT컨설팅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IT컨설팅 사업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다.

• 정보전략계획(ISP)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 전사적아키텍처(EA/ITA)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 정보보안컨설팅

○ 구현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구현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 운영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운영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가이드에서는 

다음의 사업 유형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 운영

• 소프트웨어 재개발

2) 대가산정 시점

대가를 산정하는 시점에 따라 가용한 정보의 양과 상세정도가 달라지므로, 해당 시점에 적합한 

대가산정 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가산정의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예산확보 단계 : SW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개괄적으로 산정하는 단계

○ 사업발주 단계 : SW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하고, 발주금액을 산정

하는 단계

○ 사후정산 단계 : SW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전 산정된 사업비와 집행된 사업비의 차이를 

파악하여 필요시 정산을 위한 대가를 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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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주기

대상 사업유형 대가산정 모형
적용가능 시점

예산확보
단계

사업발주
단계

사후정산
단계

기획
단계

정보전략계획
(ISP)

컨설팅업무량 방식
정보전략계획수립비

O O X

투입공수방식 
정보전략계획수립비

O O O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ISP/BPR)

컨설팅업무량 방식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O O X

투입공수방식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O O O

전사적아키텍처 
(EA/ITA)

전사적아키텍처 수립비 O O O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ISMP)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비 O O O

정보보안컨설팅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O O O

구현
단계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점수방식 
소프트웨어개발비(정통법)

O O O

기능점수방식 
소프트웨어개발비(간이법)

O O O

운영
단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제 유지관리비 O O X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O O X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O O X

보안성 지속 서비스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운영비 O O X

소프트웨어 운영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O O O

보안관제 서비스 보안관제 서비스 운영비 O O O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고정비/변동비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비

O O O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소프트웨어 재개발 재개발비 O O O

3) 대가산정 모형 선정

앞에서 식별된 대상 사업의 유형별로 본 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가 산정 모형과, 적용

가능 시점은 다음과 같다.

표1-1 대가산정 모형별 적용시점

1)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은 예산확보 단계 및 사업발주 단계에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SLA기반의 정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사후 정산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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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가기준 고시·해설서 대가산정 가이드

제1장 총칙 I. 개요

  제1조(목적)   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제2조(용어의 정의)   2. SW사업 대가기준 및 대가산정 가이드 비교

  제2조2(전담기관)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4. SW사업 대가산정 공통사항
  4.1 용어설명
  4.2 직접경비
  4.3 투입공수 산출 근거(WBS 정의 및 산정 절차)
  4.4 과업 변경 정산 기준
  4.5 SW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기존의 SW사업 대가기준은 고시 형태로 공표되고 이에 대한 해설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본 가이드는 기존의 고시 및 해설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의 차별성을 가진다.

○ 가이드의 문장 기술 방식을 기존의 조문별 해설 방식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절차 중심의 

설명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관점에서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였다.

○ SW사업 수명주기(기획단계, 구현단계, 운영단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주요 

업무단계에 따라 대가산정 방식을 설명하는 체계로 개선하여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켰다.

○ 각 업무단계별 예제 및 복합적 소프트웨어유형을 포함하는 대가산정 사례를 추가하는 등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실무 적용성과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였다.

○ 여러 유형의 IT컨설팅 사업영역을 추가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의 대가산정 모형을 

보완 확장하였다.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정보통신 표준품셈 등으로 대체 가능한 시스템운용환경 

구축비 산정기준은 삭제하였다.

기존 SW사업 대가기준 고시·해설서와 이를 대체하여 개발된 가이드의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1-2 SW사업 대가기준 고시·해설서와 대가산정 가이드의 구조 비교

2017년 개정판

2 SW사업 대가기준 및 대가산정 가이드 비교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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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가기준 고시·해설서 대가산정 가이드

제2장 정보전략계획 수립비의 산정 II. SW사업 기획단계

  제3조(업무범위설정및가중치계산)   1. 개요

  제4조(정보전략계획수립난이도계산)   2.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제5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산정)   3.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4. 전사적아키텍처(EA/ITA) 수립비

　   5.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6. 정보보안 컨설팅비

제3장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III. SW사업  구현단계

  제6조(적용방법)   1. 개요

  제7조(소프트웨어기능점수산정)   2.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     2.1 기능점수 방식

  제9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제4장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산정 V.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제11조(적용범위)   1. 개요

  제12조(데이터베이스구축비산정)   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제13조(인건비) 

  제14조(데이터베이스구축작업요소수행비용의 산정) 

  제15조(제경비) 

  제16조(직접경비) 

  제17조(이윤) 

제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

(삭제)  제18조(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산정) 

  제19조(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산정) 



132. SW사업 대가기준 및 대가산정 가이드 비교

기존 대가기준 고시·해설서 대가산정 가이드

제6장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산정 IV. SW사업 운영단계

  제20조(용역유지관리대가산정)   1. 개요

  제21조(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대가산정)   2. SW 유지관리 사업

  제22조(소프트웨어운영대가산정)     2.1 응용SW 요율제 유지관리비

    2.2 상용SW 유지관리비

    2.3 공개SW 유지관리비

    2.4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3. SW 운영 사업

    3.1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3.2 보안관제 서비스비

  4. SW 유지관리 및 운영 혼합 사업

    4.1 고정비/변동비 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비

    4.2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5. SW 재개발 사업

    5.1 SW 재개발비

　(없음)

VI. 부록

  1.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세사례

  2. 기능점수와 투입공수 혼합사례



PartⅠ. 개요

1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본 가이드에 포함된 SW사업 수명주기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3 수명주기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

SW사업 수명주기 대가산정 유형 대가산정 방법

SW사업 기획단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ISP/BPR 수립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EA/ITA 수립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ISMP 수립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정보보안 컨설팅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SW사업 구현단계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SW사업 운영단계

SW 유지관리 사업

요율제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요율제 방식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SW 운영 사업
투입공수 방식 SW운영비

투입공수 방식 보안관제 서비스비

SW 유지관리 및 운영
혼합 사업

고정비/변동비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SLA기반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정산법

소프트웨어 재개발 사업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각 대가산정 방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개정판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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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대가산정 방법별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대가산정 
핵심요소

비용 구성

정보전략계획
(ISP)

수립비

컨설팅
업무량

 ① 컨설팅대가 = 컨설팅업무량 × 단가 
 ② 직접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ISP/BPR) 수립비

컨설팅
업무량

 ① 컨설팅대가 = 컨설팅업무량 × 단가 
 ② 직접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전사적아키텍처
(EA/ITA) 수립비

정보시스템마스터
플랜 (ISMP) 수립비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① 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요율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총점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 유지관리 난이도(%)
 ② 직접경비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급별
요율

 ①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정액제
 ① 대상 공개SW 유지관리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 순으로 우선 적용 

및 산정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서비스
항목, 요율

 ①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X 서비스 요율(%)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보안관제 
서비스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④ 직접경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기능점수,
투입공수

 ①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②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
 ③ 직접경비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서비스 
항목, 보상/ 
제재 비율

 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 
 ③ 보상/제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① 재개발원가   ② 이윤 = 재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이후에는 각 사업 단계별 대가산정 절차를 요약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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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W사업 기획단계 대가산정

3.1.1 컨설팅업무량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업무를 정의한다.

○ 대상사업 업무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항목별 수행
여부를 식별한다.

업무
범위

1. 업무범위 설정

↓

○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별 가중치 표를 이용하여 수행 대상 
업무에 대응되는 가중치를 합산하여 정보전략계획 사업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업무별
가중치

2. 업무별 가중치 
계산

↓
○ 정보전략계획 수립업무에 포함된 대상 업무 수행활동별 

난이도를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표를 이용하여 평가
한다.

업무별
난이도

3. 업무별 난이도 
계산

↓
○ 업무별 가중치 및 업무별 난이도 결과를 이용하여 컨설팅

업무량를 계산한다.

○ 컨설팅업무량 = 정보전략계획 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
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컨설팅
업무량

4. 컨설팅업무량 
계산

↓

○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과 관련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

○ 계산된 컨설팅업무량을 이용하여 컨설팅 대가를 산출한다.

○ ISP 수립비 = 컨설팅업무량 × 단가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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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컨설팅
대상 업무
요구사항

1. 사전준비

↓
○ 컨설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직무를 

결정한다.
○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무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

2. 투입공수 산정

↓
○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직접인건비3. 직접인건비 계산

↓
○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ISP 컨설팅 
   대가 산정

3.1.2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PartⅠ. 개요

18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3.1.3 컨설팅업무량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컨설팅 대상 업무를 정의한다.

○ 대상사업 업무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항목별 수행
여부를 식별한다.

업무
범위

1. 업무범위 설정

↓

○ 컨설팅 업무별 가중치 표를 이용하여 수행 대상 업무에 대응
되는 가중치를 합산하여 컨설팅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업무별
가중치

2. 업무별 가중치 
계산

↓

○ 컨설팅 업무에 포함된 대상 업무 수행활동별 난이도를 
요소별 난이도 산정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업무별
난이도

3. 업무별 난이도 
계산

↓
○ 업무별 가중치 및 업무별 난이도 결과를 이용하여 컨설팅

업무량을 계산한다.

○ 컨설팅업무량 = 업무 가중치 × 난이도

컨설팅
업무량

4. 컨설팅업무량 
계산

↓

○ 컨설팅 사업과 관련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

○ 계산된 컨설팅업무량을 이용하여 컨설팅 대가를 산출한다.

○ ISP/BPR 수립비 = 컨설팅업무량 × 단가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ISP/BPR 수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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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컨설팅
대상 업무
요구사항

1. 사전준비

↓
○ 컨설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직무를 

결정한다.
○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무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

2. 투입공수 산정

↓
○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직접인건비3. 직접인건비 계산

↓
○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ISP/BPR 컨설팅  

  대가 산정

3.1.4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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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컨설팅
대상 업무
요구사항

1. 사전준비

↓
○ 컨설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직무를 

결정한다.
○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무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

2. 투입공수 산정

↓
○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직접인건비3. 직접인건비 계산

↓
○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EA/ITA 컨설팅 
   대가 산정

3.1.5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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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컨설팅
대상 업무
요구사항

1. 사전준비

↓
○ 컨설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직무를 

결정한다.
○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무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

2. 투입공수 산정

↓
○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직접인건비3. 직접인건비 계산

↓
○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ISMP 컨설팅 
   대가 산정

3.1.6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PartⅠ. 개요

2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컨설팅
대상 업무
요구사항

1. 사전준비

↓
○ 컨설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직무를 

결정한다.
○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무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

2. 투입공수 산정

↓
○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직접인건비3. 직접인건비 계산

↓
○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정보보안 컨설팅 
   대가 산정

3.1.7 정보보안 컨설팅 수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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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W사업 구현단계 대가산정

3.2.1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 
규모(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 또는 간이법)을 결정
한다.

개발대상 업무
기능 요구사항
규모산정 방법

1. 사전준비

↓

○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식별하고, 복잡도를 고려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2.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산정

↓ ○ 산정된 기능점수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
전 개발원가를 산정한다.

  –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이 반영되어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보정전 
개발원가

3.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요소별로 보정
계수를 식별한다.

  – 보정요소 : 규모보정,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 식별된 보정계수에 따라 개발원가를 보정한다.
  –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 보정계수

보정후 
개발원가

4. 보정후 개발원가 
산정

↓

○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산정
한다.

○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한다.

직접경비
이윤

5. 직접경비 및 이윤 
산정

↓

○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 
개발비

6.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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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W사업 운영단계 대가산정

3.3.1 요율제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한다.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1. 사전준비

↓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유지관리 

계약 시점의 규모(기능점수)와 단가로 재산정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현재 가치)

2. 유지관리 대상 SW 
개발비 재산정

↓
○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

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에 따
라 난이도를 계산하여 총점수를 산정한다.

총 유지관리 점수
(TMP)

3. 유지관리 총점수 
계산

↓
○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를 

이용하여 요율을 계산한다.

  - 요율 = 10 + 5 × TMP / 100

유지관리 요율
4. 유지관리 요율 계산

↓

○ 당해 업무(유지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
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 SW 유지관리비 = SW개발비(현재가치) × 
유지관리 요율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6. SW 유지관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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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유지관리 대상 상용SW를 식별한다.
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1. 사전준비

↓

○ 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유지관리 등급을 판별한다.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및 등급

2. 유지관리 등급책정

↓

○ 유지관리 등급에 따라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한다.

유지관리 요율3. 유지관리 요율결정

↓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 상용SW유지관리비 =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4.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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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유지관리 대상 공개SW를 식별한다.
유지관리 대상

공개 소프트웨어1. 사전준비

↓
○ 유지관리 대상 공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을 참고하여, 서비스 수준을 
선택한다.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2.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선택

↓
○ 유지관리 대상 공개SW의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3. 유지관리 대가 

산정방법 선택

↓
○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 유지관리 서비스 적정가를 산정한다.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4. 공개SW 
유지관리비 산정

3.3.3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3.3.4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상 제품을 식별한다.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상 제품1. 사전준비

↓
○ 정보보호제품군별 서비스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요율
2.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요율결정

↓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를 산정한다.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X 서비스 요율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3.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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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운영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한다.

○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세부 운영 서비스 항목을 
정의한다.

운영대상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항목

1. 사전준비

↓
↓

↓ ○ 소프트웨어 운영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직무를 결정한다. 

○ 소프트웨어 운영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

2. 운영 공수 계산

↓
○ 운영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

한다.

  –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기술자 직무별 공수 
×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

직접인건비
3. 직접인건비 계산

↓
○ 운영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당해 업무(운영)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산정한다.

  - 운영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6. SW 운영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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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보안관제 서비스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보안관제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를 구성한다.
보안관제
요구사항1. 사전준비

↓

○ 서비스에 따른 운영인력과 직무별 투입인력을 
결정한다.

직무별 투입인력2. 투입인력 확정

↓
○ 보안관제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순환근무조(IT시스템 운용자) 인건비

+ 정보보호관리자 및 침해사고대응 전문가 등의 
인건비

 – 순환근무조(IT시스템 운용자) 인건비 = 시간평균
임금 × 연간근무시간 × 최소상시근무인원 

 – 정보보호관리자 및 침해사고대응 전문가 등의 
인건비 = Σ (직무별 평균임금 × 연간근무시간)

직접인건비

3. 직접인건비 계산

↓

○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
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 ~ 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보안관제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보안관제 서비스비를 산정한다.
 – 보안관제 서비스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보안관제
서비스비

6. 보안관제 서비스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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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고정비/변동비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
한다.

○ 대상 소프트웨어별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식별한다.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

1. 사전준비

↓
○ 정의된 대상 업무 중 완전유지관리의 기능 

개선에 해당하는 업무(변동비)를 구분한다.

○ 정의된 대상 업무 중 비기능개선에 관한 
업무(고정비)를 구분한다.

고정비/변동비
업무 분류표

2. 고정비 및 변동비
업무 구분

↓
○ SW재개발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변동비를 

산정한다.

○ 투입공수 방식의 운영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고정비를 산정한다.

고정비 산정표
변동비 산정표

3. 고정비 및 변동비 
산정

↓
○ 당해 업무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4. 직접경비 계산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산정한다.

  - 유지관리 및 운영비 = 고정비 + 변동비 + 
직접경비 

소프트에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5. SW 유지관리 및 
운영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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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서비스 발주기관과 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하는 
담당 조직을 구성한다.

○ 서비스수준관리 활동과 관련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교육 및 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전담 조직
현황

1. 서비스 준비

↓

○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시한다.

서비스 
측정항목

2. 서비스 정의

↓

○ 서비스 측정 항목 및 기준을 정의한다. 
서비스항목 

정의서
3. 서비스 측정 및 기준 

협약

↓
○ 서비스평가 방법을 설정하고 보상/제재 기준을 

산정한다. 

○ 이후 서비스 평가를 매월 시행한다.

서비스수준평
가표

4. 서비스 평가

↓

○ 서비스 평가에 따라 결정된 제재/보상 %를 기준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에 곱해 매달 제재/보상
금액을 산정한다. 

정산대가
5. 월별 대가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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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재개발 대상 업무 선정

○ 재개발 요건 정의

재개발대상업무
재개발 요건1. 사전준비

↓
○ 재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유형을 식별한다.

○ 재개발 대상을 선정한다.

수정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2. 재개발 대상 
기능 유형 식별

↓
○ 신규개발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 보정전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 기능변경 규모를 산정한다.

신규재개발 기능규모
수정없이 재개발

기능규모
보정 전 수정 후 
재개발 기능규모

3. 재개발 대상 
기능 규모 산정

↓

○ 재개발 난이도 수준을 산정한다.

○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재사용 소프트웨어 
난이도 수준

4. 재사용 난이도 
산정

↓
○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를 산정한다. 

○ 산정된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 전 재개발 원가를 구한다.

○ 보정 전 재개발원가에 보정계수 값을 곱하여 
보정 후 재개발원가를 구한다.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보정 전 재개발원가
보정 후 재개발원가

5.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및 재개발 원가 
산정

↓
○ 해당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 이윤은 재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한다.

직접경비
이윤

6. 직접경비 및 
이윤 계산

↓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를 산정한다.

 – 재개발비 = 보정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7.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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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대가산정 시 공통 적용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참조토록 하고자 한다.

용어설명 부분은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본문 제시하는 대가산정 절차 중 직접경비 산정 부분은 SW사업 대가산정 공통 적용사항

으로 본 장에서 직접경비의 정의 및 산정 범위를 정의하며, 각 세부 사업별 대가산정 절차에

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가이드는 SW사업 원가산정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산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토록 한다.

4.1 용어설명

결합도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모듈간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좋은 설계는 가능한 한 모듈을 

독립적으로 생성하여 결합도를 최소화(낮게)하는 것이며, 결합도가 낮다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 서로 관계가 적으면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로 잘 분할되었음을 의미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소스코

드의 활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공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관리 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능점수 방식 

사용자의 업무적 요구사항에 대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논리적 관점에서 식별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기능 유형별 수량과 

성능 및 품질요인들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능점수(Function Point)

논리적 설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규모를 정량적으로 

2017년 개정판

4 SW사업 대가산정 공통사항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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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기술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내부논리파일 (ILF: Internal Logical File)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데이터그룹 또는 제어정보로서 

측정대상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파일

데이터 기능점수

사용자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내부

논리파일과 외부연계파일로 구분된다.

로그(Log)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내용이나 접속현황 등 다양한 운용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정보를 의미

보안적합성 검증

국가나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보 보호 제품의 보안 적합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보안 제품에 대해 국가 기관이 보안 적합성을 검증해 수준이 낮은 

제품은 불합격시키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여 제품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보정 전 개발원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규모,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 등과 같은 각 사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비용을 말한다.

보정계수 

소프트웨어의 규모만으로는 사업의 정확한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어렵기에 복잡성 요소들 

중 예산 수립 또는 제안단계에서 파악 가능하고 정량화 가능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도출

하는 보정치를 말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

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 이상 용어 명칭에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경우, 2012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서 ｢유지보수｣ 

라는 용어를 ｢유지관리｣로 명명하기로 하여 본 가이드에 이를 적용함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투입공수방식의 SW사업 대가를 산정할 때, 기술자 직접인건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SW기술자의 직무별 지급 임금을 조사 및 산출한 결과이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에 언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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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지칭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은 매년 12월 1일 공표하며, 차년도 1월 1일부터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는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운영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

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

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

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재개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대가가 유지

관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프트웨어사업비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를 포함한 IT컨설팅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소프트웨어재개발비 등을 말한다.

순환근무조

근무자 간의 수행임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근무자를 다른 근무 시간으로 변경

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

시그니처

침입을 식별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규칙임. 시그니처는 분석된 장치 로그에서 추출된 

하위 이벤트의 고유한 식별자임

엔티티

업무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집합적인 것을 말한다. 엔티티는 

그 집합에 속하는 개체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속성(Attribute)을 갖는데, 예를 들어 

‘직원’이라는 엔티티는 사번, 이름, 부서, 입사일자, 생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속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외부연계파일 (EIF: External Interface File)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데이터그룹 또는 제어정보로서 

측정대상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오직 참조만 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지되는 파일

외부입력(EI: External Input)

경계 밖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처리하는 단위프로세스로, 하나 이상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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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일을 변경하거나 시스템 동작을 변경해야함

외부조회(EQ: External inQuiry)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경계 밖으로 보내는 단위프로세스로,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단순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처리로직은 수학적 계산이나 공식을 포함하지 

않으며, 파생 데이터도 생성하지 않음. 처리될 동안 내부논리파일(ILF)를 유지하지 않

으며 시스템의 동작도 변경하지 않음

외부출력(EO: External Output) 

외부조회에 추가적인 처리로직을 포함하여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경계 밖으로 보내는 

단위프로세스임. 처리로직은 하나 이상의 수학적 계산, 공식 또는 파생 데이터를 포함

해야 하며, 하나 이상의 내부논리파일(ILF)를 유지하거나 시스템의 동작도 변경할 수 있음

용역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응집도 

하나의 모듈 내부의 처리 요소들 간의 기능적 연관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한 모듈의 

수행 기능이 하나 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수도 있음. 여기서 처리 요소란 명령어, 

호출문, 그리고 이들의 모임을 의미하며 이런 요소들이 모듈내부에서 어떤 순서로 나

타나고 그 순서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응집도는 설계시 

산출물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또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줌

재사용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 관계

재사용 대상 프로그램의 기능과 재개발 대상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업무적 특성 상관

관계 정도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재사용 대상 프로그램(소스코드)의 구조화 및 모듈화 정도의 수준

전사적 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술 등 주요 요건을 자산, 표준, 원칙, 모델 

등의 기준에 따라 분석, 기업의 현재 모습을 조감하고 앞으로의 지침을 제시하는 프

로그램 또는 전략을 말한다.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조직의 정보기술(컴퓨터 하드웨어, 데이터, 인적 자원, 정보통신장비,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보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업무, 사용되는 정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기술 등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후, 이들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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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는 크게 전사적아키텍처(EA), 기술참조모델, 표준프로파일의 3가지 기본요소로 구

성되며, 각 부문들은 정보기술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세부 구조를 갖고 있다.

정보보안 컨설팅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전산 시스템과 네트워크 등 모든 정보 기술(IT) 자산과 

조직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관리자와 

조직이 그 대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적인 자문 서비스로, 컨설팅 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의한 보안컨설팅 분야와 기관 또는 

자체적인 보안강화를 위한 컨설팅 분야로 대별된다.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분석과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하기 위해 비즈

니스(업무)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며, 구축 전략 및 이행 계획

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조직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

하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동을 말한다.

제3정규화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은 일반적으로 유일성을 나타내는 키와 관련된 속성으로 

구성된다. 이때 특정 논리파일을 구성하는 키를 제외한 관련 속성들이 반드시 키에 종

속된 정보들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제3정규화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원정보는 키인 사번

과 이름, 직무, 소속 등 관련된 속성으로 구성되는데 관련된 속성들은 반드시 사번이라는 

키에 종속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원정보는 제3정규화 규칙을 준수

했다라고 한다.

제경비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

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다.

직접경비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

준에서 정한 직접경비 항목 이외에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의 12개 항목이 

추가적으로 해당될 수 있음

  1.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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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 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대가는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

가격,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받은 견적 및 가격정책에 따라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 SaaS (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

  - PaaS (Platform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

수주자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투입하는 기술자의 평균 임금 적용 분류와 실 투입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본 가이드에서는 투입공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트랜잭션 기능점수 

사용자의 데이터 처리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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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로 구분된다.

평균복잡도 가중치 

기능점수 방법에서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균복잡도 가중치를 

사용하고, 각 기능유형별 기능점수 가중치의 평균값을 조사하여 제시된 값을 말한다. 

프로토콜(Protocol)

컴퓨터와 컴퓨터, 원거리 통신 장비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 규약으로,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정의된 상호간의 

약속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의 하자발생 원인으로 발견된 원천적인 오류 및 결함을 

수정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담보책임(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APT(지능형 지속 공격, Advanced Persistent Threat)

특정 대상을 겨냥해 명확한 목표를 두고 지능적, 지속적으로 은밀히 공격을 가하여 정

보를 수집하고 유출하는 해킹기법

CPM(Counting Practice Manual)

기능점수법에 대한 산정절차, 산정기준, 적용사례 등 기능점수 사용자를 위한 실무측정 

매뉴얼을 말함

DDoS 공격(분석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다수의 좀비PC를 조정하여 대량의 트래픽을 특정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특정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과부하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 형태

IFPUG(International Function Point User Group)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능점수법의 지속적인 개선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관임

IT컨설팅

IT 분야의 제반 업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나 지원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대해 그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

KCMVP(Korea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 

한국 암호 모듈 검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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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항목 설명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사용되는 컴퓨터기기(호스트컴퓨터, 단말
기 및 OA기기 등)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아 자체 또는 제3자의 
컴퓨터기기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컴퓨터시
스템 사용료는 당해 컴퓨터기기 보유업체의 기준이나 시스템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기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비사용료(또는 시스템사용료)의 산정방법은 장
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개발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의 사용
료를 포함한다.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는 제경비 
항목의 정상적인 지급이자와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직접경비에 별도 
계상한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예:공인회계사)를 활용할 경우 직접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발주자의 요구’는 수주자의 제안내용을 발주자가 채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전문가 ’는 특정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가공인자격증(예: 공인
회계사) 또는 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특정 외국기술 적용을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의미한다.
  ※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작 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성우, 

배우 등 특정인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도 
관련전문가 활용에 의한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③ 전문가 비용의 산출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예: 공인회계사 보수
기준)을 참조하여 계상함. 단, 적절한 관련법규 및 규정이 없는 경우는 
수주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여비에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며, 지방에 체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체류비용도 직접경비의 ‘여비’항목으로 계상한다.

4.2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 용역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정보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는 직접경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비용을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SW사업의 직접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접경비 이

외에 SW사업 수행 시 요구되는 아래와 같은 직접경비 항목들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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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항목 설명

특수자료비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허 사용료, 노-하우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당해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공정별 산출물, 보고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등을 포함한다.

자료조사비
당해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문헌, 전문도서 등의 구입과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자재시험비
당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기자재의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위탁비
위탁비는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주비와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

현장운영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
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수주자가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의 임차료와 현장
운영경비를 포함한다.

모형제작비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타입 등의 모형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함

기타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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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투입공수 산출 근거(WBS 정의 및 산정 절차)

4.3.1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정의

프로젝트 팀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해 실행하는 작업을 인

도물 중심의 계층 구조로 세분해 놓은 것. 프로젝트의 전체 범위를 구성하고 정의하며, 하위수

준으로 내려가면서 프로젝트 작업에 대해 점차 상세한 정의를 보여준다. WBS는 작업 패키지로 

세분되고, 인도물 중심으로 구성되며 내부 인도물과 외부 인도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4.3.2 WBS 구성체계

WBS 구성체계는 분할수준(단계)은 통상적으로 4단계 수준으로 분할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분할수준(단계)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분할수준(단계)별 명칭 역시 조정할 

수 있다.

■ 작업분할 예시

1단계 : 프로젝트(Project) → 2단계 : 단계(Phase) → 3단계 : 작업(Task) → 4단계 : 작업패키지

프로젝트 단계 작업 작업패키지 소요공수

XX포털개발 분석 요구사항분석 메인화면 10M/D

회원관리 5M/D

청약관리 10M/D

보상관리 7M/D

위험분석 개인정보보호 3M/D

타기관연계 5M/D

클래스분석 클래스분석1 5M/D

클래스분석2 5M/D

클래스분석3 5M/D

아키택처분석 아키택처분석1 4M/D

아키택처분석2 4M/D

아키택처분석3 4M/D

산출물 품질점검 요구사항분석 2M/D

위험분석 1M/D

※ 용어 정의

단계(Phase)
프로젝트 공정단계인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등의 단계와 프로젝트 
사업관리에 필요한 단계임

작업(Task) 프로젝트에서 작업산출물을 산출하기 위한 활동단위를 말함

작업패키지
제품이나 작업산출물을 의미하며 WBS의 최하단위임. 통상적으로 4시간~80시
간정도 소요되는 작업단위로 프로젝트 일정계획수립, 투입공수 및 원가산정, 
감시 및 통제 등 프로젝트관리를 위해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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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WBS를 활용한 공수산정 절차

Step 1: 준비 작업

  • 프로젝트 범위 확정

  • 프로젝트 요구사항(기능 및 비기능 포함) 명확화

  • 프로젝트 투입공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 식별

  • 업무전문가 및 견적전문가(작업단위별 공수예측) 확보

Step 2: WBS 개발 및 투입공수 산정 작업

  • 산출물 식별 : 프로젝트 관리산출물 및 공학산출물 확정

  • 단계(Phase) 식별 : 프로젝트 관리 및 공학산출물 산출을 위한 주요단계 식별

    예)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사업관리 등

  • 작업(Task) 식별 : 단계(Phase)를 상세분할하여 프로젝트 관리 및 공학(개발) 산출

물 작업단위로 식별

    예) 요구사항분석, 위험분석, 클래스분석, 아키텍처분석 등

  • 작업패키지 식별 : 투입시간이 4~80시간 정도의 작업 단위로 수행결과 관리 또는 

공학산출물이 산출되는 작업단위

  • 작업패키지별 소요공수 할당 : 작업패키지 단위로 SW기술자 직무별 소요공수를 할당

    예) “요구사항분석”작업의 “메인화면”에 대한 작업패키지인 경우

 

작업(Task) 작업패키지
SW기술자 직무별 소요공수

업무분석 SW아키텍처 응용SW개발 UI/UX개발

요구사항분석 메인화면 2M/D 4M/D 2M/D 2M/D

※ M/D : Man-Days의 약어, 1인당 1일 소요되는 공수를 의미

  • 프로젝트 단위 총 소요공수 산정 : 작업패키지 단위 SW기술자 직무별 소요공수를 

모두 합하여 프로젝트단위 SW기술자 직무별 총 소요공수 산정

 

프로젝트 명
SW기술자 직무별 총 소요공수

업무분석 SW아키텍처 응용SW개발 UI/UX개발

OO포털개발 21M/D 84M/D 105M/D 84M/D

  • 총 소요공수 단위 변경 : M/D단위의 투입공수를 M/M단위로 변환한다. 현재 적용되는 환산기

준은 “1M/M = 21M/D“이며, 매년 환산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산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 임금실태 조사“ 최신 결과 참고

 

프로젝트 명
SW기술자 직무별 총 소요공수

업무분석 SW아키텍처 응용SW개발 UI/UX개발

OO포털개발 1M/M 4M/M 5M/M 4M/M

  • 최종 프로젝트 소요공수 적정성 검토 및 확정 : 도출된 SW기술자 직무별 총 소요

공수에 대하여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최종 소요공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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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제65조, 시행규칙제74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르며, 계약자(발주기관)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관련규정을 따른다.  계약 시점에서의 근거 문서

(과업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 등)를 기반으로 과업범위를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다.

4.4.1 과업내용의 변경 근거 (관련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발주기관에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등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가능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 문서화된 변경요청,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과업변경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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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전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

관계법령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 설계우선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조달청)

4.4.2 과업내용 변경 사유 및 유형

■ 과업내용 변경 사유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3항)

– 새로운 기술 및 기능의 추가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제도나 업무의 변경 등)이나,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의 

목적상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누락/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사업자의 하자보수 책임이 우선이며, 설계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구현사업자가 이행

– 구현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 과업변경 유형

○ 요구의 주체, 과업내용의 변경원인, 계약범위의 증감, SW개발 생명주기 상에 따른 유형 

등의 경우로 분류

표1-5 과업내용 변경 유형

구 분 유형

요구주체에 따른 유형
1)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과업내용변경
2)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의한 과업내용변경

과업내용 변경원인에 따른 유형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등으로 과업의 증감
2) 불가피한 설계변경 및 결함에 의한 설계의 변경
3) 발주기관의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에 의한 재작업

계약범위의 증감에 따른 유형
1) 과업내용의 증가
2) 과업내용의 감소

SW개발생명주기상에 따른 유형
1) 분석/설계단계
2) 구현 및 시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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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과업변경 시기 및 절차

■ 조정 시기

○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함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16조 2항)

  ※ 단, 긴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변경 제안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3항)

○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5항)

   ※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 연장가능, 

계약금액 조정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단계별 처리 절차

※ 참고자료 :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01) 

4.4.4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조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4항)

○ 조정액 산정은 과업내용 변경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3항 3호)

■ 계약금액 조정 방식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계약조정 금액을 산정

  ※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조정액의 산정 방식은 과업내용(과업의 증감, 설계의 변경, 과업의 재작업), 과업기간 및 

투입인력의 변경에 따라 상이하며, 각각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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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프트웨어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소프트웨어 하자보수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된 오류 및 결함을 수정하여 제거하는 업무이며,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트랜잭션 기능수행 중 발생한 오류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

는 부적합한 정보처리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수정하는 활동이다. SW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

부터 1년 이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담보책임이 있으며, 하자 이외

의 업무는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로 본다.

4.5.1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관련 법규정

참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
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참고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
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
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474. SW사업 대가산정 공통사항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
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5.2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별 하자보수 수행주체

사업유형 주요 결과물 하자보수 수행주체

SW구축(개발) 사업 개발SW - SW구축(개발) 사업자

상용SW도입 사업 상용SW - 상용SW 판매사

공개SW도입 사업 공개SW - 공개SW서비스사업자

SW개발 + 
상용SW도입 사업

개발SW+상용SW - SW구축 통합사업자

상용SW도입 + 
커스터마이징 사업

상용SW - 상용SW 납품사

유지관리 기간 중 
재개발사업

재개발SW
- 원천적으로는 재개발사업자
- 기존시스템과의 통합 사업인 경우는 

유지관리사업자

유지관리 기간 중 
상용SW도입 사업

상용SW
- 원천적으로는 상용SW 판매사
- 기존시스템과의 통합 사업인 경우는 

유지관리사업자

* 상기 하자보수 수행주체는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5.3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한 요구 사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및 계약서 등의 문서에 하자

가 아닌 사항을 하자보수 요구사항에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자담보 책임범위 초과 요구사항 적정 업무범위

 최신 버전으로 무상 업그레이드  상용SW구매

 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UI 등) 및 기능 개선
 SW재개발/추가개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구축된 정보시스템, 상용SW 정기 점검

 SW재설치 및 이전설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정보시스템의 설치장소, 규정, 정부표준 변경으로 인한 

SW의 변경 (커스터마이징, 연계 등) 요청 지원

 SW유지관리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자 상주 지원

 사용자 및 관리자 대상 상시 교육 지원
 SW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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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요청 사례 적정 업무범위

3. 유지보수 요건
 가. 일반 요건
  (1) 제안사는 하드웨어 및 적격화된 패키지 및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내역, 장
애처리 절차, 유지보수 체계 등 유지보수
를 위한 방안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해야한다.

  (2) 제안사는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
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인력을 확보
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
직 구성 및 인원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3) 제안사는 검수 요청 시 부문별 유지보수 
계획 및 유지보수인력 명단, 유지보수 방
법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유지보수기간 
동안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
관 협의 및 승인 후 변경가능

  (4) 제안사는 본 시스템의 만족한 동작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스템의 원활한 정상 작동
을 위해 분기별 전체 또는 분야별로 예방
점검 서비스 및 최적화를 실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로 용어 변경 권고

→ 성능 요구사항 이외의 주기적인 예방점검은 
유지관리 업무임

 나. 무상 하자보수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에 
대해 준공검수일의 익일로부터 1년간 또는 
납품사가 제안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무상 하자보수하여야 한다.

  (2) 안정화 기간 중에는 사업에 참여한 제안사
"의 인원 중 발주기관이 지정한 인원으로 
24시간 상주하여 시스템 운영 및 응급조치
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월 1회 이상 숙련
기술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4) 정기점검시에는 공급된 모든 시스템의 동
작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방정비를 통
해 시스템 장애 요인을 사전에 차단,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 무상 하자보수 계약 중 패키지 소프트웨어
의 신 버전 출시 및 하드웨어 장비의 

→ 인력의 24시간 상주 요구는 하자보수 업무범
위를 초과하며, 운영업무 범위에 포함해야 함

→ 무상하자보수는 하자발생이 전제가 되는 업무
이므로 정기점검은 유지관리 업무 범위에 포
함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 범위이며, 구축 사업이 끝나면서 
곧바로 유지관리 계약이 준비되도록 해야 함

→ 상용SW 또는 공개SW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 
범위이며, 구축 사업이 끝나면서 곧바로 유지
관리 계약이 준비되도록 해야 함

4.5.4 제안요청서에 나타난 과도한 하자보수 요청 사례 및 적정한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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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요청 사례 적정 업무범위

Firmware 업그레이드가 있는 경우, 업그레
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환성의 문
제 등을 사전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서면
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장애복구 요청
시간으로 부터 30분 이내에 응급 복구하
여야 하며, 일반적인 장애는 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
력으로 인한 장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7) 장애 복구 후에는 장애요인, 조치결과, 유
사장애 예방 대책 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장애예방 대책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8)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에 기술
지원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발주기관
이 시스템 운영 중 수시로 분야별 전문가
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9) "제안사"는 계약 시 첨부 상기 무상 하자
보수 수행 확약서를 "제안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사업기간 내 동일 장비에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장비
에 대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사"는 동등 이상의 장비로 교체를 실시하
여야 한다. 

→ 제조사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유상 구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HW Firmware 변경에 따른 SW개선은 업데
이트이며, 유지관리에 포함

→ 무상하자보수기간이더라도 장애 발생을 포착
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업무는 유지관리 업무
이며, 구축 사업이 끝나면서 곧바로 유지관리 
계약이 준비되도록 해야 함

→ 콜센터는 SW운영 업무 범위임

 다. 유상 유지보수
  (1) 무상 하자보수 종료 후 해당 시스템이 가

동되는 동안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 “제안사”는 유지보수 계약에 반드시 응
해야 하며, 연간 유지보수 요율은 계약금액
의 8% 이내에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 부문별 분리 
유지보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도 각 부문별 구축비용에 대한 상기 유지
보수요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도입 SW 솔루션과 적격화 산출물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은 별도로 협의해 정할 수 
있다.

  ※ 연간유지보수비 산정을 위해 “제안사”는 사
업 완료 후 각 부문별 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한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당연히 유상)는 발주기관이 계약목
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
건 제58조 (하자보수 등) 4항에 따르면 무상
하자보수기간과 무관하게 구축 또는 구매 사
업이 끝나자마자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지관리 요율도 권고수준(10~15%)에 비해 
너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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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개 요

IT컨설팅이란 “ IT 분야의 제반 업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나 지원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대해 그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일

련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여 기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사업대가의 범위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IT컨설팅에는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

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전사적 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정보보안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IT컨설팅 사업대가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IT컨설팅 사업대가 산정에는 컨설턴트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다만, ISP 사

업대가의 경우는 기존의 SW사업 대가기준에서 정의한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도 사용 가능

하다. IT컨설팅 사업 유형별 사업대가 산정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2-1 과업내용 변경 유형

IT컨설팅 사업 유형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정보전략계획(ISP) √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 √

전사적 아키텍처(EA/ITA)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

정보보안 컨설팅 √

2017년 개정판

1 개요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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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략계획(ISP)은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

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

를 제공하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전략계획은 사업의 방향과 정보기술의 방향을 통합하여 조직의 사업 비전을 지원하

고 정보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정의하여 다양한 조직단위에 의해 정보가 공유 가능토

록 하는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

템의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과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정보전략계획 수립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 과거 유사한 사업이 없어서 투입공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수주자의 투입공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컨설팅업무량으로 산정할 수 있는 최대값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

- 과거 유사한 사업을 참조하여 투입공수 추정이 
가능한 경우

2.1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

2.1.1 개요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에 있어서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은 수행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한 업무별 가중치와, 사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업무량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2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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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절차별 주요 내용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으로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6 단계로 실행된다.

표2-2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업무를 정의한다.

○ 대상사업 업무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항목별 
수행여부를 식별한다.

업무
범위1. 업무범위 설정

↓

○ 정보전략계획 업무별 가중치 표를 이용하여 수행 대상 
업무에 대응되는 가중치를 합산하여 총 업무 가중치
를 계산한다.

업무별
가중치2. 업무별 가중치 계산

↓

○ 정보전략계획 수립업무에 포함된 대상 업무 수행활동
별 난이도를 평가한다.

업무별
난이도3. 업무별 난이도 계산

↓

○ 업무별 가중치 및 업무별 난이도 결과를 이용하여 
컨설팅업무량을 계산한다.

  - 컨설팅업무량 = 정보전략계획 업무별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컨설팅
업무량

4. 컨설팅업무량 계산

↓

○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과 관련된 직접경비를 계산
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

○ 계산된 컨설팅업무량을 이용하여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를 산출한다.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컨설팅 업무량 × 단가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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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무
세부내용 산출물

해당
여부

단계 활동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대내외 경영환경파악을 통해 기회 및 
위협요소 도출, CSF와 CIR 
(CriticalInformationRequired)도출

환경분석서
핵심성공요소
주요정보화요구사항
CSF/CIR연관도

정보기술 
환경분석

정보기술 추세를 검토하여 정보기술 
발전방향 분석, 신정보기술 적용가능성 
분석 및 정보화 요구사항을 도출

주요정보기술 동향
정보기술적용성

제도/규정 
분석

현행 업무와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의 제약조건, 추진현황 등을 파악

법제도현황분석서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기업 환경 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간 영향 분석

경영전략 분석서
경영층정보요구사항

업무 분석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이를 
근간으로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현행 프로세스 맵 및 
기술서
조직대업무상관도
정보화요구사항

정보시스템 
분석

현행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현행 기술구조도
현행정보시스템분석서

벤치마킹
비즈니스 및 정보시스템 관점에서의 
벤치마킹

선진사례 동향파악서
벤치마킹요약서

차이 분석

선진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요건 및 정보 
인프라 요건을 도출하고 기 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 방향 설정

차이분석서

2.1.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업무범위 설정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분석, 현황분석, 목표모델수립, 이행계획수립, 

세부계획작성 등의 업무가 수행된다. 

업무범위 설정 단계에서는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 발주기관의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파악하고, 이 중 자체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서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를 명확히 식별한다.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

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정보전략계획 업무 범위의 식별 작업은 아래의 계산양식에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사용한다.

표2-3 정보전략계획 업무활동



572.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대상 업무
세부내용 산출물

해당
여부

단계 활동

목표
모델
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 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정보화 비전 및 이해
정보화 목표 및 과제
정보화추진 단계전략
정보시스템 기술요건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정보기술 기반 구조를 정립

응용 구조 정의
통합정보시스템
기술구조도

정보관리체계 
수립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 체계를 정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조직체계도
정보자원관리체계정의서
보안체계 구조정의
투자효과 평가지표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목표 모델을 구축하고 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해야 할 법령이나 
제도 개선 요건을 제시

법제도 개선안

이행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전략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 추진체제 및 실행 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과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일정
 전환전략
 통합실행일정 및 
자원계획

세부
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실제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이드에 
따라 산정

SW개발비 산정결과

기대효과 
산정

정보화 전략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에 예상되는 정량적 편익 산정

예상 편익 산정결과

제안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 작성 제안요청서

■ 2 단계 : 업무별 가중치 계산

1단계에서 업무범위가 설정되면 해당 업무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업무 가중치를 산정한다. 

아래의 표에서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용역범위에 해당되는 업무(1단계에서 선택된 항목)

에 대응되는 업무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총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별 가중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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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정보전략계획 업무별 가중치 계산 양식

업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3.5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제도/규정 분석 2.0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업무 분석 6.1

정보시스템 분석 6.1
벤치마킹 2.5
차이 분석 2.0

목표 모델 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3.3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5.0
정보관리체계 수립 3.8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이행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세부 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3.5
기대효과 산정 2.5

제안요청서 작성 4.0
총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업무 가중치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57.1

■ 3 단계 :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업무규모, 업무의 특성, 기존 시스템, 

ISP유형, 정보자원 규모이다. 

○ 업무규모는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의 대분류 업무기능, 연계 대상기관과 이해관계자를 

의미하며, 업무 기능 및 기관수, 이해관계자의 규모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으로 난이도

가 결정된다. 

  * 대분류 업무 기능은 범정부EA포털(geap.go.kr)에 게시된 ‘정부기능(중앙․기초) 표준분류체

계(BPM)’의 “대기능”을 적용한다.

  (예) 고용노동부 : 고용복지, 고용보험, 고용평등실현, 근로자복지증진, 근로조건보호, 산업

안전보건, 산업재해예방 등)

  * 연계 대상기관은 SW개발비 산정 복잡도 보정계수인 “연계복잡성”을 준용하며 연계 대상 

타기관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92.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요 소 
판 단 척 도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업무규모

2개 이하 
정부업무 
대기능,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0.7 

3개~10개 
이하의 

정부업무 
대기능 또는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1.0 

11개를 초과하는 
정부업무 대기능 
또는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1.3 

업무의 특성
참고 가능한 

사례가 많거나 
선행연구 실시

0.6 

참고 가능한 
사례가 있거나 

유사 연구 
있음

1.0 
참고 가능한 
사례나 연구 

없음
1.4 

구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ISP 수립 난이도

연계 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단순 (2개 이하)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보통 (3개~10개)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복잡 (11개 이상)

  * 이해관계자는 내부직원, 대국민, 유관기관 등의 개수로 판단함.

○ 업무의 특성은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의 업무가 신규인지 유사 사례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 가능한 사례가 많거나 선행연구가 있다면 단순으로 판단하며, 참고 가능한 

사례나 연구가 없으면 복잡으로 판단한다. 

○ 기존시스템은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시스템의 유무와 미래모형에의 참조, 활용수준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으로 구분된다. 

○ ISP유형(ISP범위)은 특정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수행 목적인지 전사적 중장기 정보

전략계획 수립 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 정보자원 규모는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단위 정보시스템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각 요소별 난이도 산정표의 계산양식을 이용하여 각 요소별로 난이도를 식별하고, 난이도 

값을 모두 곱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난이도 값을 산정한다.

 

표2-5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산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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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판 단 척 도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기존 시스템
기존 시스템이 

없음
0.7 

기존 시스템 
50%  활용 

요구
1.0 

기존 시스템 
100%  활용  

요구
1.3 

ISP 유형 
(ISP범위)

　- -　
특정 개발 

시스템 단위
1.0 전사 단위 1.4 

정보자원 
규모

ISP 분석 대상 
시스템 

1개~5개
0.6 

ISP 분석 대상 
시스템 

6개~10개
1.0 

ISP 분석 대상 
시스템 

11개이상
1.4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각 요소별 난이도의 곱)

■ 4 단계 : 컨설팅업무량 계산

컨설팅업무량은 2단계에서 구한 업무 가중치와 3단계에서 계산한 프로젝트 난이도 값을 곱

하여 계산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업무량 =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 5 단계 : 직접경비 계산

직접경비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

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의 계상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단계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4단계와 5단계에서 계산된 컨설팅업무량과 직접경비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정보전략

계획 수립비를 산정한다.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컨설팅업무량 × ISP단가 + 직접경비

여기서 단가는 정보전략계획 수립 활동에 투입된 사례분석을 통해 5개 직무(IT기획자, IT컨설

턴트, SW아키텍트, Infrastructure아키텍트, 데이터아키텍트)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활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이후에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의 평균인상률을 누적 적용한다.

  * 2021년 ISP 단가 = 9,126,605원



612.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업 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총업무
가중치

업무 난이도
난이도 
결정

난이도 
계산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3.5

업무규모

0.7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1.0

제도/규정 분석 2.0

1.3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업무 분석 6.1

업무의 특성

0.6
정보시스템 분석 6.1

1.0
벤치마킹 2.5

1.4차이 분석 2.5

목표
모델
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3.3

기존시스템

0.7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5.0

1.0

정보관리체계 수립 3.8
1.3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ISP유형
(ISP범위)

1.0

이행계
획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1.4

정보자원규모

0.6
세부
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3.5

1.0기대효과 산정 2.5

제안요청서 작성 4.0 1.4

컨설팅업무량 계산  

ISP단가  

직접경비  

ISP 수립비
(부가세 별도)

 

2.1.4 산출물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양식

앞 절에서 설명한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절차를 종합하여 정리하기 위한 산정양식은 다음 

표와 같다.

표2-6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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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세부내용 산출물(예)
해당
여부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대내외 경영환경파악을 통해 기회 및 
위협요소 도출
CSF와CIR 
(CriticalInformationRequired)도출

환경분석서
핵심성공요소
주요정보화요구사항
CSF/CIR연관도

정보기술 
환경분석

정보기술 추세를 검토하여 정보기술 
발전방향 분석, 신정보기술 적용가능성 
분석 및 정보화 요구사항을 도출

주요정보기술 동향
정보기술적용성

○

제도/규정 분석
현행 업무와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의 제약조건, 추진현황 등을 파악

법제도현황분석서 ○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기업 환경 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간 영향 분석

경영전략 분석서
경영층정보요구사항

업무 분석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이를 근간으로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현행 프로세스 맵 및 
기술서
조직대업무상관도
정보화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분석

현행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현행 기술구조도
현행정보시스템분석서

○

벤치마킹
비즈니스 및 정보시스템 관점에서의 
벤치마킹

선진사례 동향파악서
벤치마킹요약서

○

차이 분석 선진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요건 및 차이분석서 ○

2.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관련 참고자료

   － 범정부EA포털(geap.go.kr) - [참조모형/기준] - 정부기능(중앙‧기초) 표준분류체계(BRM)

2.1.6 적용 사례

앞 절에서 설명된 각 단계를 따라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를 산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단계 : 업무범위 설정

해당 프로젝트에서 용역을 통해 정보전략 마스터플랜 업무를 컨설팅하는 것을 범위로 설정한

다. 본 사업에서 수행할 업무 범위는 환경분석, 현황분석, 목표모델 수립, 이행계획 수립, 세

부계획 작성 중에서 경영환경 분석과 경영전략 분석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장하였다.

이 경우, 업무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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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세부내용 산출물(예)
해당
여부

정보 인프라 요건을 도출하고 기 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 방향 설정

목표 
모델 
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 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정보화 비전 및 이해
정보화 목표 및 과제
정보화추진 단계전략
정보시스템 기술요건

○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정보기술 기반 
구조를 정립

응용 구조 정의
통합정보시스템
기술구조도

○

정보관리체계 
수립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 체계를 정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조직체계도
정보자원관리체계정의서
보안체계 구조정의
투자효과 평가지표

○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목표 모델을 구축하고 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해야 할 법령이나 
제도 개선 요건을 제시

법제도 개선안 ○

이행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목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과제 및 실행 일정 등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일정
전환전략
통합 실행일정 및 
자원계획

○

추가 
활동

소요예산 산출
실제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이드에 따라 산정

SW개발비 산정결과 ○

기대효과 산정
정보화 전략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에 예상되는 정량적 편익 산정

예상 편익 산정결과 ○

제안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 작성 제안요청서 ○

업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3.5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
제도/규정 분석 2.0 ○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업무 분석 6.1 ○

정보시스템 분석 6.1 ○

벤치마킹 2.5 ○

○ 2 단계 : 업무 가중치 계산

단계 1에서 해당하는 업무에 대응되는 가중치를 합산하여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업무 가

중치 계산양식을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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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차이 분석 2.0 ○

목표 모델 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3.3 ○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5.0 ○
정보관리체계 수립 3.8 ○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

이행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

추가 활동
소요예산 산출 3.5 ○
기대효과 산정 2.5 ○
제안요청서 작성 4.0 ○

총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 가중치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50.8

업무 가중치 = 정보기술환경 분석(3.7) + 제도/규정 분석(2.0) + 업무 분석(6.1) + 정

보시스템 분석(6.1) + 벤치마킹(2.5) + 차이 분석 (2.0) + 정보화 전략 

수립(3.3) + 정보시스템 구조설계(5.0) + 정보관리체계 수립(3.8) + 제

도/규정 개선안 수립(2.5)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3.8) + 소요예

산 산출(3.5) + 기대효과 산정(2.5) + 제안요청서 작성(4.0)

            = 50.8

○ 3단계 : 난이도 계산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 환경으로부터 난이도 항목별로 해당되는 난이도 수준을 식별한다. 

예로서, 해당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난이도가 다음과 같이 식별되었다고 하자.

  • 업무규모 : 2개 이하 정부업무 대기능,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 업무의 특성 : 참고 가능한 사례가 있거나 유사 연구 있음

  • 기존시스템 : 기존 시스템 50%  활용 요구

  • ISP 유형(ISP 범위) : 특정 개발시스템 단위

  • 정보자원 규모 : ISP 분석 대상 시스템 1개 ~ 5개

이상의 난이도가 식별되면, 난이도 계산양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사업의 업무 난

이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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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판 단 척 도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업무규모

2개 이하 
정부업무 
대기능,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0.7 

3개~10개 
이하의 

정부업무 
대기능 또는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1.0 

11개를 초과하는 
정부업무 대기능 
또는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1.3 0.7

업무의 
특성

참고 가능한 
사례가 
많거나 

선행연구 
실시

0.6 

참고 가능한 
사례가 있거나 

유사 연구 
있음

1.0 
참고 가능한 
사례나 연구 

없음
1.4 1.0

기존 
시스템

기존 
시스템이 

없음
0.7 

기존 시스템 
50%  활용 

요구
1.0 

기존 시스템 
100%  활용  

요구
1.3 1.0

ISP 유형 
(ISP범위)

　- -　
특정 개발 

시스템 단위
1.0 전사 단위 1.4 1.0

정보자원 
규모

ISP 분석 
대상 시스템 

1개~5개
0.6 

ISP 분석 대상 
시스템 

6개~10개
1.0 

ISP 분석 대상 
시스템 

11개이상
1.4 0.6

업무 난이도 계산

= 업무규모(0.7) × 업무의 특성(1.0) × 기존시스템(1.0) × ISP 유형(1.0) × 

  정보자원 규모(0.6)

     = 0.42

○ 4단계 : 컨설팅업무량 계산

단계 2에서 구한 업무 가중치와 단계 3에서 계산한 프로젝트 난이도 값을 곱하여 컨설

팅업무량을 계산한다.

컨설팅업무량 =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 50.8 × 0.42 

= 21.336

○ 5단계 : 직접경비 계산

직접경비 항목별로 산출내역 및 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한다. 직접경비 계산양식

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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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보고서인쇄비
정보전략계획 보고서 등 4종 × 4부

(50원 × 1,000매 × 4부 × 4종 = 800,000원)
800,000

출장여비
3인 × 2회(1박2일 기준)

(200,000원 × 3인 × 2회 = 1,200,000원)
1,200,000

합 계 2,000,000

○ 6단계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4단계와 5단계에서 계산된 컨설팅업무량과 직접경비를 이용하여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를 산정한다.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컨설팅업무량 × 공수 + 직접경비

= 21.336 × 9,126,605원 + 2,000,000원

= 196,999,042원

 최종 계산양식을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업 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총업무
가중치

업무 난이도
난이도 
결정

난이도 
계산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3.5

50.8

업무규모

0.7

0.42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
1.0

제도/규정 분석 2.0 ○
1.3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업무 분석 6.1 ○

업무의 특성

0.6
정보시스템 분석 6.1 ○

1.0벤치마킹 2.5 ○

1.4차이 분석 2.5 ○

목표모
델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3.3 ○

기존시스템

0.7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5.0 ○ 1.0

정보관리체계 수립 3.8 ○ 1.3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
ISP유형
(ISP범위)

1.0

이행계
획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 1.4

정보자원규모

0.6
세부계
획작성

소요예산 산출 3.5 ○
1.0기대효과 산정 2.5 ○

제안요청서 작성 4.0 ○ 1.4

컨설팅업무량 계산 50.8 × 0.42 = 21.336
ISP단가  9,126,605원
직접경비  2,000,000원

ISP 수립비
(부가세 별도)

 21.336 × 9,126,605원 + 2,000,000원 = 196,999,0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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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2.2.1 개요

투입공수에 의한 사업대가 산정방식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M/M(Man-Months)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

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정보전

략계획 수립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2.2 절차별 주요 내용

표2-7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ISP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컨설팅
대상 업무
요구사항

1. 사전준비

↓
○ 컨설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직무를 결정한다.
○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무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

2. 투입공수 산정

↓
○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직접인건비3. 직접인건비 계산

↓
○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ISP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 ISP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ISP 컨설팅 
   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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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 ISP 컨설팅 대상 업무 선정

   컨설팅 대상이 되는 업무를 선정한다.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ISP 컨설팅 대상 업무를 선정한다.

○ ISP 컨설팅의 요구사항과 산출물 정의

   ISP 컨설팅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ISP 컨설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산출물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의한다.

■ 2 단계 : 투입 공수 산정

총 투입공수를 컨설팅 대상 업무의 단계 및 업무활동별로 산정한다. 

컨설팅 업무활동별 업무량, 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한다. 투입공수방

식의 특성상 산정하는 자의 경험적,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필요에 따라 관련 기업들로부터 견적을 요청하여 공수산정의 적성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

련하도록 한다.

■ 3 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직접인건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들에 대한 평균 

임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

한다. 이때 각 업무활동별로 투입기간을 고려한 투입공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직접인건비

를 계산한다.

직접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직접 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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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제경비와 기술료 계산

제경비와 기술료의 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 5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

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 산정시에는 해당 분야의 대가기준을 따르거나 가격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6단계 : 컨설팅 대가 산정

아래의 투입공수방식의 산정방식에 따라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투입공수방식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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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산출물

표2-8 투입공수방식 ISP 컨설팅 대가 종합 산정양식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정보기술 환경분석

제도/규정 분석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업무 분석

정보시스템 분석

벤치마킹

차이 분석

목표
모델
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정보관리체계 수립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이행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세부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기대효과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합  계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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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관련 참고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

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유의사항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에 사용된 투입공수는 사업

의 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사업 진행과정

에서의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2.6 적용사례

■ 예제 개요

○ 사업명 :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구현을 위한 ISP 수립

○ 사업기간 : 3개월

○ 주요 제안 요청 내용

  –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추진 방향성 정립

    • 국내외 선진사례 및 통합센터 여건 분석을 통한 기회.위협 요인 도출

    • 클라우드 컴퓨팅의 올바른 방향성 설정을 위한 미래 모습 수립

  –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방안 수립

    •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 대상 업무선정 기준 및 대상 업무 선정

    • 신속하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자원 풀 설계 방안 수립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

    • 수요자 중심의 IaaS, PaaS 및 SaaS 기반의 정부 서비스 모델 개발

    • 모바일 정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수립

  –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확대 방안 수립

    •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기술지원 체계 등 도입 환경 분석

    •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모델 수립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 수립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탄탄한 정보 보안 체계 수립

    •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IT 서비스 관리 체계의 재정립

  –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방안 수립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요건 도출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육성 및 민간 협업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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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사전준비

 컨설팅 대상 업무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 2단계 : 투입 공수 산정

 컨설팅 업무활동별 업무량, 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한다. 본 

예제에서는 IT컨설턴트, IT기획자, Infrastructure아키텍트, SW아키텍트를 투입하는 것

으로 산정하였다. 

※아래 투입직무는 단순 예시로, 수행 사업에 따라 적합한 직무를 산정하여 투입해야 함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IT컨설턴트 2 4 50%정보기술 환경분석

제도/규정 분석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IT기획자 3 4 50%

업무 분석

정보시스템 분석

벤치마킹

차이 분석

목표
모델
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Infrastructure
아키텍트

3 4 50%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정보관리체계 수립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이행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SW아키텍트 2 2 50%

세부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IT컨설턴트 2 2 50%기대효과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20M/M

■ 3 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직접인건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들에 대한 

평균 임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

금을 적용한다. 이때 각 업무활동별로 투입기간을 고려한 투입공수에 평균 임금을 곱

하여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직접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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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IT컨설턴트 2 4 50% 9,589,296정보기술 환경분석

제도/규정 분석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IT기획자 3 4 50% 8,124,332

업무 분석
정보시스템 분석
벤치마킹
차이 분석

목표
모델
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Infrastructure

아키텍트
3 4 50% 10,816,565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정보관리체계 수립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이행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SW아키텍트 2 2 50% 8,814,805

세부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IT컨설턴트 2 2 50% 9,589,296기대효과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직접인건비 합계 Σ(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188,810,768원

■ 4 단계 : 제경비와 기술료 계산

 제경비와 기술료를 업무 특성에 따라 산정한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예에서는 110%를 사용하여 제경비를 산정하였다.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서 20~40%범위로 산정할 수 있다. 본 예제에서

는 30%로 산정하였다.

 제경비 = 189,178,440 x 1.1 = 208,096,284원(110% 가정)

 기술료 = (189,178,440 + 208,096,284) x 0.3 = 119,132,000원(30% 가정)

■ 5 단계 : 직접경비 산정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다음과 같다.

직접경비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보고서인쇄비
정보전략마스터플랜 보고서 등 4종 × 4부

(50원 × 1,000매 × 4부 × 4종 = 800,000원)
800,000

출장여비
3인 × 2회(1박2일 기준)

(200,000원 × 3인 × 2회 = 1,200,000원)
1,200,000

합 계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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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단계 : 컨설팅 대가 산정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하여 투입공수에 의한 ISP 컨설팅 대가를 

최종 산정한다. 

 ISP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 188,810,768 + 207,691,845 + 118,950,784 + 2,000,000

= 517,453,397원

투입공수에 의한 컨설팅 사업대가 산정내역을 종합하는 계산양식은 다음과 같다.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IT컨설턴트 2 4 50% 9,589,296정보기술 환경분석

제도/규정 분석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IT기획자 3 4 50% 8,124,332
업무 분석
정보시스템 분석
벤치마킹
차이 분석

목표
모델
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Infrastructure

아키텍트
3 4 50% 10,816,565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정보관리체계 수립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이행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SW아키텍트 2 2 50% 8,814,805

세부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IT컨설턴트 2 2 50% 9,589,296기대효과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20M/M

직접인건비 합계 188,810,440원

제경비 110% 207,691,845원

기술료 30% 118,950,784원

직접경비 2,000,000원

합 계
517,453,397원 (부가세 별도)

569,198,736원 (부가세 포함)

※ 투입 직무는 단순 예시로, 해당 사업별 적합한 투입 직무를 판단하여야 함

※ 직무별 평균임금(M/M)은 매년 공표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참조함

※ 상기 예제 중 제경비율은 110%, 기술료는 30%를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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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의 측면에 

있어, 업무를 개선하고 자원의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의 목적으로 처

음부터 다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BPR은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수반되며, 원가, 서비스품질, 직원들의 활력 등

과 같은 중대한 지표들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활동의 재설계로 이어진다. 일반적인 BPR은 

범위와 대상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근래의 BPR의 개념에는 데이터를 조직화하고, 방향

을 설정하기 위하여 컴퓨터나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BPR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전략계획(ISP)을 먼저 수행하여 정보화 전략을 수립

한 다음에 BPR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가이드에서는 일반적인 BPR 보다

는 ISP와 BPR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의 

수립비에 대해서 정의한다.

3.1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

3.1.1 개요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산정에 있어서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은 수행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한 업무별 가중치와 사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의 난이

도를 바탕으로 컨설팅업무량을 산정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보전략계획 

수립비의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업무재설계와 관

련하여 업무별 가중치와 난이도의 일부가 추가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1.2 절차별 주요 내용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으로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6 단계로 실행된다.

2017년 개정판

3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2021년 개정판



PartⅡ. SW사업 기획단계

7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표2-9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대상 업무를 정의한다.

○ 대상사업 업무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항목별 
수행여부를 식별한다.

업무
범위

1. 업무범위 설정

↓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업무별 가중치 표를 이용

하여 수행 대상 업무에 대응되는 가중치를 합산하여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업무별
가중치2. 업무별 가중치 계산

↓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업무에 포함된 대상 업
무 수행활동별 난이도를 평가한다.

업무별
난이도3. 업무별 난이도 계산

↓
○ 업무별 가중치 및 업무별 난이도 결과를 이용하여 

컨설팅업무량을 계산한다.

  - 컨설팅업무량 = 업무별 가중치 × 업무별 난이도

컨설팅
업무량

4. 컨설팅업무량 계산

↓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사업과 관련된 직접경
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
○ 계산된 컨설팅업무량을 이용하여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

재설계 수립비를 산출한다.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 컨설팅 
업무량 × ISP/BPR단가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계산

3.1.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업무범위 설정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분석, 현황분석, 목표모델수

립, 이행계획수립, 세부계획작성 등의 업무가 수행되며 일부 업무재설계가 포함된다. 

 업무범위 설정 단계에서는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 발주기관의 정보화전략계획 및 업무

재설계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파악하고, 이 중 자체적으로 수행할 업무

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서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를 명확히 식별한다.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업무 범위의 식별 작업은 아래의 계산양식에서 해당여부

를 체크하여 사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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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BPR 
대상 업무 세부내용 산출물

해당
여부

단계 활동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대내외 경영환경파악을 통해 기회 및 위협요소 도출
CSF와CIR (CriticalInformationRequired)도출

환경분석서
핵심성공요소

주요정보화요구사항
CSF/CIR연관도

정보기술 
환경분석

정보기술 추세를 검토하여 정보기술 발전방향 분석, 
신정보기술 적용가능성 분석 및 정보화 요구사항을 
도출

주요정보기술 동향
정보기술적용성

제도/규정 분석
현행 업무와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의 제약
조건, 추진현황 등을 파악

법제도현황분석서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기업 환경 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간 영향 분석

경영전략 분석서
경영층정보요구사항

업무 분석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이를 근간으로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을 도출

현행 프로세스 맵 및 
기술서

조직대업무상관도
정보화요구사항

정보시스템 
분석

현행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관리/운영 현황을 분석
하여 정보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현행 기술구조도
현행정보시스템분석서

벤치마킹 비즈니스 및 정보시스템 관점에서의 벤치마킹
선진사례 동향파악서

벤치마킹요약서

차이 분석
선진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요건 및 정보 인프라 
요건을 도출하고 기 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 방향 설정

차이분석서

목표
모델
수립

업무프로세스 
설계(BPR)

바람직한 미래 프로세스 모형 및 신 업무 프로세스 
정립 등 프로세스 개선 방안 수립

미래 프로세스 맵 및  
기술서

프로세스 체계도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 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정보화 비전 및 이해
정보화 목표 및 과제
정보화추진 단계전략
정보시스템 기술요건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
/정보기술 기반 구조를 정립

응용 구조 정의
통합정보시스템

기술구조도

정보관리체계 
수립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
보자원관리 체계를 정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조직체계도

정보자원관리체계정의서
보안체계 구조정의
투자효과 평가지표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목표 모델을 구축하고 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해야 할 법령이나 제도 개선 요건을 제시

법제도 개선안

이행
계획
수립

업무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

 미래 프로세스 모형에 기초한 업무 프로세스 수립
 프로세스 개선 전략
 프로세스 개선 일정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전략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 추진
체제 및 실행 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
과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일정
 전환전략

 통합실행일정 및 
자원계획

표2-10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업무활동



PartⅡ. SW사업 기획단계

78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ISP/BPR 
대상 업무 세부내용 산출물

해당
여부

단계 활동

세부
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실제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이드에 따라 산정 SW개발비 산정결과

기대효과 산정
정보화 전략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에 예상되
는 정량적 편익 산정

예상 편익 산정결과

제안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 작성 제안요청서

■ 2 단계 : 업무별 가중치 계산

 1단계에서 업무범위가 설정되면 해당 업무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업무 가중치를 산정한다. 

 아래의 표에서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용역범위에 해당되는 업무(1단계에서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업무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총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별 가중치를 

계산한다.

표2-11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업무별 가중치 계산 양식

업무
ISP/BPR

업무별 가중치
해당여부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3.5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제도/규정 분석 2.0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업무 분석 6.1

정보시스템 분석 6.1

벤치마킹 2.5

차이 분석 2.0

목표 모델 수립　

업무프로세스 설계 (BPR) 6.3

정보화 전략 수립 3.3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5.0

정보관리체계 수립 3.8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이행 계획 수립
업무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 (BPR) 3.5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세부 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3.5

기대효과 산정 2.5

제안요청서 작성 4.0

총 ISP/BPR 수립 업무 가중치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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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판 단 척 도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업무규모

2개 이하 
정부업무 
대기능,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0.7 

3개~10개 
이하의 정부업무 

대기능 또는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1.0 

11개를 초과하는 
정부업무 대기능 
또는 연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

1.3 

업무의 특성
참고 가능한 

사례가 많거나 
선행연구 실시

0.6 
참고 가능한 

사례가 있거나 
유사 연구 있음

1.0 
참고 가능한 
사례나 연구 

없음
1.4 

기존 시스템
기존 시스템이 

없음
0.7 

기존 시스템 
50%  활용 

요구
1.0 

기존 시스템 
100%  활용  

요구
1.3 

ISP 유형 
(ISP범위)

　- -　
특정 개발 

시스템 단위
1.0 전사 단위 1.4 

정보자원 
규모

ISP 분석 대상 
시스템 

1개~5개
0.6 

ISP 분석 대상 
시스템 

6개~10개
1.0 

ISP 분석 대상 
시스템 

11개이상
1.4 

BPR수행
(ISP/BPR만 

해당)
- -

업무 프로세스와 
일부 제도/규정 
개선포함 과제 

수행

1.0
업무 프로세스,  
제도/규정 개선 
포함 과제 수행

1.3

ISP/BPR 수립 난이도 (각 요소별 난이도의 곱)

■ 3 단계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업무규모, 업무의 특성, 기

존 시스템 활용요구, ISP유형, 정보자원 규모, BPR수행 범위이다. 

 ○ 업무규모, 업무특성, 기존시스템, ISP유형, 정보자원 규모 측정 방법은 ISP수립비의 

컨설팅업무량 방식과 동일하다.

 ○ BPR수향 범위에 대해 업무프로세스 및 제도/규정이 일부 개선이 포함될 경우 보통, 

전면적인 개선이 포함될 경우 복잡으로 판단한다.

 각 요소별 난이도 값은 다음 표와 같이 정의된다. 표의 계산양식을 이용하여 각 요소

별로 난이도를 식별하고, 난이도 값을 모두 곱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난이도 값을 산

정한다.

 

표2-12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 난이도 산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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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계 : 컨설팅업무량 계산

컨설팅업무량은 2단계에서 구한 업무 가중치와 3단계에서 계산한 프로젝트 난이도 값

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업무량 = ISP/BPR 업무 가중치 × ISP/BPR 수립 난이도 

■ 5 단계 : 직접경비 계산

직접경비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의 계상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단계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산정

4단계와 5단계에서 계산된 컨설팅업무량과 직접경비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정

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를 산정한다.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 컨설팅업무량 × ISP/BPR단가 + 직접경비

여기서 단가는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 활동에 투입된 사례분석을 통해 6개 

직무(IT기획자, IT컨설턴트, SW아키텍트, Infrastructure아키텍트, 데이터아키텍트, 업무

분석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활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이후에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의 평균인상률을 누적 적용한다.

* 2021년 ISP/BPR 단가 = 9,35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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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총업무
가중치

업무 난이도
난이도 
결정

난이도 
계산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3.5

업무규모

0.7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1.0
제도/규정 분석 2.0

1.3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업무 분석 6.1

업무의 특성

0.6
정보시스템 분석 6.1

1.0벤치마킹 2.5
1.4차이 분석 2.5

목표모
델수립

업무프로세스 
설계(BPR)

6.3

기존시스템

0.7

1.0정보화 전략 수립 3.3

1.3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5.0

ISP유형
(ISP범위)

1.0정보관리체계 수립 3.8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1.4

이행계
획수립

업무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BPR)

3.5

정보자원규모

0.6

1.0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1.4

세부계
획작성

소요예산 산출 3.5

BPR수행
1.0

기대효과 산정 2.5

1.3제안요청서 작성 4.0

컨설팅업무량 계산  

ISP/BPR단가  

직접경비  

ISP/BPR 수립비
(부가세 별도)

 

3.1.4 산출물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산정양식

 앞 절에서 설명한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산정 절차를 종합하여 정리하

기 위한 산정양식은 다음 표와 같다.

표2-13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산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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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컨설팅
대상 업무
요구사항

1. 사전준비

↓
○ 컨설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직무를 결정한다.
○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무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2. 투입공수 산정

↓
○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직접인건비3. 직접인건비 계산

↓
○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ISP/BPR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 ISP/BPR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ISP/BPR 컨설팅 
   대가 산정

3.2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3.2.1 개요

투입공수에 의한 사업대가 산정방식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M/M(Man-Months)방식을 말하

며 이 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을 준용하여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

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2.2 절차별 주요 내용

표2-14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ISP/BPR 수립비 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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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 컨설팅 대상 업무 선정

   컨설팅 대상이 되는 업무를 선정한다.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컨설팅 대상 업무를 선정한다.

○ 컨설팅의 요구사항과 산출물 정의

   컨설팅 대상업무의 단계 및 활동별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컨설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산출물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의한다.

■ 2 단계 : 투입 공수 산정

총 투입공수를 컨설팅 대상 업무의 단계 및 업무활동별로 산정한다. 

컨설팅 업무활동별 업무량, 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한다. 투입공수방

식의 특성상 산정하는 자의 경험적,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필요에 따라 관련 기업들로부터 견적을 요청하여 공수산정의 적성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

련하도록 한다.

■ 3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직접인건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들에 대한 평균 임

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한다. 

이때 각 업무활동별로 투입기간을 고려한 투입공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계산

한다.

직접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직접 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평균 임금

■ 4단계 : 제경비와 기술료 계산

제경비와 기술료의 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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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정보기술 환경분석

제도/규정 분석

현황
분석

경영전략 분석

업무 분석

정보시스템 분석

벤치마킹

차이 분석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 5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 산정시에는 해당 분야의 대가기준을 따르거나 가격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내역을 제

시하여야 한다.

■ 6단계 : 컨설팅 대가 산정

아래의 투입공수방식의 산정방식에 따라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투입공수방식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3.2.4 산출물

표2-15 투입공수방식 ISP/BPR 컨설팅 대가 종합 산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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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목표
모델
수립

업무프로세스 설계 (BPR)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정보관리체계 수립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이행계획
수립

업무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 (BPR)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세부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기대효과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합  계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3.2.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관련 참고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

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유의사항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에 사용된 투입공수는 사업

의 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사업 진행과정에

서의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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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는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

술 등 주요 요건을 자산, 표준, 원칙, 모델 등의 기준에 따라 분석, 기업의 현재 모습을 조감

하고 앞으로의 지침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략을 말한다. 

또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

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

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EA와 ITA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EA/ITA는 크게 업무

(Business), 응용(Application), 데이터(Data), 기술(Technology) 및 보안(Security)의 5가지 영역

의 아키텍처로 구분한다.

 ○업무아키텍처(BA) : 업무, 업무별 기능·절차, 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

 ○응용아키텍처(AA) :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과 이들 간의 관계를 식

별하고 정의한 구조

 ○데이터아키텍처(DA) :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

 ○기술아키텍처(TA) :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

 ○보안아키텍처(SA) :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요소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

EA/ITA의 각 부문별 아키텍처의 기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참조모형이 정의된다.

4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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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6 EA/ITA 참조모형의 종류

종 류 정의

성과참조모형 
(PRM)

 정보화 성과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과요소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

업무참조모형 
(BRM)

 업무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

데이터참조모형 
(DRM)

 데이터 표준화 및 재사용과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류하고 
표준 데이터구조를 정의한 체계

서비스컴포넌트
참조모형
(SRM)

 응용서비스의 재활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응용컴포
넌트를 기반으로 응용서비스를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

기술참조모형 
(TRM)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 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

4.1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4.1.1 개요

투입공수에 의한 사업대가 산정방식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M/M(Man-Months)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

하여 전사적 아키텍처 수립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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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절차별 주요 내용

표2-17 EA/ITA 수립비 산정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EA/ITA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컨설팅 대상
업무요구사항1. 사전준비

↓
○ 컨설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직무를 결정

한다.
○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무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2. 투입공수 산정

↓
○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직접인건비3. 직접인건비 계산

↓
○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

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EA/ITA 컨설팅 대가 

산정

4.1.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 컨설팅 대상 업무 선정

   컨설팅 대상이 되는 업무를 선정한다.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컨설팅 대상 업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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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TA 대상 업무
세부내용

단계 활동

EA/ITA 방향 및 
지침 수립

 컨설팅 방향과 지침을 수립

참조
모형
수립

업무
참조모형

 업무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정의

서비스
컴포넌트
참조모형

 응용서비스의 재활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응용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응용서비스를 분류하고 정의

데이터
참조모형

 데이터 표준화 및 재사용과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류하고 
표준 데이터구조를 정의

기술
참조모형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술 및 표준 들을 분류하고 정의

성과
참조모형

 정보화 성과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과요소들을 분류하고 정의

○ 컨설팅의 요구사항과 산출물 정의

   컨설팅 대상업무의 단계 및 활동별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컨설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산출물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의한다.

■ 2 단계 : 투입 공수 산정

총 투입공수를 컨설팅 대상 업무의 단계 및 업무활동별로 산정한다. 

컨설팅 업무활동별 업무량, 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한다. 투입공수방

식의 특성상 산정하는 자의 경험적,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필요에 따라 관련 기업들로부터 견적을 요청하여 공수산정의 적성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

련하도록 한다.

EA/ITA의 업무활동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EA/ITA 업무활동의 구성표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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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TA 대상 업무
세부내용

단계 활동

AS-
IS 아키

텍처 
수립

업무영역  현재의 업무, 업무별 기능·절차, 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

응용영역
 현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과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
하고 정의

데이터영역  현재의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

기술영역
 현재의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

보안영역
 현재의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요소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

TO-BE 
아키
텍처 
수립

업무영역  미래의 업무, 업무별 기능·절차, 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

응용영역
 미래의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과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
하고 정의

데이터영역
 미래의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

기술영역
 미래의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

보안영역
 미래의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요소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

이행계획 수립
 미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
 추진체제 및 실행 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과 분석

EA/ITA
관리체계 수립

 컨설팅 수행 관리 체계를 수립

추가
활동

벤치마킹 및 
차이분석

 참조할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차이분석을 수행

기능점수
도출

 실제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능점수를 산정

상기 EA/ITA 업무활동 내용을 참고하여 투입공수를 산정한다. 앞의 2장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의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을 참고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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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TA 업무활동별 컨설턴트등급별 투입공수 산정양식표2-19

EA/ITA 대상 업무 IT직무별 투입공수(M/M)

단계 활동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EA/ITA 방향 및 지침 수립

참조모형
수립

업무참조모형

서비스컴포넌트
참조모형

데이터참조모형

기술참조모형

성과참조모형

AS-IS 
아키텍처 

수립

업무영역

응용영역

데이터영역

기술영역

보안영역

TO-BE 
아키텍처 

수립

업무영역

응용영역

데이터영역

기술영역

보안영역

이행계획 수립

EA/ITA관리체계 수립

추가활동

벤치마킹 및 
차이분석

기능점수 도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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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직접인건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들에 대한 평균 임

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한다. 

이때 각 업무활동별로 투입기간을 고려한 투입공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계산

한다.

직접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직접 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평균 임금

■ 4 단계 : 제경비와 기술료 계산

제경비와 기술료의 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 5 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 산정시에는 해당 분야의 대가기준을 따르거나 가격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내역을 제

시하여야 한다.

■ 6단계 : 컨설팅 대가 산정

아래의 투입공수방식의 산정방식에 따라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투입공수방식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4.1.4 산출물

 투입공수에 의한 컨설팅 사업대가 산정내역을 종합하는 계산양식은 다음과 같다. 



934.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

EA/ITA 수립비 산정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표2-20

EA/ITA 대상 업무 IT직무별 투입공수(M/M)

단계 활동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EA/ITA 방향 및 지침 수립

참조모형
수립

업무참조모형

서비스컴포넌트
참조모형

데이터참조모형

기술참조모형

성과참조모형

AS-IS 
아키텍처 

수립

업무영역

응용영역

데이터영역

기술영역

보안영역

TO-BE 
아키텍처 

수립

업무영역

응용영역

데이터영역

기술영역

보안영역

이행계획 수립

EA/ITA관리체계 수립

추가활동

벤치마킹 및 
차이분석

기능점수 도출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합  계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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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관련 참고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

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유의사항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에 사용된 투입공수는 사업

의 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사업 진행과정에

서의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955.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은 특정 SW 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분석과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하기 위해 비즈니스(업무)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

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며, 구축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ISMP와 EA/ITA, ISP와의 개념에 대한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EA/ITA는 새롭게 발생하는 비즈니스 요구와 IT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구성해 온 각종정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재편, 비즈니스와 전산정보 자원 간 유연한 융합을 꾀하기 위한 청사

진으로서 현행 아키텍처와 목표 아키텍처를 수립하며, 목표 아키텍처를 달성하기 위한 이

행계획을 수립한다. 

ISP는 정보기술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는 CIO 차원이라면, EA/ITA는 CEO의 진두지휘 하에 

전사 차원의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고 부족한 것을 메워나가며 개선하는 측면이다. 

ISMP는 EA/ITA의 목표 아키텍처 구조 하에, 정보기술 방향 및 계획과 일치하도록 특정 사업

의 구축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고 사용자 및 시스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5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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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P, ISP, EA/ITA 개념 비교표2-21

ISMP ISP EA/ITA

목
적

 특정 정보시스템 기능적･
 기술적･비기능적 요구사항 
상세화

 경영전략과 정보화 전략 연계
및 새로운 정보기술 반영

 새롭게 발생하는 비즈니스 요
구와 정보기술에 따라 주먹구
구식으로 구성해 온 각종정보 
시스템들을 효과적으로 재편, 
비즈니스와 전산정보 자원 간 
유연한 융합

범
위

 단위 프로젝트 또는 단위 
프로젝트의 묶음

 전사, 서비스 또는 부서대상 
정보화 전략

 전사의 기술(ITA), 비즈니스(BA), 
애플리케이션 (AA), 데이터(DA) 
등의 아키텍처

주
요
활
동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및 
방향 수립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적/
기술적(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 성능, 테스트 등) 요건 
도출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상세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예산 산정 및 
업체 선정･평가 지원

 경영환경분석(조직, 유관기관
및 고객 특성 분석 등)

 최근 정보기술 동향 분석

 업무 분석(조직 내부 활동과 
현행 프로세스 분석)

 정보 시스템 구조 분석

 정보전략 및 정보관리체계 
수립

 미래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 
시스템 구조 설계

 TO-BE 로드맵 수립

 ITA 방향 및 지침 수립

 참조모형 수립 (BRM, SRM, 
DRM, TRM/SP, PRM)

 AS-IS 아키텍처 분석(BA, AA, 
DA, TA, SA)

 TO-BE 아키텍처 수립 (BA, AA, 
DA, TA, SA)

 이행계획 수립

 ITA 관리체계수립

주
요
산
출
물

 RFP(제안요청서)

 정보시스템 예산

 경영환경분석 및 정보기술 
동향 분석 보고서

 업무/정보시스템 분석 보고서

 IT 비전 및 전략

 이행 과제 및 로드맵

 RFP(제안요청서)

 전사 아키텍처 비전, 원칙, 아키
텍처 매트릭스

 ITA 프레임워크에 정의 된 현행
/목표 아키텍처 (업무, 데이터, 
기술, 응용, 보안 아키텍처)

 목표 아키텍처로의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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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컨설팅
대상 업무
요구사항

1. 사전준비

↓
○ 컨설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직무를 결정한다.
○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무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

2. 투입공수 산정

↓
○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직접인건비3. 직접인건비 계산

↓ ○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6. ISMP 컨설팅 
   대가 산정

5.1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5.1.1 개요

투입공수에 의한 사업대가 산정방식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M/M(Man-Months)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

하여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통

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

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1.2 절차별 주요 내용

ISMP 수립비 산정 절차 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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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P 대상 업무
상세내용

단계 활동

프로젝트 착수 
및 참여자 결정

경영진 지원조직 형성 
• 프로젝트 관련 조직 파악
• 경영진 지원조직 확립 활동 수행
• 경영진 의사결정권자 결정

프로젝트 수행조직 편성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역할 정의
• 프로젝트 수행조직 인력 결정
• 리더쉽 확보를 위한 활동 수행

프로젝트 계획 수립 
•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 의사소통 계획 수립
• 프로젝트 수행 및 의사소통 계획 검토

5.1.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 컨설팅 대상 업무 선정

   컨설팅 대상이 되는 업무를 선정한다.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컨설팅 대상 업무를 선정한다.

○ 컨설팅의 요구사항과 산출물 정의

   컨설팅 대상업무의 단계 및 활동별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컨설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산출물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의한다.

■ 2 단계 : 투입 공수 산정

총 투입공수를 컨설팅 대상 업무의 단계 및 업무활동별로 산정한다. 

컨설팅 업무활동별 업무량, 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한다. 투입공수방

식의 특성상 산정하는 자의 경험적,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필요에 따라 관련 기업들로부터 견적을 요청하여 공수산정의 적성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

련하도록 한다.

ISMP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SMP 업무 활동의 구성표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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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P 대상 업무
상세내용

단계 활동

정보시스템 
방향성 수립 

정보화 전략(ISMP) 검토 
• 정보화 전략 및 방향 검토
• 정보시스템 사업 이해
• 정보시스템 관련 과제식별

벤치마킹 분석(Optional)
• 벤치마킹 조사대상 선정
• 벤치마킹 준비, 벤치마킹 실시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정의
• 정보시스템 사용자 그룹 정의
• 정보시스템 추진 방향 및 목표 정의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검토 

• 정보화 전략과의 방향 일치 검토
•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검토

업무 및 
정보기술요건 

분석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 
분석 

• 업무 프로세스 분석
• 응용 아키텍처 분석
• 데이터 아키텍처 분석
• 기술기반 아키텍처 분석

업무 요건 분석 
• 업무 요건 분석 준비
• 최종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정보기술 요건 분석 

• 도입대상 장비 요건 분석
• 데이터 요건 분석
• 애플리케이션 성능 요건 분석
• 표준화 요건 분석
• 테스트 요건 분석
• 보안 요건 분석
• 시스템 운영 요건 분석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건 분석
• 그 외 프로젝트 지원 요건 분석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검토 

•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최종 검토
•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우선순위 평가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 정보시스템 TO-BE 아키텍처 정의
• 재사용 가능한 구성요소 파악

정보시스템 요건의 이행 
연관성 식별 

• 정보시스템 요건 연관성 분석
• 이행 연관성을 고려한 구축사업계획
• 권고사항 도출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 표준 정의
• 측정범위와 애플리케이션 경계 식별
• 기능 요건 기술
• 비기능 요건 기술
• 기술적 요건 기술
•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점검
•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최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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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P 대상 업무
상세내용

단계 활동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행방안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확정
• 정보시스템 기대효과 및 추진 전략 수립
• 정보시스템 추진 조직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일정 계획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 관련 패키지 조사
• 분리 발주 가능성 분석
• 패키지 수정 및 추가개발 범위 분석

정보시스템 예산 수립 
• 정보시스템 기능 점수 산정
• 정보시스템 예산 검토

제안요청서(RFP) 작성 

• 제안요청서(RFP) 목차 수립
• 제안요청서(RFP) 세부 내용 작성
• 제안 안내서 작성
• 제안요청서(RFP) 검토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선정･평가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선정･평가 준비
•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선정･평가 수행

상기 ISMP 대상 업무를 참고하여, 각 업무 활동에 대해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를 산정한

다. 이 때 다음의 양식을 활용한다.

ISMP 업무활동별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 산정양식표2-24

ISMP 대상 업무 IT직무별 투입공수(M/M)

단계 활동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프로젝트 착수 
및 참여자 

결정

경영진 지원조직 형성 

프로젝트 수행조직 편성 

프로젝트 계획 수립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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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직접인건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들에 대한 평균 임

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한다. 

이때 각 업무활동별로 투입기간을 고려한 투입공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계산

한다.

직접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직접 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평균 임금

■ 4단계 : 제경비와 기술료 계산

제경비와 기술료의 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 5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 산정시에는 해당 분야의 대가기준을 따르거나 가격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내역을 제

시하여야 한다.

■ 6단계 : 컨설팅 대가 산정

아래의 투입공수방식의 산정방식에 따라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투입공수방식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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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산출물

ISMP 수립비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표2-25

ISMP 대상 업무 IT직무별 투입공수(M/M)

단계 활동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프로젝트 
착수 및  

조직 결정

경영진 지원조직 형성 

프로젝트 수행조직 편성 

프로젝트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방향성 수립 

정보화 전략(ISMP) 검토 

벤치마킹 분석(Optional)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정의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검토 

업무 및 
정보기술요

건 분석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 분석 

업무 요건 분석 

정보기술 요건 분석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검토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정보시스템 요건의 이행 연관성 식별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행방안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수립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정보시스템 예산 수립 

제안요청서(RFP)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선정･평가 지원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합  계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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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관련 참고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

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유의사항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에 사용된 투입공수는 사업

의 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사업 진행과정에

서의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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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유형 법규 적용 대상 목적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의무대상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철도, 
항만, 에너지, 통신, 의료,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해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의무대상자]
금융회사(은행, 카드, 보험, 
VAN사, PG사 등)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ISMS-P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의무대상자]
1.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
2. 직접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 구축

ISO/IEC 
27001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 인증)

-

기관, 기업, 단체 등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 구축

정보보안 컨설팅의 종류는 컨설팅 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의한 

보안컨설팅 분야와 기관 또는 자체적인 보안강화를 위한 컨설팅 분야로 대별되며, 이의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보보안 컨설팅의 종류표2-26

6 정보보안 컨설팅비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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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유형 법규 적용 대상 목적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의무대상]
1.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교육식별정보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개인정보파일을 연계하는 
경우 연계결과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파일

3.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 
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방안 도출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WEB/WAS, DBMS, 보안장비 
등)의 보안상 취약점을 
도출하고 조치하도록 하여 
정보자산의 안전성 확보

종합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특정 목적에 맞도록 종합적 

정보보호 대책 마련

개발보안 
컨설팅

전자정부법 
제43조제3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부터 
보안결함을 제거하고, 개발 
단계별 보안 기능을 구현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 정보보안 컨설팅비 관련 문의처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호준 / 02-6748-2006 / jhj@kisia.or.kr

정보보안 컨설팅은 다양한 목적과 대상이 존재하여 그 세부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수행하는 방법론은 크게 환경분석, 현황진단, 위험분석, 대책수립, 구현관리의 공통적인 5단

계를 거치고 있으므로,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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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6.1.1 개요

투입공수에 의한 사업대가 산정방식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M/M(Man-Months)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정보보안 컨설팅 수립비를 산정하는 방식

이다. 단, 투입컨설턴트의 직접인건비는 컨설턴트의 유형과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래실례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참고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과거의 유사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의 투입인력 정도를 기초로 한 경험적 판단에 의

해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6.1.2 절차별 주요 내용

정보보안 컨설팅 수립 절차표2-27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컨설팅 대상
업무요구사항

1. 사전준비

↓
○ 컨설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직무를 결정한다.
○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무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

2. 투입공수 결정

↓
○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직무별 공수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직접인건비3. 직접인건비 계산

↓
○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6. 정보보안 컨설팅 
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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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 정보보안 컨설팅 대상 업무 선정

   컨설팅 대상이 되는 업무를 선정한다.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보안 컨설팅 대상 업무를 선정한다.

○ 정보보안 컨설팅의 요구사항과 산출물 정의

   정보보안 컨설팅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정보보안 컨설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산출물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의한다.

■ 2 단계 : 컨설턴트 직무 및 투입공수 결정

컨설팅 업무활동별 업무량, 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한다. 투입공수방

식의 특성상 산정하는 자의 경험적,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필

요에 따라 관련 기업들로부터 견적을 요청하여 공수산정의 적성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

하도록 한다.

정보보안컨설팅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o 정보보호컨설턴트 :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과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인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자문하

는 자 

o IT PM :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

정보보안컨설팅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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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컨설팅 업무 활동의 구성표2-28

정보보안 대상 업무
세부내용

단계 활동

환경분석

보안 현황 분석  보안에 관한 현황 분석서 작성

요구분석
 고객사의 보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자, 관리자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설문지를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정보보안체계 설계에 반영

조직구성  대상 조직의 조직체계 조사

범위조정  보안 컨설팅의 범위 정의서

수행계획수립  보안 컨설팅 수행계획서

현황진단

관리체계 진단

 사업에 따라 선택
  – 정보보호 수준 평가보고서
  – 관리체계진단보고서
  – Gap분석 보고서

기술적 진단

 모의해킹 결과보고서
 서버 보안진단보고서
 네트워크 보안진단보고서
 DB 보안진단 보고서
 보안시스템 진단 보고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보고서

물리적 진단  물리보안진단 보고서

위험분석

보호수준 평가  위험분석을 통해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

자산분석
 자산 식별 및 평가는 위험 분석 대상과 관련 있는 모든 자산을  
조사하고 이들 자산들의 가치를 산정

위험식별 
 자산에 대하여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조사

취약점분석  자산이 위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취약한가를 조사

위험평가
 위험 분석의 각 단계(자산 분석 단계, 위험 분석 단계, 취약성 분석 
단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위험도를 산출

보호대책 도출  보호대책서

대책수립

보호전략수립  보호대책서

보호체계 수립  보호대책서

세부 대책 도출  보호대책서

추진계획 수립  이행계획서

마스터플랜수립  마스터플랜

구현관리

관리체계수립
 정보보안의 당위성 및 중요성을 선언하는 정책서와 세부적인 
지침을 정의하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정 보완 및 작성 
작업을 수행

이행점검  이행점검결과보고서

솔루션구현  대책을 구현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

교육  보안교육자료

정기점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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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보안컨설팅 대상 업무를 참고하여, 각 업무 활동에 대해 컨설턴트 직무별 투입공수

를 산정한다. 이 때 다음의 양식을 활용한다.

정보보안 컨설팅 컨설턴트 직무별 투입공수 산정양식표2-29

정보보안 대상 업무 컨설턴트 직무별 투입 공수(M/M)

단계 활동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환경분석

보안 현황 분석 

요구분석

조직구성 

범위조정

수행계획수립

현황진단

관리체계 진단

기술적 진단

물리적 진단

위험분석

보호수준 평가

자산분석

위험식별 

취약점분석

위험평가

보호대책 도출

대책수립

보호전략수립

보호체계 수립 

세부 대책 도출 

추진계획 수립

마스터플랜수립

구현관리

관리체계수립

이행점검

솔루션구현

교육

정기점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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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직접인건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들에 대한 평균 

임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

한다.

이때 각 업무활동별로 투입기간을 고려한 투입공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계산

한다.

직접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직접 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평균 임금

■ 4 단계 : 제경비와 기술료 계산

제경비와 기술료의 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 5 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는 해당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의 계상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계산양식을 활용하여 직접경비

를 산정하면 된다.

■ 6 단계 : 정보보안 컨설팅 대가 산정

아래의 투입공수방식의 산정방식에 따라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투입공수방식의 정보보안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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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대상 업무 컨설턴트 직무별 투입 공수(M/M)

단계 활동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환경분석

보안 현황 분석 
요구분석
조직구성 
범위조정

수행계획수립

현황진단
관리체계 진단
기술적 진단
물리적 진단

위험분석

보호수준 평가
자산분석
위험식별 

취약점분석
위험평가

보호대책 도출

대책수립

보호전략수립
보호체계 수립 
세부 대책 도출 
추진계획 수립
마스터플랜수립

구현관리

관리체계수립
이행점검

솔루션구현
교육

정기점검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합계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6.1.4 산출물

표2-30 정보보안 컨설팅 투입공수 산정 산출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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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관련 참고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

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 유의사항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에 사용된 투입공수는 사

업의 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사업 진행과

정에서의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 컨설팅비 관련 문의처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호준 / 02-6748-2006 / jhj@ki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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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개 요

SW사업 구현단계는 소요제기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소프트웨어

의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에서부터 설계 및 구현을 거쳐 시험에 이르는 전 과정이 포함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는 ISO/IEC 12207의 13개 개발 공정을 참조하여 분석, 설계, 

구현, 시험의 4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3-1❙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의 각 단계별 공정과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개정판

1 개요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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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별 공정과 주요 활동

단계 공정 활    동

분석

개발준비
•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모델 선택
• 개발계획 작성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설계

시스템 설계
• 시스템 설계
• 시스템 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
• 인터페이스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
• 사용자 문서 개발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상세설계
•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 사용자 문서 갱신
•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 소프트웨어 상세설계/시험 검토 및 평가 

구현
소프트웨어 코딩 및 

단위시험

• 소프트웨어 단위 코딩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 소프트웨어 단위 및 데이터베이스 시험절차/자료 준비 
• 사용자 문서 갱신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 소프트웨어 코드 및 단위시험 결과 검토

시험

소프트웨어 통합

•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 사용자 문서 갱신
•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준비 
• 소프트웨어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실시 
• 사용자 문서 갱신
• 소프트웨어 산출물 검토
• 감리 지원

시스템 통합
• 시스템 통합 및 시험
• 시스템 자격시험 준비
• 시스템 통합결과 검토

시스템 자격시험
• 시스템 자격시험 실시
• 시스템 자격시험 검토
• 감리 지원

소프트웨어 설치
• 소프트웨어 설치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인수지원
• 소프트웨어 인수시험 지원
• 소프트웨어 인도
• 발주자 사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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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규모를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로 측정하고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기능점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의 판단에 의해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 비교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
특징 산정 방법

기능점수(FP)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와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산정함

(기능점수×기능점수 
단가×보정계수)
+직접경비+이윤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과거의 유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투입인력 정도를 
기초로 한 경험적 판단에 의해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능점수방식의 적용이 곤란한 특정 사업
유형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투입공수 방법 적용가능 소프트웨어 유형에 대해서는 
2.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참고

(투입인력수×투입기간 
×기술자직무별단가)+
제경비+기술료+
직접경비

※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

하는 항목이 반영되어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2.1 기능점수 방식

2.1.1 기능점수 방식 개요

■ 기능점수 방식이란?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 방법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사용자가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인

도되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방법으로 ISO/IEC 14143(FSM; Functional 

Size Measurement)으로 SW Size에 대한 국제표준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

을 위한 비용과 자원 소요를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017년 개정판

2 소프트웨어 개발비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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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점수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측정한다.

○ 기능점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떠한 기능을 요구했는지”의 수요자 관점에서 측정한다.

○ 개발 이전에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다.

○ 개발은 물론 기획, 운영 등 전 수명주기에 걸쳐서 측정 가능하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의 업무량을 조직, 구현 기술, 공수, 적용 방법론, 물리적 

또는 기술적 컴포넌트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기능점수 방법은 위와 같은 장점이 있어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단,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불합리한 다음과 같은 사업유형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투입공수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 홈 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

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 기능점수란?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란 사용자 관점에서 측정된 소프트웨어 기능의 양으로서, 사용

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이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사용자 관점에서 갖는 논리적 의미에 따라 크게 데이터 측면의 기능과 

트랜잭션 측면의 기능으로 구분된다. 

이들을 다시 세분하면 데이터 기능에는 내부논리파일(ILF)과 외부연계파일(EIF)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트랜잭션 기능에는 세부적으로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의 3가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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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점수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

내부논리파일(ILF)

외부연계파일(EIF)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

❙그림 3-2❙ 소프트웨어 기능의 유형 분류

기능점수의 각 유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능점수 방식의 단계별 설명에서 다시 다룬다.

표 3-3 소프트웨어 규모측정 방법 비교

  

구분 기능점수 코드라인수

관점비교
 사용자 관점
 논리적 관점
 What

 개발자 관점
 물리적 관점
 How

측정대상
 트랜잭션 기능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

측정시점
 개발요건만 식별되면 언제든지 

측정가능
 물리적인 소스코딩이 완료된 

구현공정 이후

복잡도 평가  단순/보통/복잡 등 3단계 평가  복잡도 평가 불가능

측정 자동화 
가능성

 자동 규모측정에 한계점 존재  자동 규모측정 가능

국제 표준  ISO/IEC 14143 등 국제표준  비 표준화

■ 기능점수 방식의 종류

기능점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기능점수 산정방법

(정통법)과 평균 복잡도를 적용하는 방법(간이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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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일반적인 방법(정통법) 평균복잡도 적용방법(간이법)

❙그림 3-3❙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방식의 구분

○ 정통법 :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도출하고, 각 기능의 유형별 복잡도를 고려하여 정확한 

기능점수 산정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상 설계공정 후 사용된다.

○ 간이법 : 기능의 복잡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 절차는 정통

법과 동일하나 기능점수 산정 시 기능 유형별 평균 복잡도를 적용하여 기능

점수를 산출한다. 통상적으로 기획 및 발주단계에서의 기능점수 측정에 사용

된다.

표 3-4 정통법과 간이법의 장단점 비교 및 적용시점

  

구분 정통법 간이법

장점
 규모측정 정확도가 간이법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기능점수 측정 소요시간이 정통법 
대비 상대적으로 짧음

 기능점수 측정 지식 습득시간이 
정통법 대비 상대적으로 짧음

단점

 기능점수 측정 소요시간이 간이법 
대비 상대적으로 긺

 기능점수 측정 지식 습득시간이 
간이법 대비 상대적으로 긺

 규모측정 정확도가 정통법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적용시점
 개발요건 및 요건별 

상세설계정보가 제공되는 시점 
즉, 설계공정 이후부터 폐기까지

 개발요건만 정의되면 예산수립, 
사업발주,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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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점수 방식의 SW개발비 산정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원가는 기능점수로 측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규모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직접경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계상된다.

이상의 부문을 포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는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직접
경비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산정
(개발규모)

개발규모 기능점수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개발규모 × 
단가

기능점수 × 
기능점수 단가

이윤 
(개발원가
25%이내)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산출
개발규모 × 

단가 × 
보정계수

기능점수 × 
기능점수 단가 × 

보정계수

※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이 반영되어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림 3-4❙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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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절차별 주요 내용

표 3-5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 규모(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 또는 간이법)을 결정한다.

개발대상 업무
기능 요구사항
규모산정 방법

1. 사전준비

↓

○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식별하고, 복잡도를 
고려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2.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산정

↓ ○ 산정된 기능점수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 개발원가를 산정한다.

  –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이 
반영되어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보정전 개발원가
3.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
○ 소프트웨어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보정요소별로 보정계수를 식별한다.

   – 보정요소 : 규모보정,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 식별된 보정계수에 따라 개발원가를 
보정한다.

  –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 보정계수

보정후 개발원가
4. 보정후 개발원가 

산정

↓

○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한다.

직접경비
이윤

5. 직접경비 및 이윤 
산정

↓

○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 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
개발비

6.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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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 개발대상업무 선정

  소프트웨어의 개발 대상이 되는 업무를 선정한다.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대상 업무를 선정한다. 

○ 가용 문서 수집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개발과정에서 작성된 산출물 등을 개발 대상

업무 산정 시점에 가용한 모든 문서를 수집한다.

  가용 문서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문서, 엔티티관계도(ERD), 객체모델, 데이터모델,  

파일 또는 테이블레이아웃, 인터페이스정의서(시스템 및 사용자), 화면 및 출력 레이

아웃, 기능명세서, 유스케이스,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등이 기능점수 산정에 도움

을 준다.

  수집된 가용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대상 업무 요구사항을 조사한다. 

  • 기능 요구사항 : 기능점수 산정 대상이 되는 요구사항을 말한다.

  • 비 기능 요구사항 : 기능점수 산정 대상은 아니지만 개발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요구사항 및 기술 요구사항을 말하며 보정계수 평가 시 사용된다.

○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정의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개발대상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능점수 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로 요구되는 기능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의한다.

○ 개발규모 산정방법 결정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한다. 개발규모 산정은 일

반적인 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능별 복잡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발주 시)에는 평균복잡도

를 적용한 평균복잡도법(간이법)을 사용하며, 유지관리 및 재개발 대가를 산정하기 위

한 개발비 산정 시에는 정통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단계 : 개발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측정

○ 기능점수 측정 범위 설정

개발대상업무의 요구사항을 분석 후 기능점수 측정에 포함되는 사용자의 기능적 요

구사항들을 대상으로 기능점수 측정 범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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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점수 측정 범위 : 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에서 기능점수의 측정 대상이 되는 범위

를 설정한다. 기능점수의 측정 대상은 전체 소프트웨어시스템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

어의 일부 서브시스템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사·회계·총무·자

산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포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능점수 측정대상 범위로 할 수

도 있지만, 인사애플리케이션을 세분하여 그 구성요소 중 채용관리시스템만을 측정 

대상 범위로 할 수도 있다.

○ 애플리케이션 경계 설정

기능점수 측정 범위에 포함된 측정대상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애플리케이션 또는 외

부 사용자간의 경계를 설정한다. 

애플리케이션 경계 : 기능점수는 애플리케이션 외부의 사용자 관점에서 관찰되는 

기능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경계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외부 사용자 사이의 경계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애플리케이션 경계라고 한다. 여

기서 유의할 사항은 두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경계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사

용자의 관점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예, Microsoft사 제품의 경우, Word/Power-Point/Excel/Access 등 업무성격이 명확

히 상이한 업무단위로 분리하는 것을 애플리케이션 경계라고 한다.)

  • 애플리케이션 경계설정 Tip

   ▹ 사용자 관점에 기초하여 분리된 기능 영역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기술적 

고려사항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EA컨설팅 결과물 중 비즈니스 아키텍처(BA)결과물 참고

   ▹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사규 또는 업무분장 규정 등을 참고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분류체계 또는 시스템 구성도 참고

  • 애플리케이션 경계 설정은 기능점수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기능점수 측정은 설정된 애플리케이션 경계단위로 측정한 후 각 애플리

케이션별 측정된 기능점수들을 합쳐서 총 기능점수를 산출해야 한다.  총 기능점

수 = Σ(개별 애플리케이션별 기능점수)

  • 기능점수는 사용자 관점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적용기술이나 방법과는 무관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개발대상업무가 Client-Server 환경 또는 Web 환경 등에 따라 

기능점수 측정결과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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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기술적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경계 설정 비교

  

구분 2-tier(C/S환경) 3-tier(Web환경)

잘못된 
사례

잘못된 
애플리케이션 

경계설정

Client와 Server를 기준으로 
물리단위로 애플리케이션 

경계를 설정

Presentation Layer(UI), 
Business Layer(BL), Data 

Layer(DL)를 기준으로 
물리단위로 애플리케이션 

경계를 설정 

잘못된 
단위프로세스 식별

예) 게시판 등록 Client모듈
게시판 등록 Server모듈

==> 2개 단위프로세스 식별

예) 게시판 등록 UI모듈
게시판 등록 BL모듈
게시판 등록 DL모듈

==> 3개 단위프로세스 식별

올바른 
사례

올바른 
애플리케이션 경계

물리단위의 애플리케이션 경계 설정이 아니라, 
사용자관점에서 업무성격이 명확히 차별화된 업무단위로 

애플리케이션 경계가 설정

올바른 
단위프로세스 식별

예) 게시판 등록 
==> 1개 단위프로세스 식별

※ 2-tier(C/S환경) : 파일서버 및 DB서버 등의 서버(Server)계층과 클라이언트(Client)계

층으로 구성되는 단순 분산처리의 초기형태를 말하며, 비즈니스 로직은 클라이언트에서 

담당하고 서버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Client↔Server 2계층으로 구성)

※ 3-tier(Web환경) : 파일서버 및 DB서버 등의 서버계층, 비즈니스 로직은 어플리케

이션 서버계층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담당하는 클라이언트계층의 3계층 구조를 

말한다.(Client↔Application Server(Web Server)↔DB Server 3계층으로 구성)

  • 애플리케이션 경계 설정 오류에 따른 영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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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애플리케이션 경계 설정 오류에 따른 영향

  

구분 올바른 경계
잘못된 경계 설정

지나치게 큰 경계 지나치게 작은 경계

애플리케이션 
경계

 인사 
애플리케이션

 회계 
애플리케이션

 총무 
애플리케이션

 관리 애플리케이션
(인사,회계,총무 포함)

 채용 애플리케이션(인사)
 평가 애플리케이션(인사)
 급여 애플리케이션(인사)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인사)
 전표관리 애플리케이션(회계)
 수금관리 애플리케이션(회계)
 잔액관리 애플리케이션(회계)
 사옥관리 애플리케이션(총무)
 행사관리 애플리케이션(총무)
 시설관리 애플리케이션(총무)

기능점수 
측정 영향도

합리적인 
기능점수 산출

올바른 경계 대비 
기능점수가 과소 산출

올바른 경계 대비 기능점수가 
과대 산출

기능점수  
산정 편차 
발생 이유

-

 데이터 기능 식별 시 
내부논리파일 및 
외부연계파일이 
올바른 경계대비 
작게 식별

 데이터 기능 식별 시 
내부논리파일 및 
외부연계파일이 올바른 
경계대비 과대 식별

  ※ 상기 경계설정 예시는 사업특성과 사업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데이터 기능점수 측정

데이터 기능점수 측정은 사용자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량을 말한다. 데이터 기능점수 측정에는 내부논리파일(ILF)과 외부연계파일(EIF)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들의 개수와 각각의 복잡도(가중치)에 의해 데이터 기능점

수가 결정된다. 데이터 기능점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측정한다.

  • 데이터기능 식별기준

   ▹ 측정 범위 내에서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용자 식별 가능한 데이터나 제어

정보를 식별한다.

   ▹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지 또는 참조되지 않는 엔티티는 제외한다.

   ▹ 엔티티 종속성이 있는 엔티티들은 관련된 엔티티와 묶는다.(예: 물리 테이블이 

게시판 테이블과 게시판 첨부 테이블이 존재할 때, 게시판 첨부 파일은 게시판 

테이블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 게시판 첨부 테이블은 게시판 

테이블에 포함되어 두 개의 물리테이블이 하나의 논리파일로 식별된다.) 

   ▹ 코드 데이터로 언급된 엔티티들은 제외한다.(예: 코드 데이터의 속성은 일반적으

로 키와 명칭으로 구성되고 두 속성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파일로 판단하여 제외된다.)

   ▹ 사용자가 요구한 속성을 가지지 않고 기술적으로 도입된 엔티티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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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은 추가적인 속성을 가진 관계 엔티티들과 단지 외래키만 

가지고 있는 관계 엔티티들은 제외한다.

   ▹ 측정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엔티티는 원칙적으로 제3정규화 수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Step 1: 내부논리파일(ILF)과 외부연계파일(EIF)을 식별한다.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에서 내부논리파일과 외부연계파일을 식별하고, 각각의 개수를 

산정한다. 내부논리파일과 외부연계파일은 다음과 같이 식별한다.

  내부논리파일 (Internal Logical File: ILF): 사용자 관점에서 식별 가능한, 논리적으

로 연관된 하나의 데이터그룹 또는 제어정보로서 측정대상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파일 (예: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직원정보)

  외부연계파일 (External Interface File: EIF): 사용자 관점에서 식별 가능한, 사용자

가 식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데이터그룹 또는 제어정보로서 측정

대상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오직 참조만 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지되는 

파일 (예: 측정대상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오직 참조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애플리

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거래처주소정보)

  • 데이터 기능 식별 방법

   ▹ 사업초기(예산수립, 계약 및 요건분석 단계) 데이터 기능 식별 방법

      - 트랜잭션 기능(단위 프로세스)을 이용한 논리파일 식별 방법임

      -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단위 프로세스가 엔티티를 유지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예 : 직원정보 등록, 직원정보 수정, 직원정보 삭제 단위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면 

데이터 유지관리를 위한 직원정보 엔티티가 필요함)

   ▹ 데이터 설계 산출물(설계 완료 이후)을 활용한 데이터 기능 식별 방법

      - 엔티티관계도(ERD), 테이블(파일) 목록 및 테이블 정의서 등 데이터 설계 산출물

을 이용한 논리파일 식별 방법임

      - 엔티티 종속성과 독립성 판단을 통해 논라파일을 식별한다.

   ※ 데이터기능 식별 사례

주 제 모바일 버전 개발

내 용 동일 화면을 모바일로 개발되었다. 별도로 산정가능한가

적용가이드

기술환경에 따라 분리되지만 애플리케이션 경계는 동일한 환경이다. 따라서 
모바일 버전 개발 시 기존의 웹애플리케이션에서 식별된 논리파일을 변경 
없이 사용한다면  논리파일 식별대상은 없으나, 동일 파일(FTR)이지만 
화면의 필드(DET)가 변경될 경우 트랜잭션 기능은 별도로 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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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공통 모듈

내 용
어플리케이션이 CCTV 보안, 경비보안, 통합관제보안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사용자 인증 모듈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모듈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가

적용가이드

기본적으로 공통모듈은 여러 업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하나의 
모듈로 개발된 것이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즉, 화면이나 내부처리 로직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능을 개발하여
재사용한 것이므로, 공통 모듈은 하나의 기능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 등에 의해 필드(DET)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산정한다.

주 제 논리파일 식별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할 데이터 그룹

내 용
다음은 기능점수 산정대상인 데이터 기능(논리파일) 식별에서 제외 되어야할 
물리 파일 또는 테이블

적용가이드

- 임시파일
- 식별된 논리파일의 다양한 물리적 복사 파일(동일 파일의 반복)
- 정렬 파일(Sort File)
- 화면 또는 보고서 출력을 위한 추출파일
- 기술적 이유로 도입된 코드파일
- 인덱스 파일
- 조인(join) 파일
- 키로만 구성된 관계파일(Relational File)
- 일반적인 백업파일

Step 2 : 내부논리파일(ILF)과 외부연계파일(EIF)별로 각각의 복잡도와 가중치를 산정

한다. 기능점수 정통법과 간이법의 산정 방법에 따라 가중치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간이법 : 내부논리파일(ILF)은 가중치 7.5, 외부연계파일(EIF)은 가중치 5.4를 일률

적으로 적용한다.

  

표 3-8 내부논리파일(ILF)/외부연계파일(EIF)의 평균복잡도 가중치

유형 내부논리파일(ILF) 외부연계파일(EIF)

평균복잡도 가중치 7.5 5.4

정통법 : 내부논리파일(ILF)과 외부연계파일(EIF) 각각에 대해 데이터요소유형(DET)과 

레코드요소유형(RET)을 식별하여 기능 복잡도에 따라 가중치를 결정한다.  

  • 레코드요소유형(RET)의 개수 판단 기준

   ▹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 내에 데이터 서브그룹이 없다면 내부논리파일이

나 외부연계파일 자체를 하나의 레코드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서브그룹은 필수적 서브그룹과 선택적 서브그룹으로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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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적 서브그룹 : 사용자가 데이터의 인스턴스를 추가 또는 생성하는 단위프로세스에

서 적어도 하나이상의 서브그룹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 정규직 직원정보와 계약직 직원정보)

      - 선택적 서브그룹 : 사용자가 데이터의 인스턴스를 추가 또는 생성하는 단위프

로세스에서 서브그룹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말

한다. (예: 게시판 첨부정보, 부양가족정보, 동호회 가입정보 등)

   ▹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 내에 데이터 서브그룹이 있다면, 각각의 데이터 

서브그룹을 하나씩의 레코드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예: 직원정보에 직원 부양가

족정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 RET가 두 개임)

      - 키가 아닌 속성을 가진 관계 엔티티

      - 서브 타입(최초 서브 타입과 다른), 그리고

      - 필수 1:1과 다른 관계의 속성 엔티티

  • 데이터요소유형(DET)의 개수 판단 기준

   ▹ 데이터요소유형(DET)은 사용자가 인식 가능하고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속성을 말한다.

   ▹ 두 개의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내부논리파일/외부연계파일을 유지관

리하거나 참조한다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속성만 데이터요소유형

으로 식별한다. 

   ▹ 서로 다른 내부논리파일/외부연계파일들끼리 관계를 맺기 위하여 사용된 속성은 각 

내부논리파일/외부연계파일에서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예: 외래 키)

  • 레코드요소유형(RET)과 데이터요소유형(DET)이 식별되면, 내부논리파일/외부연계

파일의 복잡도와 가중치는 다음 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표3-9 내부논리파일(ILF)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레코드요소
유형(RET)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DET)의 개수

1 ~ 19 20 ~ 50  51이상

1 낮음(7) 낮음(7) 보통(10)

2 ~ 5 낮음(7) 보통(10) 높음(15)

6 이상 보통(10) 높음(15) 높음(15)

    ※ 표의 각 항목은 복잡도(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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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외부연계파일(EIF)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레코드요소
유형(RET)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DET)의 개수

1 ~ 19 20 ~ 50  51이상

1 낮음(5) 낮음(5) 보통(7)

2 ~ 5 낮음(5) 보통(7) 높음(10)

6 이상 보통(7) 높음(10) 높음(10)

    ※ 표의 각 항목은 복잡도(가중치)

Step 3 : 데이터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Step 1, 2에서 결정된 각각의 내부논리파일(ILF) 및 외부연계파일(EIF)의 가중치를 모

두 더하면 데이터 기능점수가 계산된다. 

  데이터 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 + ∑(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데이터기능점수의 산정을 위해 다음의 데이터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을 사용하면 편

리하다. 괄호 안에 해당되는 내부논리파일(ILF)과 외부연계파일(EIF)의 개수를 기입하

면 된다.

표3-11 간이법 데이터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기능유형
가중치

합계
평균복잡도

내부논리파일 (     ) × 7.5

외부연계파일 (     ) × 5.4

데이터 기능점수

표3-12 정통법 데이터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기능유형
가중치

합계
낮음 보통 높음

내부논리파일 (     ) × 7 (     ) × 10 (     ) × 15

외부연계파일 (     ) × 5 (     ) × 7 (     ) × 10

데이터 기능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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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잭션 기능점수 측정

트랜잭션 기능은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단위프로

세스의 집합을 말하며,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 기능으로 구분되어 

기능점수로 산정된다. 트랜잭션 기능으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위프로세스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 단위프로세스 요건 :사용자에게 의미 있고 자기 완결적이며 비즈니스를 일관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완전한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기능적 요구사항

의 가장 작은 단위활동을 말한다.

트랜잭션 기능점수는 측정 대상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

부조회(EQ) 기능의 개수와 각각의 복잡도(가중치)에 의해 결정된다. 트랜잭션 기능점

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측정한다.

 Step 1 :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를 식별한다.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의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 기능을 식별하고, 각

각의 개수를 산정한다.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 기능은 다음과 같이 

식별한다.

외부입력(EI) :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처리하는 단

위프로세스로서, 하나 이상의 논리파일을 변경하거나 시스템 동작을 변경함

  • 하나 이상의 논리파일 변경 : ∆∆ 등록, ∆∆ 수정, ∆∆ 삭제, ∆∆ 설정, ∆
∆ 승인 등 단위프로세스 실행 시 특정 논리파일이 변경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 시스템 동작 변경 : 특정 시점에 수행되던 단위프로세스가 업무환경 변경에 따라 

단위프로세스 실행 시점이 변경되는 활동을 의미한다.(예 : 급여지급 주기가 격주 

금요일에서 매월 15일과 말일로 변경된 경우)

외부출력(EO) : 외부조회에 추가적인 처리로직을 포함하여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애플

리케이션 경계 밖으로 보여주는 단위프로세스로서, 처리로직은 하나 이상의 수학적 

계산, 공식 또는 파생 데이터를 포함하거나, 하나 이상의 내부논리파일(ILF)을 유지하

거나, 시스템의 동작 변경을 수행해야 함(예 : 월간 판매실적 집계조회)

  외부조회(EQ) :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으로 보여주는 단위프로세

스로서,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단순히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 외부조회는 4가지 

처리로직인 수학적 계산이나 공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파생 데이터도 생성하지 않음. 

처리 과정에서 내부논리파일(ILF)을 유지하지 않으며 시스템의 동작도 변경하지 않음 

(예 : 게시판 조회, 게시판 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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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잭션 기능 식별 사례

주 제 외부 데이터 연계 (검색기능)

내 용
경계 밖에서 조회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예로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

적용가이드
사용자의 업무기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기능과
트랜잭션기능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EIF 1개 + EQ(또는 EO) 1개로
산정한다.

주 제 전송정보 저장 및 전송

내 용
전송정보를 내부DB에 저장 후 외부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는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적용가이드
하나 이상의 내부논리파일(ILF)을 갱신하면서 정보를 준비하여 경계밖으로 
보내는 경우는 외부출력(EO)으로 식별한다.

주 제 Log in과 log out 트랜잭션 기능 식별

내 용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보보호 및 보안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스템은 사용자 확인을 위한 log in기능과 log out기능이 
구현되고 있다. 이 기능에 대한 트랜잭션 기능 식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용가이드

1) Log in 기능 식별
log in기능은 해당 기능 또는 시스템에 접근여부를 판단하는 기본기능으로 
단순한 Valid Check기능만 수행하는 경우는 외부조회기능으로 식별하되, 
단순한 Valid Check기능 외 추가적인 사용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안  
통제를 위한 보안테이블과 같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내부논리파일에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는 외부출력기능으로 식별한다.

2) Log out 기능 식별
log out기능은 해당 기능 또는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때 수행되는 
기본기능으로 단순히 log out이 목적인 경우는 트랜잭션 기능으로 식별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log out 시 특정정보를 
보안통제를 위한 보안테이블에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는 외부입력으로 
식별할 수 있다.

 Step 2 :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 각각의 복잡도와 가중치를 산정한다.

  기능점수 정통법과 간이법의 산정 방법에 따라 가중치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간이법 : 외부입력(EI)/외부출력(EO)/외부조회(EQ)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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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3 외부입력(EI)/외부출력(EO)/외부조회(EQ)의 평균복잡도 가중치

유형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

평균복잡도 가중치 4.0 5.2 3.9

정통법 : 외부입력(EI)/외부출력(EO)/외부조회(EQ) 각각에 대해 참조파일유형(FTR)과 

데이터요소유형(DET)을 식별하여 복잡도(가중치)를 결정함

  • 참조파일유형(FTR)의 개수 판단 기준

   ▹ 참조파일유형(FTR)은 트랜잭션 기능에 의해 읽히거나 유지되는 내부논리파일 

또는 트랜잭션 기능에 의해 읽히는 외부연계파일이다.

   ▹ 외부입력/외부출력/외부조회 프로세스 처리 과정에서 참조되는 내부논리파일 

및 외부연계파일 각각을 하나씩의 참조파일유형으로 식별한다. 수정과 조회가 

동시에 적용되는 내부논리파일은 한번만 참조파일유형으로 식별한다.

  • 데이터요소유형(DET)의 개수 판단

   ▹ 경계를 넘나드는(진입 그리고/또는 진출) 모든 것을 검토한다.

   ▹ 트랜잭션 기능이 수행되는 동안 경계로 넘나드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유

일하고 반복되지 않는 각 속성을 하나씩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 각 트랜잭션 기능에서 다수의 메시지가 존재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응답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에 대하여 트랜잭션 기능 당 오직 한번만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 동작을 시작하게 하는 여러 수단이 존재하더라도 트랜잭션 기능 당 오직 하나

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 다음은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하지 않는다.

        - 보고서 제목, 화면이나 패널ID, 열 제목, 속성 제목과 같은 리터럴

        - 날짜와 시간속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하는 스탬프

        - 페이지 설정 변수나 페이지 번호, 위치정보

        - “이전”, “다음”, “처음”, “마지막” 그리고 이것을 그림을 이용하여 목록을 탐색하게 

할 수 있는 기능과 같은 네비게이션 보조 수단

        - 트랜잭션 기능에 의해 경계 내부에서 생성된 속성 그리고 경계를 넘지 않

고 내부논리파일에 저장되는 속성

        -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로부터 검색되거나 참조되지만, 경계를 넘지

않고 처리되는 속성

참조파일유형(FTR)과 데이터요소유형(DET)이 식별되면, 외부입력(EI)/외부출력(EO)/ 

외부조회(EQ)의 각각에 대하여 다음 표를 이용하여 복잡도와 가중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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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4 외부입력(EI)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 ~ 4 5 ~ 15  16이상

0 ~ 1 낮음(3) 낮음(3) 보통(4)

2 낮음(3) 보통(4) 높음(6)

3이상 보통(4) 높음(6) 높음(6)
 

※ 표의 각 항목은 복잡도(가중치)

표3-15 외부출력(EO)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 ~ 5 6 ~ 19  20이상

0 ~ 1 낮음(4) 낮음(4) 보통(5)

2 ~ 3 낮음(4) 보통(5) 높음(7)

4이상 보통(5) 높음(7) 높음(7)

 ※ 표의 각 항목은 복잡도(가중치)

표3-16 외부조회(EQ)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 ~ 5 6 ~ 19  20이상

1 낮음(3) 낮음(3) 보통(4)

2 ~ 3 낮음(3) 보통(4) 높음(6)

4이상 보통(4) 높음(6) 높음(6)
 

※ 표의 각 항목은 복잡도(가중치)

Step 3 : 트랜잭션 기능점수 산정

  Step 1, 2에서 결정된 각각의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의 가중치를 모

두 더하면 트랜잭션 기능점수가 계산된다. 

트랜잭션기능점수 = ∑(외부입력별 가중치) + ∑(외부출력별 가중치) + ∑(외부조회별 가중치)

트랜잭션 기능점수의 산정을 위해 다음의 트랜잭션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을 사용

하면 편리하다. 괄호 안에 해당되는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의 개수

를 기입하고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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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7 간이법 트랜잭션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기능유형
가중치

합계
평균복잡도

외부입력 (     ) × 4.0

외부출력 (     ) × 5.2

외부조회 (     ) × 3.9

트랜잭션 기능점수

표3-18 정통법 트랜잭션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기능유형
가중치

합계
낮음 보통 높음

외부입력 (     ) × 3 (     ) × 4 (     ) × 6

외부출력 (     ) × 4 (     ) × 5 (     ) × 7

외부조회 (     ) × 3 (     ) × 4 (     ) × 6

트랜잭션 기능점수

○ 개발대상 기능점수 산정

선택한 기능점수 산정 방법(정통법 또는 간이법)에 따라 측정대상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기능점수와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개발대상 기능점수 = 데이터 기능점수 + 트랜잭션 기능점수

표3-19 간이법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기능유형
가중치

합계
평균복잡도

내부논리파일 (     ) × 7.5

외부연계파일 (     ) × 5.4

외부입력 (     ) × 4.0

외부출력 (     ) × 5.2

외부조회 (     ) × 3.9

총 기능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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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0 정통법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기능유형
가중치

합계
낮음 보통 높음

내부논리파일 (     ) × 7 (     ) × 10 (     ) × 15

외부연계파일 (     ) × 5 (     ) × 7 (     ) × 10

외부입력 (     ) × 3 (     ) × 4 (     ) × 6

외부출력 (     ) × 4 (     ) × 5 (     ) × 7

외부조회 (     ) × 3 (     ) × 4 (     ) × 6

총 기능점수

■ 3 단계 :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2단계에서 구한 총 기능점수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면 보정전 개발원가가 산정된다.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여기서, 기능점수당 단가는 가장 최근에 공표된 단가를 적용한다.

 * 기능점수당 단가는 2014년 조정된 기능점수당 단가(표준단가 519,203원)를 기준으로 기능

점수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SW기술자 평균임금, 물가, SW개발생산성)를 적용하여 현

행화 하였다.

표3-21 기능점수당 단가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기능점수당 단가 553,114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단계가 아닌, 일부 단계만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분할 발주되어 분석·설계와 구현·시험이 별도

의 사업으로 수행되는 경우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이때는 기능점수당 단가에 해당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합산한 값을 적용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해당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

참고로, 각 단계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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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2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

SW개발 SW개발(단계별 발주시)

단계 가중치 FP단가 구분 가중치 FP단가

분석 19.0% 105,092원 설계사업 28.1% 155,425원

설계 24.0% 132,747원

구축사업 71.9% 397,689원구현 32.0% 176,996원

시험 25.0% 138,279원

합계 100.0% 553,114원합계 100.0% 553,114원

* SW단계별 발주(분할발주)시 설계사업에는 ‘분석 및 기본설계’, 구축사업에서는 ‘상세

설계, 구현 및 시험’을 포함한다.

참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

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

여 발주할 수 있다.

참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44

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 4 단계 : 보정후 개발원가 계산

○ 개발원가 보정의 필요성

 기능점수당 단가는 개발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보통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

이다. 그러나 실제의 개발비용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생산성과 발주기관의 비기능

적인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젝트의 복잡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4단계에서는 위와 같이 실제 개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예산 수립 또는 

제안단계에서 정량적으로 파악 가능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보정계수를 정의하고, 이를 

개발원가에 적용하여 보정후 개발원가를 산정한다.

○ 보정후 개발원가 계산 개요

 3단계에서 구해진 보정전 개발원가에 규모, 연계복잡성 수준, 성능요구 수준, 운영환

경 호환성, 보안성 수준의 5가지 보정계수를 곱하여 보정후 개발원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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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보정계수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규모 보정계수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규모가 커지면 생산성은 증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생

산성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변화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이를 감안하는 것이 규모 보정계수이다. 규모 보정계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3-23 규모 보정계수

구 분 산정방법

규모 보정계수
= 0.4057 x (log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시 1.2800, 3,000FP 초과시 1.1530을 적용한다.)

만약 한 사업에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구축하는 경우에는 통합규모를 대

상으로 규모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요구하는 특정한 복잡도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요구하는 복잡도 수준

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복잡도는 연계복잡성 수준, 성능요

구 수준,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수준의 4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연계복잡성 수준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연계 기관수가 증가함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의 복잡성을 의미

한다. 연계 기관수가 많을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 성능요구 수준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성능요구 수

준이 복잡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 운영환경 호환성

 응용SW의 설치 운영환경의 상이한 정도를 의미한다. 상이한 운영환경이 요구되거

나,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요구정도가 복

잡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제안요청서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서버이중화 요구 여부 및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환경의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여 측정할 수 있다.



1392. 소프트웨어 개발비

보정요인 난이도 수준 계수

연계복잡성
수준

1. 타기관 연계 없음 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5. 10개를 초과하는 타 기관 연계 1.12

성능
요구수준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peak) 타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 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5

5. 응답성능 요구사항이 엄격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 및 구현단계에서 성능분석도구가 사용됨

1.09

운영환경
호환성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0

3. 유사한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4. 상이한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여러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수준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0.97

2. 2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3. 3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4. 4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6

5. 5가지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8

○ 보안성 수준

 시큐어코딩, 웹취약점점검, 암호화점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에 대한 요구수준을 

의미한다. 보안성에 대한 요구정도가 복잡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위 4가지 보안

요구사항은 보안과 관련된 대표적인 요구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4가지 외 보안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요구사항의 총 개수로 복잡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복잡도별 보정계수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3-24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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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정후 개발원가의 계산

 규모, 연계복잡성 수준, 성능요구 수준,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수준의 5가지 보정계

수가 각각 산정되면, 3단계에서 계산된 보정전 개발원가에 보정계수 값을 모두 곱하

여 보정후 개발원가를 산정한다. 보정후 개발원가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보정후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 규모 보정계수
× 연계복잡성수준 보정계수
× 성능요구수준 보정계수
× 운영환경 호환성 보정계수

× 보안성수준 보정계수

 보정후 개발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종합 계산양식은 다음과 같다.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
(원)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 5 단계 : 직접경비 및 이윤 계산

○ 이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

조·구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의 이

윤율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원가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윤을 계상한다.

○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

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의 계상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계산양식을 활용하여 

직접경비를 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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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 6 단계 :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4단계에서 계산된 보정후 개발원가에 5단계에서 산정된 직접경비 및 이윤을 합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 보정후 개발원가 + 이윤 + 직접경비

2.1.4 산출물

앞 절에서 설명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내역을 종합하여 정리하기 위한 계산양식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산출물 양식표3-25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이윤 (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부가세 별도)

소프트웨어 개발비 (부가세 포함)

2.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기능점수 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행한 “국제표

준기반 기능점수 산정안내서”(2014년) 또는 IFPUG CPM을 참고하기 바람 

   IFPUG는 International Function Point User Group의 약어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

이드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능점수법의 지속적인 개선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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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M은 Counting Practice Manual의 약어로, 기능점수법에 대한 산정절차, 산정기준, 

적용사례 등 기능점수 사용자를 위한 실무측정 매뉴얼을 말함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능점수에 의한 산정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업 

유형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투입공수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②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③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 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④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⑤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2.1.6 적용 사례

※ 단위프로세스 식별 권고 사례  

용어 적합 부적합 해설 
데이터적재 EI EO, EQ 데이터적재는 EI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업로드 EI EO, EQ 파일 업로드 기능은 EI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설정 EI EO, EQ 설정은 ILF를 변경시키므로 EI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발송 EQ EO 단순 발송은 EQ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전송 EQ, EO EI 전송기능은 EQ 또는 EO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래프 EO EQ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EO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운로드 EQ EI, EO 다운로드는 EQ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로그인 EQ EI, EO 암호검증 후 로그인은 EQ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로그아웃 - EQ 단순 Log-out은 기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사용자인증 EQ EI, EO 사용자인증은 EQ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통계 EO EQ 통계기능은 EO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코드 - ILF 코드데이터는 기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임시 - ILF 임시파일은 기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력 - ILF 이력정보는 기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첨부 - ILF 
첨부는 단위프로세스를 완료하지 못하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로그 - ILF 로그 데이터는 산정에서 제외 

변환 - 산정됨 단순 파일의 형태변환 (HWP → PDF)은 산정에서 제외 

* 단위기능산정 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정리하여 위와 같이 정리함. 해당 용어는 단위

프로세스 명칭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으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가이드로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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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트랜잭션 기능 기능타입 복잡도 FP값 (미조정값)

고객데이터 ILF 보통 10

제품데이터 ILF 낮음 7

공급데이터 EIF 낮음 5

고객데이터의 추가 EI 높음 6

고객데이터의 수정 EI 보통 4

고객데이터의 삭제 EI 낮음 3

고객데이터의 조회 EQ 낮음 3

고객레포트1 EO 낮음 4

고객레포트2 EO 보통 5

고객레포트3 EO 낮음 4

고객레포트4 EO 높음 7

제품데이터의 추가 EI 보통 4

■ 예제 개요

A사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최종고객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을 수행하

는 업체이다. A사는 고객, 공급자 및 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고객,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존의 공급자관리시스템과 연동하고자 한다.

요구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고객관리

  고객데이터의 추가, 수정, 삭제, 조회

  고객리포트 4종 생성

○ 제품관리

  제품데이터의 추가, 수정, 삭제, 조회

  제품관련 리포트의 생성

○ 공급자 조회

  공급자번호 조회

  공급자 리포트 생성

■ 1 단계 : 사전준비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 규모(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 또

는 간이법)을 결정한다.

■ 2 단계 :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산정 (FP 정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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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트랜잭션 기능 기능타입 복잡도 FP값 (미조정값)

제품데이터의 수정 EI 낮음 3

제품데이터의 삭제 EI 낮음 3

제품데이터의 조회 EQ 보통 4

제품관련 레포트 EO 보통 5

공급자번호 조회 EQ 낮음 3

공급자 관련 리포트 EO 보통 5

FP 계산 값 85FP

■ 3 단계 :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산정된 기능점수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 전 개발원가 산정한다. 

기능점수당 단가를 산정된 기능점수에 곱하여 산정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단가 보정전개발원가

85 553,114 47,014,690

소프트웨어 개발규모/애플리케이션 복잡도에 대한 각각의 보정계수 결정

구   분 적용기준 보정계수

개발규모 0.4057 x (loge(기능점수) - 7.1978)2 + 0.8878 1.28

연계복잡성 1개의 타기관 연계 0.94

성능 요구수준 피크타임에 중요함 1.00

운영환경 호환성 요구사항 없음 0.94

보안성 암호화, 개인정보보호 1.00

※ 규모보정계수는 500FP 미만시 보정계수 1.28 적용함

※ 애플리케이션 복잡도별 보정계수는 “적용기준” 값을 난이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 4 단계 : 보정 후 개발원가 산정

보정 전 개발원가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보정 후 개발원가를 산정

보정 후 개발원가 = 보정 전 개발원가 x 보정계수

총
기능
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85 553,114 1.28 0.94 1.00 0.94 1.00 53,17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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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단계 : 직접경비 및 이윤 산정

○ 보정 후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정기준 개발원가 적용률 금액(원)

 개발원가의 25%이내 53,173,990 25% 13,293,498

○ 직접경비의 범위에 따라 기관별 자체 기준 단가를 활용하여 산정

○ 보고서인쇄비와 출장여비를 가정하여 산정한 예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보고서인쇄비
 상세요구분석서 등 4종 X 4부

 (50원×1,000매×4부×4종=800,000원)
800,000

출장여비
 3인 × 2회(2박3일 기준)

 (200,000원×3인×2회=1,200,000원)
1,200,000

합 계  2,000,000

■ 6 단계 :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의 합으로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비 = 개발원가 + 이윤 + 직접경비
= 53,173,990원 + 13,293,498원 + 2,000,000원
= 68,467,488원

○ 산정내역 정리

총
기능
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85 553,114 1.28 0.94 1.00 0.94 1.00 53,173,990

이윤 ( 25 )% 13,293,498

직접경비   2,000,000

소프트웨어 개발비 (부가세 별도) 68,467,488

소프트웨어 개발비 (부가세 포함) 75,3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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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의 운영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후에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 재개발 사업을 포함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운영단계 서비스 유형

소프트웨어사업 운영단계의 서비스 유형은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부문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보안성 지속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관리부문은 소프트웨

어 운영, 보안관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재개발부문은 소프트웨어 재개발 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운영단계에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서비스 요구 

사항을 명확히 분석하여 운영단계 서비스 유형을 분류하고, 서비스 유형별 소프트웨어사업 대

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대가를 산정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운영단계의 서비스 유형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운영단계 서비스 유형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유지관리

응용SW 유지관리 요율제 방식 / 변동비방식(완전유지관리) / SLA방식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제 방식

공개SW 유지관리 정액제 방식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요율제 방식

운영
SW 운영 투입공수방식 / 고정비방식(운영, 적응/수리유지관리) / SLA방식

보안관제 서비스 투입공수방식

재개발 SW 재개발 기능점수에 의한 방식

2017년 개정판

1 개요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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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프트웨어 운영단계에서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고객의 요구사항 중,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컨설팅 업무 등이 포함된 경우 별도로 대가를 산정한다.

○ 소프트웨어 운영단계의 서비스 유형별 업무정의

■ 유지관리

  •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환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성능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를 수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란 소스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도입 후 최적의 상태에서 활

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보안성 지속 서비스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

되는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 운영

  •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운영은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

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 보안관제 서비스

24x365 실시간 보안위협 모니터링 및 탐지, 초동분석과 사이버 위협 징후 실시간 대응조

치 및 보고 등의 기본 서비스와 비상대응, 초등분석, 진단, 운영, 기획 등의 부가서비스를 

의미한다.

■ 재개발

  • 소프트웨어 재개발

소프트웨어 재개발은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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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기능수정 및 추가개발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선 활동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운영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부문의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여 사

업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세부업무 내용을 

참조하여 분리한다.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분류 및 세부업무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정의

완전유지관리
성능, 유지관리성 및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속성들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활동 

적응유지관리
변화된 환경(H/W, OS, N/W 등)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

수리유지관리 발견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

예방유지관리 잠재적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

■ 완전유지관리(Perfective Maintenance)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 변경한다거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을 의미한
다.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출력형식(Format)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출력정
보를 추가하는 등, 이른바 기능상의 보완 또는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
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완전 유지관리의 세부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 관련제도, 프로세스,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성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관련 문서의 제작 및 배포

 – 대외기관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 적응유지관리(Adaptive Maintenance)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
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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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유지관리에는 세부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HW, OS, NW, DBMS 등)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 이전(센터 이전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 이관에 따른 데이터 전환 및 수정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데이터 정확도 개선을 위한 수정

 –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 수리유지관리(Corrective Maintenance)

수리유지관리는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요구사항 변경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수정은 각각 완전유지관리, 적응유지관리의 활동으로 
분류되며 수리유지관리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리 유지관리의 세부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의 수정

 –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오류 수정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수리유지관리 
활동을 무상하자보수라고 일컫는다.

 ■ 예방유지관리(Preventive Maintenance)

소프트웨어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
을 의미한다. 

예방 유지관리의 세부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 소프트웨어 장애예방 점검결과에 따른 장애가 예상되는 소프트웨어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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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분류 및 세부업무 정의

소프트웨어 운영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정의

일상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마감/결산), 소프트웨어이상 유무 
점검(모니터링), 고객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데이터 및 콘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보안 및 방화벽 관리 
등이 해당됨

지원업무
대상 소프트웨어의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으로 사용자 교육,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기, 업무 협의),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품질표준정의, SLA관리 등) 등이 해당됨

■ 일상 운영

일상운영의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 수립, 시행, 관리

– 소프트웨어 운영 모니터링

  .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Memory, CPU, DB Space 등) 사용률 모니터링 등

–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수립

– 정기/비정기 백업 및 배치 작업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 변경 계획 협의 및 테스트 지원

– 변경 후,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의 등록 및 배포 소프트웨어 운영 관련 문서의 

제작 및 배포

– 소프트웨어 성능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 소프트웨어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 시스템 이관에 따른 소프트웨어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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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업무

지원업무의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자료작성 및 출력 지원 

  . 업무상 필요 데이터 및 감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데이터 출력 지원

– 지원소프트웨어의 사용성 향상을 위한 정기/비정기 사용자 교육

– 콜센터 운영 및 콜센터에서 접수된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및 문제점 해결 지원

– 운영업무와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기, 업무 협의) 

  . 소프트웨어 운영 장애조치, 원인분석, 조치결과 보고

–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품질표준정의, SLA관리 등)



155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1 요율제 유지관리비 (응용SW 유지관리비) 

2.1.1 요율제 유지관리비 개요

요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이

다. 이 때 적용되는 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준용한다. 이 때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유지관리 계약시점에서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또한 난이도는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

속성 등에 따라 난이도 총점수를 산정한다.

요율제 유지관리비에서는 난이도 총점수를 이용하여 유지관리 요율(10~15%)을 결정하고, 

결정된 요율을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곱하여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대가

를 산정한다. 

 요율제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약시점에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2017년 개정판

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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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절차별 주요 내용

표4-1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유지관리 대상 SW를 식별한다.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1. 사전준비

↓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유지관리 계약 시점의 규모(기능점수)와 
단가로 재산정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현재 가치)

2. 유지관리 대상 
SW개발비 
재산정

↓
○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에 
따라 난이도 계산하여 총점수를 산정한다.

총 유지관리 점수
(TMP)

3. 유지관리 총점수 
계산

↓
○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를 이용하여 요율을 계산한다.

  - 요율 = 10 + 5 × TMP / 100

유지관리 요율
4. 유지관리 요율 

계산

↓
○ 당해 업무(유지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 SW 유지관리비 = SW개발비(현재가치) 
× 유지관리 요율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6. SW 유지관리비 
산정

2.1.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 유지관리 대상 업무 정의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범위와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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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유지관리 범위와 요구사항 정의 양식

유지관리대상 SW명 유지관리 서비스 유지관리 활동 내용

■ 2 단계 : 유지관리 대상 SW개발비 재산정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를 재산정한다.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유지관리 되어온 기간 동안 기능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이 일어났을 수 있으므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의 규모와는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는 유지관리 계약시점(현재)

을 기준으로 기능점수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단가도 유지관리 계약 

시점(현재)의 단가를 적용한다. 

○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현재 

규모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재산정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 현재 시점으로 재산정된 기능점수 × 현재 시점 FP단가 

× 보정 계수 + 이윤

이때 사용되는 계산양식은 다음 표와 같으며, 상세한 계산 절차는 Ⅲ장의 소프트웨어 개발

비 산정방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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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능
점수

기능
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개발원가

이윤 ( 25 )%

소프트웨어 개발비 (부가세 별도)

■ 3 단계 : 유지관리 총점수 계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난이도 총점수는 예상되는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
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 수준에 따라 [표 4-4]을 이용하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를 계산한다. 총점수는 난이도에 따라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로 결정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난이도의 결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난이도는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

스템 연계, 장애복구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유지관리 횟수는 발주자가 요청한 유지관리 서비스 횟수를 의미한다. 고객서비스 요청 

유형은 기능개선, 단순 프로그램 변경, 환경설정, 데이터 가공 및 전환 등을 포함하며, 

발주기관은 고객서비스 요청유형을 사전에 명확히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횟수가 연 4회이하/5~12회/12회 초과로 난이도를 구분한다.

– 시스템 사용자수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사용자의 규모를 의미한다. 내부 시스템일 경

우 전체 조직원 수의 25%/50%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일 경우 

1만명/10만명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구분한다. 이 항목은 시스템별 특성에 따라 사용자

가 제한적인 시스템일 경우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내부사용자) 대상시스템 전체사용자수 대비 일 평균 사용자수로 가늠
     - (대국민) 대상이 제한적이고 사용가능한 국민수가 적은 경우 그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

– 시스템 중요도는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소관기관의 업무수행 영향도 및 국민생

명, 안보/치안 위험수준 및 국가경제, 국민생활에 대한 손실이나 장애 수준에 따라 판

단하는 특성요소이다. 시스템 중단 또는 오류 발생시 중대한 문제나 손실 발생 여부 

수준에 따라 [표 4-3]을 참고하여 1, 2급은 복잡, 3급은 보통, 4, 5급은 단순의 난이도 

수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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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시스템 중요도 요인의 난이도 식별표

난이도
수준

등급 설 명

복잡

1급

∙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매우 심각한 문제나 영향
이 발생
∙ 전 국민 생명에 위험 초래
∙ 범국가 차원의 안보/치안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

∙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손실이 발생
∙ 국민생활에 매우 심각한 장애가 발생

2급
∙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나 영향이 발생
∙ 특정 국민의 생명에 위험 초래
∙ 지역 차원의 안보/치안에 위험이 발생

∙ 국가경제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
∙ 국민생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
∙ 소관기관에 법적 책임 발생

보통 3급
∙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다소의 문제나 불편 발생
∙ 개인 및 소규모 지역 단위의 국민생명에 위험 초래
∙ 지협적으로 안보/치안에 다소의 위험이 발생

∙ 국가경제에 다소의 손실이 발생
∙ 국민생활에 다소의 장애 발생
∙ 대국민 서비스 지원 및 민원이 발생

단순

4급
∙ 소관기관 업무 수행에 경미한 지연이 발생
∙ 국민건강 증진에 지장이 발생
∙ 지협적으로 안보/치안에 경미한 지장이 발생

∙ 국가경제에 경미한 손실이 발생
∙ 국민생활에 경미한 불편이 발생
∙ 내부업무 처리에 경미한 지연이 발생

5급
∙ 대국민 서비스나 내부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음
∙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 국가 경제이익, 국민생명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

– 타시스템 연계는 대상 유지관리 소프트웨어가 외부시스템과 어느 정도 복잡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특성요소이다. 대상 유지관리 소프트웨어가 타시스템과의 연

계성이 없을 때는 단순, 1-2개의 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보통, 3개 이상의 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복잡의 난이도 수준으로 구분한다.

– 오류복구 신속성은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비정상 작동, 처리상의 오류 등 결함 

발생 시 정상처리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특성요소이다. 오류복구 

처리시간 기준으로 6시간/12시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복잡/보통/단순으로 구분한다. 

단, 무상하자보수기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단순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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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난이도 산정을 위한 평가표는 다음과 같다.

표4-4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난이도(TMP) 산정 평가표

 

구분
유지관리 난이도 (TMP)

단순 점 수 보통 점 수 복잡 점 수 

유지관리 횟수 연4회 이하 0 연 12회 이하 14 연12회 초과 27

시스템 사용자수
내부 25%이하 

또는대국민 
1만명 이하

0 
내부 50%이하 

또는대국민 
10만명 이하

8
내부 50%초과 

또는대국민 
10만명 초과

18

시스템 중요도
업무 중요도

<단순>
0 

업무 중요도
<보통>

17
업무 중요도

<복잡>
31

타시스템 연계 연계 없음 0 1~2개 6 3개 이상 11

오류복구 신속성 12시간 초과 0 12시간 이내 6 6시간 이내 13

용역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양식은 다음 표와 같다.

표4-5 용역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 산정 계산양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특성 판단기준 복잡도 점수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타시스템 연계    

시스템 중요도    

오류복구 신속성    

총 유지관리 점수(TMP)

■ 4 단계 : 유지관리 요율 계산 

대상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요율은 난이도 총점수를 이용하여,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유지관리 요율 [%] = 10 ＋ [5 × (TMP ÷ 100)]

이때 총점수(TMP)가 최저점인 0점일 경우 유지관리 요율은 10%가 되며, 총점수가 최고점

인 100점일 경우 유지관리 요율은 1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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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

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의 계상 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계산양식을 활용하여 직접경비

를 산정하면 된다.

직접경비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 6 단계 : SW 유지관리비 산정 

요율제 대가는 재산정된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난이도 특성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된 요율을 

곱하여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요율제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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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산출물

요율제에 의한 유지관리 사업대가 산정내역을 종합 정리하는 계산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4-6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내역 산출물 양식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난이도
산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특성 

판단기준 복잡도 점수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

총 유지관리 점수(TMP)

유지관리 
요율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2.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유지관리 업무를 비경쟁방식에 의해 자회사 등에 위탁할 경우에도 개발비 산정가의 

10-15%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협의 하에 산정함이 타당하다.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여러 기관(장소)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계약이 통합 발주

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기관(장소)의 수에 따

라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협의 하에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기능점수방식으로 산정하는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홈페이지 디자인과 같은 콘텐츠,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적용이 

불합리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활동에 실제 투입되는 공수를 별도로 산정

하여 실비 계상할 수 있다.

요율제 대가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 이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대가를 산정하여 도입할 수 있다.



163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1.6 적용 사례

요율제 유지관리비의 적용 절차에 따른 산정 예제는 다음과 같다.

■ 1 단계 : 사전 준비

 ‘가’기업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가를 산정하고자 한다. 본 인사관리 시스템의 유

지관리에는 아래와 같은 기능개선 및 환경개선 서비스가 포함된다.

유지관리대상 SW명 유지관리 서비스 유지관리 활동 내용

인사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및 추가

인사 평가시스템 및 보상시스템의 
연동화

인사통계 서비스 추가

부처별 업무시스템과의 연동

환경개선

조직구조 개편 및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평가 및 보상시스템 관리 개선

온라인 통계 보고서 양식 수정

■ 2 단계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 당시 기준이 아닌 유지관리 계약시점의 현재가치로 재산정 한다. 

이때 기능점수 방식에 의해 현재가치로 재산정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아래 표와 같다.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300 553,114 1.28 0.94 1.00 0.94 0.97 182,042,720

개발원가 182,042,720

이윤 ( 25 )% 45,510,680

소프트웨어 개발비 (부가세 별도) 227,5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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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 총 유지관리 점수(TMP) 산정

유지관리 대상 업무의 시스템 특성을 기초로 앞에서 설명된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난이

도 평가표를 이용하여 총 유지관리 점수(TMP)를 계산한다.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특성 

판단기준 복잡도 점수

유지관리 횟수 연 10회 보통 14

시스템 사용자수 내부 50%이하 보통 8

시스템 중요도 3급 보통 17

타시스템 연계 없음 단순 0

오류복구 신속성 12시간 이내 보통 6

총 유지관리 점수(TMP) 45

■ 4 단계 : 유지관리 요율 계산

요율(%) = 10 + ( 5 × TMP / 100 )

= 10 + ( 5 × 45 / 100 ) = 12.25%

■ 5단계 : 직접경비 산정

본 유지관리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출장비 
2박 3일 3인 1회

고급기술자 124,000×1인×1회=124,000
중급기술자 105,800×2인×1회=211,600

335,600

인쇄비 50쪽 100부 기준 : 200/쪽 1,000,000

합 계  1,335,600

■ 6 단계 : SW유지관리비 산정

재산정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산출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SW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 요율(%) × 소프트웨어개발비 재산정가 + 직접경비

= 12.25% × 227,553,401원 + 1,335,600원 = 29,210,8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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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제 유지관리비의 산정 내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227,553,401 (부가세 미포함)

난이도산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특성 

판단기준 복잡도 점수

유지관리 횟수 연 10회 보통 14

시스템 사용자수 내부 50%이하 보통 8

시스템 중요도 3급 보통 17

타시스템 연계 없음 단순 0

오류복구 신속성 12시간 이내 보통 6

총 유지관리 점수(TMP) 45

유지관리 
요율

12.25%

직접
경비

1,335,600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29,210,892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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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2.2.1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개요

상용SW 유지관리비는 연간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이다.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산정은 해당 상용SW의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에 따라 등급을 책정하고 각 

등급별 적정 요율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이때 유지관리 대상 상용SW는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또한 등급별 구간 요율은 서비스의 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상용SW유지관리 대가 =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2.2.2 절차별 주요 내용

표4-7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유지관리 대상 상용SW를 식별한다.
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1. 사전준비

↓

○ 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유지관리 등급을 판별한다.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및 등급

2. 유지관리 등급책정

↓

○ 유지관리 등급에 따라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한다.

유지관리 요율3. 유지관리 요율결정

↓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 상용SW유지관리비 =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4.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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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서비스수준 측정기준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
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
여 추가되는 서비스

 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메이저 업그레
이드 제외)

 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기술
지원 

긴급/장애
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처리시간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장애접수, 질의 

응답
 콜센터 운영 여부 및 

시간

예방/예측
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
검, 정기 성능조율 서비스

 방문지원 여부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서비스 횟수

교육 교육 지원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교육
 교육지원 수준 및 

교육 횟수

추가 별도 지원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모의 훈련 지원, 라이선스 

리뉴얼
 추가지원 여부

2.2.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 유지관리 대상 상용SW 정의

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를 식별한다.

■ 2 단계 : 유지관리 등급책정

○ 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서비스 등급 및 요율 책정

표4-8 상용SW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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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별 내용과 측정기준을 참고하여 아래 표의 각각의 유지관리 

등급에 해당하는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등급을 결정한다.

표4-9 상용SW 유지관리 등급별 서비스 수준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제품관련 기술지원 교육

제품 수정
및 보완

기능 
향상

긴급/
장애처리

일상
지원

예방/
예측지원

고객맞춤 교육지원

1등급 20% ● ● 2시간 이내 ▲ ● 3회 교육센터 운영

2등급 18% ● ● 4시간 이내 ▲ ● 3회 방문 2회

3등급 16% ● ○ 8시간 이내 ▲ ● 2회 방문 2회

4등급 14% ○ ○ 12시간 이내 ▲ ○ 1회 방문 1회

5등급 12% ○ ○ 24시간 이내 △ - - 방문 1회

  ※ ● : 방문지원, ○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 일 24시간, 주 7일, △ : 일 9시간, 주 5일)

※※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모의 훈련 지원, 라이선스 리뉴얼 등 추가지원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

■ 3 단계 : 유지관리 요율결정 

등급별 요율은 서비스의 추가지원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표4-10 상용SW 유지관리 측정 등급별 적용요율

유지관리 등급 적용 요율 (%)

1등급 20.0

2등급 18.0

3등급 16.0

4등급 14.0

5등급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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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계 :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상용SW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대상 상용SW의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상용SW유지관리 대가 =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2.2.4 산출물

상용SW 유지관리 서비스 등급별 유지관리 대가산정 내역을 종합 정리하는 계산양식은 다음

과 같다.

표4-11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내역 산출물 양식

상용SW 유지관리비 대가산정

상용SW
대상식별

유지관리
등급 및 
요율결정

유지관리 등급 적용 요율 (%)

1등급 20%

2등급 18%

3등급 16%

4등급 14%

5등급 12%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

상용SW유지관리비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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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여러 기관(장소)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계약이 통합 발주

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기관(장소)의 수에 

따라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협의 하에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상용SW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서비스 유형이나, 수준에 따라 유지관리 대가의 편차가 크

기 때문에 상호협의 하에 적용요율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용SW 유지관리 

서비스에는 메이져 업그레이드나 커스터마이징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필요에 따

라 별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 유지관리 상품의 경우 조달청이 제시하는 단가를 적용

하여야 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이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에 중복 산정되어서는 

안된다.



171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2.6 적용사례

○ 상용SW 유지관리비의 적용 절차에 따른 산정 예제는 다음과 같다.

■ 1 단계 : 사전준비 

‘가’ 기관은 현재 활용중인 지식관리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지식관리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가를 산정하고자 한다. 해당 지식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상용SW는 다음

과 같다.

구분(업무) 측정항목 모델 구분

지식관리 시스템
(지식관리서비스)

지식관리 WEB/WAS-1 서버용 
webtob

webtod WEB/WAS

식별된 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조달청의 쇼핑몰 유지관리 등록상품 여부

를 확인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상품으로 일반적인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대가산정 절

차에 따라 유지관리 대가를 산정하도록 한다.

■ 2 단계 : 유지관리 등급책정

○ 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서비스 등급 및 요율 책정

'상용SW 유지관리 등급별 서비스 수준표'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

리 서비스 등급을 책정한다.

구분 항 목 서비스수준 측정기준 서비스수준 측정결과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방문지원 

기능 향상 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온라인지원 

기술
지원 

긴급/장애처리 처리시간 12시간 이내

일상지원 콜센터 운영 여부 및 시간 일 24시간, 주 5일

예방/예측지원 방문지원 여부 온라인지원

고객 맞춤지원 서비스 횟수 1~2회

교육 교육 지원 교육지원 수준 및 교육 횟수 1~2회 방문 교육

추가 별도 지원 추가지원 여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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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등급을 결정한다.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제품관련 기술지원 교육

제품 수정
및 보완

기능 
향상

긴급/
장애처리

일상
지원

예방/
예측지원

고객
맞춤

교육지원

3등급 16% ● ○ 8시간 이내 ▲ ● 2회 방문 2회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3등급으로 유지관리 등급을 책정한다.

■ 3 단계 : 유지관리 요율결정 

2단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유지관리 등급을 바탕으로 유지관리 요율을 결정한다.

3등급의 경우 16%의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한다.

유지관리 등급 적용 요율 (%)

1등급 20.0

2등급 18.0

3등급 16.0

4등급 14.0

5등급 12.0

■ 4 단계 :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지식기반 시스템의 지식관리 WEB/WAS-1 서버용 webtob의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은 5천만원으로 최종 상용SW 유지관리 대가는 3등급의 16% 요율을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에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상용SW유지관리 대가 =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 50,000,000원 X 16% = 8,000,000원

상용SW 유지관리비의 산정 내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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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비 대가산정

상용SW
대상식별

지식관리 WEB/WAS-1 서버용 webtob

유지관리
요율결정

유지관리 등급 적용 요율 (%)

1등급 20.0

2등급 18.0

3등급 16.0

4등급 14.0

5등급 12.0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50,000,000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16 %

상용SW 유지관리비 8,000,000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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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2.3.1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개요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공개SW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이다. 

공개SW 유지관리 대가산정은 공개SW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와 기간에 대해 일

정금액을 대가로 지불하는 정액제 방식을 적용한다. 

공개SW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공개SW(Open Source Software)”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소스코드의 활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SW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공개하는 소스코드 형태의 공개SW는 비공개 상용SW와 달리 그 자

체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쉬운 형태라고 하기는 어렵다.

 - 이에 따라, 개발자가 공개한 소스코드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제품지원) 하거나 제품 

설치, 오류 및 결함에 대한 수정, 업그레이드 등 제품의 활용을 위해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

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원(유지관리)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공개SW 기

업이 증가하고 있다.

 - 즉, “공개SW=무료” 라는 공식은 소스코드의 활용에 한정된 것이고, 공개SW 활용을 위해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유지관리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공개SW는 대상 SW의 유지관리 서비스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제품지원 : 특정 기업에서 공개SW를 제품 형태로 제공하며, 구독료(subscription) 방식이 일

반적이다.

 - 기술지원 : 공개SW 제품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개발되는 공개SW에 대해 전문적 기술지원

(설치, 장애복구, 예방점검 등)을 제공하는 기업의 서비스 형태이다.

 - 제품 및 기술지원 : 제품지원 및 기술지원을 통합 일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에,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는 계약기간과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Service Level)에 따른 정

액제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한다.

대상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의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 순으로 
우선 적용 및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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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절차별 주요 내용

표4-12 공개SW 유지관리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유지관리 대상 공개SW를 식별한다.
유지관리 대상

공개 소프트웨어1. 사전준비

↓

○ 유지관리 대상 공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을 참고하여, 원하는 서비스 항목 
및 수준을 선택한다.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및 수준

2.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및 수준 선택

↓

○ 유지관리 대상 공개SW의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3. 유지관리 대가 
산정방법 선택

↓

○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 유지관리 서비스 적정가를 산정한다.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4. 공개SW 
유지관리비 산정



PartⅣ. SW사업 운영단계

17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3.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 유지관리 대상 공개SW 정의

유지관리 대상 공개 소프트웨어를 식별한다.

■ 2 단계 :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및 수준 선택

○ 유지관리 대상 공개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항목 참고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표4-13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구분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유지관리 서비스 내용

제품지원

기능향상

메이저 
업그레이드

메이저 업그레이드 버전 제공
(예 : ver1.0 → ver2.0)

마이너 
업그레이드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 제공
(예 : ver1.0 → ver1.1)

제품 수정 및 
업데이트

패치
보안 패치와 SW 제품의 버그 등 오류를 수정하는 업
데이트 제공

공개SW 라이선스 보증
공급한 제품의 계약기간 동안 공개SW 라이선스(GPL, 
LGPL 등) 관련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증

기술지원

설치지원 설치 및 환경설정

온라인 지원 고객지원 사이트 접속, 전화/이메일 등 원격 일상지원

긴급 장애지원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고객을 지원

예방지원
시스템 장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
는 정기점검 서비스

교육 제품 운영 및 사용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교육

성능 개선 및 튜닝 운영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튜닝을 위한 전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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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대상 공개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항목 및 수준 선택

상기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은 대상 공개 소프트웨어의 특성 및 형태(제품지원, 기술지원, 제품 

및 기술지원)를 고려하여, 관련 서비스 항목을 선택한다.

제품지원의 경우 선택 가능한 서비스 세부 항목 및 수준의 구분이 없으므로, 제품지원 서비스 

여부만 선택한다.

기술지원의 경우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과 아래 수준을 참고하여 기본, 표준, 고급 중 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선택한다.

표4-14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구분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기본 표준 고급

제품지원

기능향상

메이저 
업그레이드

마이너
업그레이드

제품 수정 및 업데이트 패치

공개SW 라이선스 보증

기술지원

설치지원 ○ ○ ○

온라인 지원 ○ ○ ○

긴급 장애지원 ○ ◎ ◎

예방지원 - ○ ◎

교육 - ◎ ◎

성능 개선 및 튜닝 - - ◎

(○ : 온라인, ◎ : 온라인/오프라인)

* 기본서비스 (정의) 공개SW 제품을 도입해서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

            (예시) 웹서버, 파일서버, 백업서버 등 시스템 중요도가 낮은 단일 서비스형 시스

템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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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서비스 (정의) 상시적 운영 이외 예방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

            (예시) 중소규모의 대내외 서비스형 업무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유지관리 서비스  

* 고급서비스 (정의) 현장 방문을 통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수준

            (예시) 시스템 중요도가 높고 이중화가 필요한 핵심업무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유지관리 서비스  

표4-15 긴급장애, 예방지원의 세부 서비스 수준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지원
시간

응답시간*
(업무시간 기준)

지원횟수
기본 표준 고급

긴급 
장애지원

○ 8h*5/주 8시간 이내 개별협의

◎ 24h*5/주 8시간 이내
개별협의

◎ 24h*7/주 4시간 이내

예방지원
○ 협의 - 연 2회

◎ 협의 - 연 4회

 * 긴급 장애지원의 응답시간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 시간은 별도 협의

■ 3 단계 : 유지관리 대가 산정방법 선택

2단계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및 수준을 참고하여, 해당 공개SW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의 유사거래 실례가격, 3개 이상 기업으로부터의 견적가 순으로 우선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 4 단계 : 공개SW 유지관리비 산정 

공개SW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대상 공개SW의 유지관리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대상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의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 순으로 
우선 적용 및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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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산출물

공개SW 유지관리 대가산정 절차 및 내역을 종합 정리하는 산정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4-16 공개SW 유지관리비 산정내역 산출물 양식

공개SW 유지관리비 대가산정

공개SW
대상식별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및

수준 선택

구분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기본 표준 고급

제품지원

기능향상

메이저 
업그레이드

마이너 
업그레이드

제품 수정 및 
업데이트

패치

공개SW 라이선스 보증

기술지원

설치지원

온라인 지원

긴급 장애지원

예방지원

교육

성능 개선 및 튜닝

유지관리 
대가 

산정방법 
선택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비교

기업명 견적가

공개SW
유지관리 
대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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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도입하려는 기능을 갖춘 공개SW에 대한 정보와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정보는 

공개SW포털(www.o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유의사항

사용자는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확보단계 시부터 사업관리 단계까지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단계 검토사항

(1) 예산 확보단계

공개SW는 운영비용 관점에서 정액제로 예산을 편성
[산정 방식]
통합발주 시 = (상용SW 도입가 * 요율) + 공개SW 유지관리 비용
공개SW 단독발주 시 = 공개SW 유지관리 비용

(2) 발주 단계
상용SW 유지관리 및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발주를 구분하여 
명기 및 분리발주 수행

(3) 유지관리 계약 단계
연간(or 다년) 단위로 정액 계약 체결 및 해당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기업의 기술지원확약서 등 확인

(4) 사업관리 단계
발주기관은 원/하도급자 간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지급여부 확인

본문 2단계에서 제시된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및 수준은 제품지원 및 기술지원 기업

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는 계약기간 내에서 도입된 공개SW가 폐기 또는 변경되기 전까지 

제공(계약기간과 시스템 수명주기의 불일치에 의한 기간 및 대가의 조정은 별도 약정)된다.

소스코드는 공개되지 않지만 SW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대

가산정에도 본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이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 중복 산정 되어서는 안된다.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여러 기관(장소)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계약이 통합 발주

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기관(장소)의 수에 따

라 발주자와 수주자 간의 협의 하에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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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적용사례

○ 공개SW 유지관리비의 적용 절차에 따른 산정 예제는 다음과 같다.

■ 1 단계 : 사전준비 

‘가’ 기관은 현재 활용 중인 문서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당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공개SW의 유지관리 대가를 산정하고자 한다. 해당 문서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

는 공개SW는 다음과 같다.

구분(업무) 측정항목 제조사 구분

문서관리 시스템 WEB Server OOOO社 WEB/WAS

■ 2 단계 :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및 수준 선택

○ 유지관리 대상 공개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항목 및 수준 선택

[표4-8] 및 [표4-9]를 참고하여 대상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및 수준을 선택한다.

구분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기본 표준 고급

제품지원

기능향상
메이저 업그레이드

○

마이너 업그레이드

제품 수정 및 
업데이트

패치

공개SW 라이선스 보증

기술지원

설치지원

○

온라인 지원

긴급 장애지원

예방지원

교육

성능 개선 및 튜닝

■ 3 단계 : 유지관리 대가 산정방법 선택

2단계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을 정의한 이후 대상 공개SW에 대하여 유사한 실례

가격 참고, 3개 이상 기업의 견적가 우선 순으로 대가산정 방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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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유지관리비 대가산정
공개SW
대상식별

OOOO社 WEB Server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및

수준 선택

구분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기본 표준 고급

제품지원

기능향상

메이저 
업그레이드

○
마이너 

업그레이드
제품 수정 및 

업데이트 패치

공개SW 라이선스 보증

기술지원

설치지원

○

온라인지원
긴급 장애지원

예방지원
교육

성능 개선 및 튜닝

유지관리 
대가 

산정방법 
선택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비교

기업명 견적가
A 기업 8,000,000원
B 기업 9,100,000원
C 기업 6,500,000원

공개SW
유지관리 
대가산정

8,000,000원

대상 공개SW에 대하여 유사한 실례가격을 찾을 수 없어, 견적비교에 의한 유지관리 대가산정 

절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유지관리 
대가 

견적비교

기업명 견적가

A 기업 8,000,000원

B 기업 9,100,000원

C 기업 6,500,000원

■ 4 단계 : 공개SW 유지관리비 산정 

공개SW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대상 공개SW의 유지관리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정

한다.

공개SW 유지 리 가 = 상 공개SW 유지 리비 견  정가 (8,000,000원)

공개SW 유지관리비의 산정 내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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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2.4.1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개요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는 정보보호제품 도입시점부터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기반의 서비스비 산정시 적용하는 방법이다.

※ 정보보호 제품은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와 달리 제품도입 즉시 신규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패턴 업데이트, 보안정책 수립, 위협/사고분석, 보안기술자문 등의 추가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정보보호 제품 : 상용소 트웨어 유지 리비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보안성 지속 서비스는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에 일정 서비스 요율을 적용하여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를 별도로 산정한다. 이때,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와 유지관리비는 각각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 최  제품 구매 계약 액 X 서비스 요율

2.4.2 절차별 주요 내용

표4-17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o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상 제품을 식별한다.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상 제품1. 사전준비

↓
o 정보보호제품군별 서비스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와 유지관리비는 각각 

산정하여 지급한다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요율

2. 보안성 지속 
서비스요율결정

↓
o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를 산정한다.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X 서비스요율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3.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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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o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상 제품을 식별한다.

■ 2 단계 :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요율 결정

정보보호제품군별 서비스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보안성 지속 서비스의 요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보호제

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정하도록 한다.

표4-18 보안성 지속 서비스 항목별 특성

서비스 항목 특 성 요율

보안업데이트 패턴 업데이트(패턴 및 시그니처)

상호
협의

보안정책관리 사용자 환경에 따른 보안정책 수립/변경

위험/사고분석 침해사고대응(사전/사후), 제품군별 위험분석보고 등

보안기술자문 모의훈련대응, 원격문의 대응, 보안감사 지원, 보안동향 제공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3 단계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산정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X 서비스 요율

구분 금액 비고

제품도입 및 구축 제품 구매 계약 금액

보안성 지속 서비스 제품도입 및 구축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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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산출물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19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산정내역 산출물 양식

사전준비 요구사항 대분류
요구사항 
소분류

세부항목

서비스 구매 유형 
판별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요율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요율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산정

제품도입 및 
구축비(원)

보안성 지속 
서비스요율(%)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2.4.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위험/사고분석, 보안기술자문등 보안성 지속 서비스는 정보보호제

품을 대상으로 라이센스, 구독형 서비스 형태등 다양한 형태로도 계약이 가능하며, 무상 서비

스 기간 없이 도입시부터 반영해야 한다.

사고 시 긴급 대응 등 고객의 특정 요구에 따라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투여

시간 및 인건비 등에 따라 별도로 책정이 가능하다.

보안성 지속 서비스*는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각각 산정하여 지급해야한다.

  * 보안성 지속 서비스: 신규 취약점 대비 및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위험/사고분석, 보안기술자문 등

의 기술기반 서비스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제

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

구분 정의 예시

유지관리
구매한 제품을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 ․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활동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 지원 등

보안성 지속 
서비스

신규 취약점 대비 및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기반의 서비스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위협/사고분석, 보안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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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적용사례

o 정보보호 제품은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와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를 각각 산정하여 지

급한다.

정보보호 제품 : 상용소 트웨어 유지 리비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o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의 적용 절차에 따른 산정 예제는 다음과 같다.

■ 1 단계 : 사전준비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상 제품을 식별한다.

요구사항 대분류 정보보호 제품 요구사항 소분류 보안성 지속 서비스

■ 2 단계 :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요율 결정

정보보호제품군별 서비스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보안성 지속 서비스의 요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보호제

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정하도록 한다.

서비스 항목 특성

보안업데이트 패턴 업데이트(패턴 및 시그니처)

보안정책관리 사용자 환경에 따른 보안정책 수립/변경

위험/사고분석 침해사고대응(사전/사후), 제품군별 위험분석보고 등

보안기술자문 모의훈련대응, 원격문의 대응, 보안감사 지원, 보안동향 제공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제품 서비스 항목

 · 보안업데이트 : 보안업데이트(상시, 매월, 분기별 선택)

 · 보안정책관리 : 보안정책변경관리(상시, 매월, 분기별 선택)

 · 위험/사고분석 : 위협분석 보고서(매월 또는 분기별 선택)

                  (침해사고대응 미포함)

 · 보안기술자문 : 모의훈련 대응 연 2회 이상 또는 연 20시간 이상 기술 

자문 또는 보안감사 지원 연1회 또는 보안동향 제공 연2회

 ※ 각 서비스 항목 및 제공 주기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하여 최종 요율을 

결정할 수 있음

요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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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요구사항 대분류
정보보호

제품
요구사항
소분류

보안성 지속 서비스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요율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제품 서비스 항목

 · 보안업데이트 : 분기별 보안업데이트

 · 보안정책관리 : 분기별 보안정책변경관리

 · 위험/사고분석 : 분기별 위협분석보고  

   (침해사고대응 미포함)

 · 보안기술자문 : 보안동향 제공 연2회

요율

8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산정

제품도입 및 
구축비(원)

10,000,000

보안성 지속 
서비스요율(%)

8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원, 부가세 별도)
800,000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원, 부가세 포함)
880,000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별도산정

■ 3 단계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산정

통합보안관리 솔루션 보안성 지속 서비스 제품도입 및 구축비는 10,000,000원으로 최종 보안

성 지속 서비스 대가는 제품공급가의 8% 요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제품도입 및 구축비(원) 10,000,000

보안성 지속 서비스요율(%) 8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원, 부가세 별도)

10,000,000 × 8 / 100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의 산정 내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관련 문의처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호준 / 02-6748-2006 / jhj@ki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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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SW 운영비)

3.1.1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개요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는 소프트웨어 운영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에서는 업무에 따른 필요 직무를 고려하여 투입공수를 산정한다. 산정된 

직무별 투입공수에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운영사업의 대가를 산정한다. 

투입공수 방식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M/M(Man-Months)방식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통

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실비정액가산방식> <직무별>

투입공수에 의한 소프트웨어 운영비

❙그림 4-1❙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관련기준

3 소프트웨어 운영비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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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절차별 주요 내용

표4-20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한다.

○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세부 운영 서비스 
항목을 정의한다.

운영대상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항목

1. 사전준비

↓
○ 소프트웨어 운영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직무를 결정한다. 

○ 소프트웨어 운영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IT직무별 
투입공수

2. 운영 공수 계산

↓
○ 운영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기술자 직무별 공수 
×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

직접인건비
3. 직접인건비 

계산

↓
○ 운영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당해 업무(운영)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산정한다.

  - 운영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6. SW 운영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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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세부 서비스 항목을 정의하여 대상 업무를 선정한다. 

■ 2 단계 : 소프트웨어 운영 공수 산정

총 투입공수를 운영 업무활동별로 산정한다. 즉, 운영업무를 일상운영, 지원업무 등의 업무 활

동별로 투입공수를 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 활동 분류는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무 특성은 대분류부터 시작하여 각 업무 영역을 중분류로 크게 구분하고, 최대한 세부

적으로 소분류 업무를 분류한다. 정의된 각 업무 활동별로 투입직무를 결정한다.

선정된 운영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수행 경험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

려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운영업무에 투입될 소요공수는 발주기관에서 수집하

고 있는 운영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운영생산성을 참고하여 계산하고, 운영생산성을 관리하지 

않는 발주기관은 과거수행 실적과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객관성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별로 소요공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지원업무 중 콜센터 운영은 IT지원기술자 1M/M, 

게시판 운영은 응용SW개발자 1M/M와 같이 업무활동별로 측정한 투입공수를 산출한다.

■ 3 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직접인건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들에 대한 평균 임

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한다. 

이때 각 업무활동별로 투입기간을 고려한 투입공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계산

한다.

직접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직접 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평균 임금

 

■ 4 단계 :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제경비와 기술료의 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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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 5 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의 계상 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단계 : SW 운영비 산정 

아래의 산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산정한다.

 투입공수방식 소프트웨어 운영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3.1.4 산출물

투입공수에 의한 운영비 산정내역을 종합 정리하는 계산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4-21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내역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지원업무

일상운영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부가세 별도)

소프트웨어 운영비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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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QF 직무 직무 정의 직업 예시

1 정보기술기획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전
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 분석, 운영 
정책, 연구개발,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정보기술기획자,
정보기술책임자(CIO,CTO)

2
정보기술
컨설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
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정보기술컨설턴트,
정보시스템컨설턴트

3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
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를 객관적
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정보보호컨설턴트

4 데이터분석

데이터 이해 및 처리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
탕으로 데이터 분석기획, 데이터분석, 데이터시각
화 업무를 수행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이
다. 

데이터분석가,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데이터최고책임자(CDO),
빅데이터분석가

3.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 산정방식은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를 기능점수 방식으

로 재산정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유지관리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유지관리 범위

에 따른 해당 업무 활동별로 추정한 투입공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시에도 투입공수에 의한 

산정방식에 의해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산정할 수 있다.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의 최신 공표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사업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투입직무별 적용단가를 수․발주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중 일반 행정업무(콜센터 등) 등에 투입되는 인력의 단가는 SW기술자가 

아닌 해당되는 기타 평균 임금의 적용이 가능하다.

투입공수를 산정할 때에는 투입되는 사람 기준이 아닌 업무량 기준(업무별 투입비중)으로 

공수를 산정하도록 한다.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비를 산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에 사용된 투입공수는 사업

의 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IT분야 직무체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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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분석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
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목
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업무분석가,
비즈니스분석가

6
IT프로젝트

관리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
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
과 등을 관리하는 일이다.　

IT프로젝트관리자(PM),
IT프로젝트리더(PL)

7
IT프로젝트
사업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
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
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
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일이
다.　

IT프로젝트사업관리전문가,
IT프로젝트사업관리자

8
SW

아키텍처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
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
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를 체계
화하는 일이다.　

SW아키텍트,
솔루션아키텍트,
애플리케이션아키텍트,
웹아키텍트

9
Infrastructure

아키텍처

하드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
하는 인프라를 설계, 구성하여 자원들이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
이다.

Infrastructure아키텍트,
네트워크아키텍트,
시스템아키텍트,
컴퓨터시스템설계및분석가

10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
리하며, 데이터 개체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활용,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데이터아키텍트,
데이터모델러,
데이터베이스설계자,
데이터베이스아키텍트,
데이터설계자,
DW설계자

11 UI/UX개발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
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
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UI/UX개발자,
UI/UX기획자,
웹퍼블리셔

12 UI/UX디자인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
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
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자이다. 

UI/UX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웹콘텐츠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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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응용SW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
석, 설계,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응용SW개발자,
응용SW분석가,
응용SW설계자,
모바일(앱)개발자,
애플리케이션개발자,
웹개발자,
빅데이터개발자,
인공지능SW개발자

14
시스템

SW개발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
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일이다.

시스템SW개발자,
시스템SW분석가,
시스템SW설계자,
운영체제개발자

15
임베디드
SW개발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
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드
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임베디드SW개발자,
임베디드SW분석가,
임베디드SW설계자,
펌웨어개발자

16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
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을 수
행하는 일이다.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데이터베이스운영자

17
NW엔지니어

링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
로지를 설계 및 구성하고, 자원관리와 품질 관리
를 수행하는 일이다.

NW엔지니어
NW시스템분석가,
NW시스템설계자
NW시스템개발자

18 IT시스템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등의 자원으로 서
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용을 수행하는 일이다

IT시스템관리자
네트워크운영자,
네트워크관리자
서버관리자,
서버운영자
웹운영자,
웹관리자,
웹마스터
정보보안관제원,
정보시스템운영자

19
IT시스템
기술지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
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
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
다.

IT시스템지원기술자
시스템유지보수지원기술자
IT헬프데스크관리자,
IT헬프데스크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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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W제품기획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활용분
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소프트웨
어 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일이다.

SW제품기획자,
SW솔루션기획자

21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
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
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일이다.

IT기술영업,
IT솔루션영업

22 IT서비스기획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수요
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
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다.

IT서비스기획자,
웹서비스기획자

23 IT품질관리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
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
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
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다.

IT품질관리자,
데이터품질관리자,
QA(QualityAssurance),
QC(QualityControl)

24 IT테스트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
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IT테스터,
SW테스터

25 IT감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IT감리원,
정보시스템감리원 

26 IT감사

IT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버넌스 차원의 관련법, 
제도, 내부 정책, 역할, 가이드라인, 규범, 기술표
준 등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통제관리를 수행하
는 일이다.

IT감사자,
정보시스템감사자

27 정보보호관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
안정책울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일이다

정보보호관리자,
정보보호전문가,
정보보호책임자(CISO,CSO)

28 보안사고대응

보안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
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 서비스
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대응하는 
일이다.

보안사고대응전문가,
디지털포렌식전문가,
모의해킹전문가,
정보보호진단분석원

29 IT기술교육
IT분야의기술교육을위하여방향수립과환경조성,
교과및자료개발,성과평가를수행하는일이다. 

IT교육강사



PartⅣ. SW사업 운영단계

19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3.1.6 적용사례

■ 1 단계 : 운영 대상 업무 선정

‘A'기관에서 대국민서비스 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한다. 운영 대상 업무로 일반적인 수준

의 지원업무와 일상운영 업무와 함께 운영시간외 점검업무를 포함하여 운영 대가를 산정하

고자 한다.

■ 2 단계 : 소프트웨어 운영 공수 산정

투입공수에 의한 산정방식에 의해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산정함에 있어, 투입 공수의 측정은 

세부 업무분류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업무활동별로 SW운영 대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를 결정한다. SW사업 관련 직무는 “IT분야 직무체계 및 정의“를 참고한다. 본 예제에서는 1

년간 운영되는 사업에 업무활동별로 IT시스템기술지원, IT품질관리, 응용SW개발, 데이터베이

스관리 직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각 직무별로 6M/M, 3M/M, 6M/M, 3M/M를 

투입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용역기간 동안 전체 프로젝트의 관리를 맡은 IT프로젝트관리자 

12M/M도 포함하였다.

표4-22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업무활동별 투입공수 산출 예시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명)
투입기간

(월)
투입률

(%)
투입공수

(M/M)

지원
업무

월례보고 작성 IT프로젝트관리 1 12 50% 6

안내데스크 운영 IT시스템기술지원 1 12 50% 6

품질관리 IT품질관리 1 6 50% 3

일상
운영

서비스 
계획/시행

IT프로젝트관리 1 12 50% 6

게시판 운영 응용SW개발 1 12 50% 6

데이터 백업 데이터베이스관리 1 6 50% 3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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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각 업무활동별로 투입공수를 고려하고,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공수

(M/M)
월 평균임금

(원)
직접인건비

(원)

지원
업무

월례보고 작성 IT프로젝트관리 6 8,596,776 51,580,656

안내데스크 운영 IT시스템기술지원 6 4,261,886 25,571,316

품질관리 IT품질관리 3 9,160,554 27,481,662

일상
운영

서비스 계획/시행 IT프로젝트관리 6 8,596,776 51,580,656

게시판 운영 응용SW개발 6 6,754,337 40,526,022

데이터 백업 데이터베이스관리 3 6,233,509 18,700,527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15,440,839

■ 4 단계 :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제경비와 기술료를 업무 특성에 따라 산정한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산

정할 수 있으며 본 예제에서는 110%를 사용하여 제경비를 산정하였다.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서 20~40%범위로 산정할 수 있다. 본 예제에서는 

기술료를 20%로 산정하였다.

제경비 = 215,440,839 × 110% = 236,984,923원

기술료 = (215,440,839 + 236,984,923) × 20% = 90,485,152원

■ 5 단계 : 직접경비 산정

본 운영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예제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출장비 
프로젝트관리자 100,000×1인×1회=100,000
응용SW개발자 100,000×1인×1회=100,000

200,000

인쇄비 50쪽 100부 기준 : 200/쪽 300,000

합 계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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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명)
투입기간

(월)
투입률

(%)
월 평균임금

(원)

지원
업무

월례보고 작성 IT프로젝트관리 1 12 50% 8,596,776

안내데스크 운영 IT시스템기술지원 1 12 50% 4,261,886

품질관리 IT품질관리 1 6 50% 9,160,554

일상
운영

서비스 계획/시행 IT프로젝트관리 1 12 50% 8,596,776

게시판 운영 응용SW개발 1 12 50% 6,754,337

데이터 백업 데이터베이스관리 1 6 50% 6,233,509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30 M/M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15,440,839

제경비 110 % 236,984,923

기술료 20 % 90,485,152

직접경비 500,000

합  계
543,410,914 (부가세 별도)

597,752,005 (부가세 포함)

■ 6 단계 : SW 운영비 산정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하여 투입공수방식 운영비를 최종 산정한다. 

투입공수방식 운영비의 산출내역을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23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내역 종합계산 산출물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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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안관제 서비스비

3.2.1. 보안관제 서비스비 개요 

보안관제 서비스비는 보안관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보안관제 서비스’(파견관제)에 대한 예

산 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활용한다.

보안관제 서비스비는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한다.

보안관제의 24시간 근무특성 반영을 위해 투입공수에 의한 사업 대가산정 시 M/H(Man- 

Hours)방식을 사용하며, 이 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보안관제 서비스 대가를 산정한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

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기술자 평균임

금(대가 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 평균임금을 적용함)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관제 서비스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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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보안관제 서비스비 산정 절차

표4-24 보안관제 서비스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보안관제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를 구성한다.
보안관제
요구사항1. 사전준비

↓
○ 서비스에 따른 운영인력과 직무별 투입인력을 결

정한다.
직무별 투입인력2. 투입인력 확정

↓
○ 보안관제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순환근무조(IT시스템 운용자) 인건비 

+ IT PM 및 침해사고대응 전문가 등의 인건비
 – 순환근무조(IT시스템 운용자) 인건비 = 시간평균임

금 × 연간근무시간 × 최소상시근무인원 
 – IT PM 및 침해사고대응 전문가 등의 인건비 = Σ 

(직무별 평균임금 × 연간근무시간)

직접인건비
3. 직접인건비 계산

↓

○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
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 ~ 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 보안관제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보안관제 서비스비를 산정한다.
 – 보안관제 서비스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보안관제
서비스비

6. 보안관제 
서비스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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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류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 24시간 365일 보안위협 모니터링 및 탐지·초동 분석
- 사이버 위협 징후 실시간 대응조치 및 보고 
- 주요 IT인프라 모니터링 및 가용성 체크
- 보안장비 패턴 생성 및 변경관리

관제
초동
대응

부가
서비스

비상대응
서비스

- 사이버위기경보단계에 따른 비상대응체제 전환시 추가 지원 서비스

분석
서비스

- 초동 분석 된 결과를 기초로 보안장비 상세로그 수집 및 정밀 분석
- 공격자 정보/시간, 공격기술과 방법, 보안취약점 등 자료유출 및 관

리자 권한탈피 등의 피해규모 파악
- 복구지원 및 유형별 대응 방안과 전략 수립
- 국내·외 최신 보안동향 정보 수집 및 전파
- 을지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 대응

사후
관리

진단
서비스

- Server, Network, DB, 보안장비 등 취약점 진단
- 국정원 8대 취약점 및 OWASP Top 10 기준 웹 취약점 진단

예방
관리

운영
서비스

- 보안장비(IDS/IPS/WIPS/TMS/ESM/DDoS/VMS등)운영
- 장비 이벤트 및 로그 백업(정책/로그관리/정상유무)
- 전산실 인프라 환경 운영(UPS, 항온항습기 등)
- Server/Network/보안장비 등 긴급/정기 보안패치
- 정기점검, 백신관리, 자산관리, 장애관리 업무

기획
서비스

- 보안장비 신규 도입 및 구축 관리 기획
- 보안관제 영역별 업무 품질 관리 및 개선점 도출
- 내부 구성원 정보보안 및 보안 트랜드 교육 기획
- 대외 기관 및 타 부서 보안정책 문의 응대

개별 
서비스

- 신규 보안장비 BMT(Benchmarking Test) 테스트
- 고객 요청 및 내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 악성코드 분석 및 유포지 차단 서비스
- 해킹메일 모의훈련 서비스
- DDoS 모의훈련 서비스
- 웹셀 분석 서비스
- 홈페이지 위·변조 예방 서비스
- 포렌식 서비스
- 개인정보 유출 예방 서비스
- APT 공격 분석·차단 서비스

3.2.3 단계별 설명 

1 단계 : 사전준비

보안관제 대상을 선정하고 보안관제 서비스 분류 및 내용을 참고하여 보안관제서비스를 구

성한다.

표4-25 보안관제 서비스 분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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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보안관제 서비스 투입인력 확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구성한 서비스에 따라 과거수행 경험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서

비스 분류별로 직무(IT시스템 운용자, IT PM, 침해사고대응전문가)별 투입인력을 결정한다.

o IT시스템운용자 :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

o IT PM :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

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

하는 자　

o 침해사고대응전문가 :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

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

표4-26 기본서비스 근무형태(예시)

인력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정보보호 관리자(PM) 9시 ~ 18시 9시 ~ 18시 9시 ~ 18시 9시 ~ 18시

침해사고 대응 전문가 9시 ~ 18시 9시 ~ 18시 9시 ~ 18시 9시 ~ 18시

IT시스템 운용자 9시 ~ 18시 18시 ~ (익일)9시 (작일)18시 ~ 9시 비번

IT시스템 운용자 18시 ~ (익일)9시 (작일)18시 ~ 9시 비번 9시 ~ 18시

IT시스템 운용자 (작일)18시 ~ 9시 비번 9시 ~ 18시 18시 ~ (익일)9시

IT시스템 운용자 비번 9시 ~ 18시 18시 ~ (익일)9시 (작일)18시 ~ 9시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o 비상대응서비스 : 비상대응서비스는 사이버위기경보단계에 따른 비상대응체제 전환시 기

본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o 분석 서비스 : 기본서비스에서 분석 된 결과를 기초로 보안장비 상세로그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o 진단서비스 : 진단서비스는 웹진단(모의해킹 시나리오 개발 및 진단·보고서 작성 등)/웹 

이외 진단(관제대상 기관 시스템진단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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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서비스 : 운영서비스는 보안장비 운영, 장비 이벤트 및 로그 백업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o 기획서비스 : 기획서비스는 보안관제 영역별 업무 품질 관리 및 개선점 도출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서비스 분류에 따른 직무별 투입인력이 결정되면, 순환근무조(IT시스템운용자)와 IT PM 및 침

해사고대응전문가 등 인력에 대한 연간 근무시간을 산출한다. 단, 순환근무조(IT시스템운용자)

의 연간 근무시간은 1일 24시간 근무를 적용한다.

3 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직접인건비는 보안관제 서비스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순환근무조

(IT시스템운용자)와 IT PM, 침해사고대응전문가 등의 인건비를 합산한다. 단, 순환근무조(IT시

스템운용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1일 24시간 365일(8,760시간) 근무를 적용한다. 

보안관제 투입인력의 직무별 평균임금(시간)은 가장 최근에 공표된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준용한다.

직접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 된다.

  - 순환근무조(IT시스템운용자): 시간평균임금 × 연간근무시간 × 최소 상시근무인원

  - IT PM, 침해사고대응전문가 등의 인건비(예비인력, 추가인력 포함): Σ(직무별 평균임금 

× 연간근무시간)

단, 윤달이 포함될 경우 순환근무조(IT시스템운용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1일 24시간 366일

(8,784시간) 근무를 적용한다.

4 단계 :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제경비와 기술료의 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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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순환근무조
(IT시스템운용자)

관리자(PM)
(IT PM)

예비인력 추가인력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IT시스템운용자

IT PM

침해사고대응전문가

기타

소계

5 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는 해당 보안관제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의 산정은 발주자의 출장여비 규정 등 관련규정

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직접경비의 계상 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계산양식을 활용하여 직접경비

를 산정한다.

직접경비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계

6 단계 : 보안관제 서비스비 산정

아래의 산식에 따라 보안관제 서비스비를 산정한다.

보안관제 서비스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3.2.4 산출물

보안관제 서비스 대가산정 내역을 종합 정리하는 계산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4-27 보안관제 서비스 직접인건비 산출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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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순환근무조
(IT시스템운용자)

관리자(PM)
(IT PM)

예비인력 추가인력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연간근무시간

최소상시
근무인원

　

산정식
시간평균임금 ×

연간근무시간
×최소 상시근무인원

평균임금×
연간근무시간

평균임금×
연간근무시간

평균임금×
연간근무시간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보안관제
서비스비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3.2.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o 유의사항

보안관제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실시간 서비스이므로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수반되며, 각 

서비스에 따라 필요한 전문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사이버위기경보 단계별 비상대응 

관리체계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7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

관의 장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 및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관제 전문업체중에서 보안관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3.2.6 적용사례

1 단계 : 사전준비

보안관제 대상을 선정하고 보안관제 서비스 분류 및 내용을 참고하여 보안관제서비스를 구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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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본서비스 요구사항 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센터 24×365 실시간 보안관제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전체 트래픽·유해(해킹)트래픽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 탐지된 이벤트 정·오탐 분석 및 침해사고 초동대응
- 보안장비 로그 수집 및 NMS·Whatsup 등 솔루션을 통한 Alive Check 
- 보안장비 탐지정책 룰 최적화(탐지 정책 정·오탐 분석을 통한 정책 변경)
- 각종 정기보고서(일일/주간/월간) 및 비정기 보고서(통계, 작업계획/결과) 

작성
- 업무 프로세스별 담당자 및 협력기관의 업무 실적·향후 계획 보고

산출물 - 정기보고서(일일/주간/월간), 장애보고서, 정책변경보고서 각종 작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분석서비스 요구사항 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칭 초동 분석 된 결과를 기초로 보안장비 상세로그 수집 및 정밀 분석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침해사고 접수된 탐지이벤트 정밀분석 및 침해사고 현장지원 
- 채집된 악성코드 정적·동적 분석
- 악성코드 분석을 통해 C&C Domain/IP 추출 및 탐지정책 추가
- 국내·외 신규 보안취약점 정보 수집 및 전파 
- 각종 보고서(침해사고, 악성코드, 최신 보안동향)작성 및 전파

산출물
- 보고서(침해사고, 악성코드, 보안동향)작성
- 탐지패턴 정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진단서비스 요구사항 번호 SOR-003

요구사항 명칭 고객사의 보호대상 장비의 위험평가 및 취약점 진단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고객사의 보호대상 장비의 위험평가 및 취약점 진단 
- 최적화된 점검 스크립트/시나리오 및 가이드 샘플 보고서 작성
- 취약한 점검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담당 운영자 전달 교육
-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통계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복구 지원

산출물 - 보고서(취약점진단 결과/통계, 위험평가)작성

2 단계 : 보안관제 서비스 투입인력 확정

1단계에서 구성한 서비스 분류 및 내용에 따라 직무별 투입공수를 산정한다.

직무별 투입인력은 보안관제 서비스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IT PM 1명(주간), 침해사

고대응전문가4명(주간), IT시스템운용자 8명(순환)이 12개월 기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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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분

서비스내용

직무별 투입인력

IT
시스템
운용자

IT
PM

침해
사고대응
전문가

기타

기본
서비스

- 전체 트래픽·유해(해킹)트래픽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 탐지된 이벤트 정·오탐 분석 및 침해사고 초동대응
- 보안장비 로그 수집 및 NMS·Whatsup 등 솔루션을 통한 Alive 

Check 
- 보안장비 탐지정책 룰 최적화(탐지 정책 정·오탐 분석을 통한 

정책 변경)
- 각종 정기보고서(일일/주간/월간) 및 비정기 보고서(통계, 작업계

획/결과) 작성
- 업무 프로세스별 담당자 및 협력기관의 업무 실적·향후 계획 

보고

8 1

분석
서비스

- 침해사고 접수된 탐지이벤트 정밀분석 및 침해사고 현장지원
- 채집된 악성코드 정적·동적 분석
- 악성코드 분석을 통해 C&C Domain/IP 추출 및 탐지정책 추가
- 국내·외 신규 보안취약점 정보 수집 및 전파
- 각종 보고서(침해사고, 악성코드, 최신 보안동향) 작성 및 전파

1

진단
서비스

- 고객사의 보호대상 장비의 위험평가 및 취약점 진단 
- 최적화된 점검 스크립트/시나리오 및 가이드 샘플 보고서 작성
- 취약한 점검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담당 운영자 전달 

교육
-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통계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복구 지원

1

총 투입인력 8 1 2

3 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직접인건비는 인력별 근무시간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연간근무시간

기본
서비스

IT시스템운용자
8,760

(24시간 x 365일)

IT PM

2,006.4
(8시간 x 20.9일 x 12개월)

예비인력

부가
서비스

분석서비스

진단서비스

운영서비스

기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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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순환근무조
(IT시스템운용자)

관리자
(IT PM)

예비인력 추가인력

인원
평균임금

((Man x Hr))
인원

평균임금
((Man x Hr))

인원
평균임금

((Man x Hr))
인원

평균임금
((Man x Hr))

IT시스템운용자 8 35,536

IT PM 1 51,416

침해사고대응전문가 2 40,959

기타

합계 8 35,536 1 51,416 2 40,959

연간근무시간 8,760 2,006.4 2,006.4 2,006.4

최소상시
근무인원

2

산정식
35,536×
8,760×2

51,416×
2,006.4

-
40,959×

2,006.4×2

직접인건비 622,590,720 103,161,062 - 139,545,120

총합계 865,296,902

(단위: 원) 

※ 직접인건비 산정식

 - 순환근무조(IT시스템운용자) : 시간평균임금 x 연간근무시간 x 최소상시근무인원

 - IT PM 등의 인건비(예비인력, 추가인력 포함): Σ(직무별 시간평균임금 × 

연간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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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순환근무조
(IT시스템운용자)

관리자
(IT PM)

예비인력 추가인력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IT시스템운용자 8 35,536 　 　 　

IT PM 　 1 51,416

침해사고대응
전문가

　 2 40,959

기타 　 　

합계 8 35,536 1 51,416 2 40,959

연간근무시간 8,760 2,006.4 2,006.4 2,006.4

4 단계 :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제경비와 기술료를 업무 특성에 따라 산정한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산정할 수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최소비율인 

제경비 110%, 기술료 20%를 적용하였다.

항목 직접인건비(원) 제경비(110%) 기술료(20%)

제경비 및 기술료 865,296,902 951,826,592 363,424,699

5 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를 업무 특성에 따라 산정한다. 직접경비는 실제 발생하는 경비를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사

례에서는 1인의 인력이 2개월(60박 61일)간 고객사에 상주하는 출장비를 직접경비로 산정하였다.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비
60박 61일 1인

숙박비 : 70,000원 ×60일 × 1인 = 4,200,000원
교통비 : 50,000원 × 왕복 = 100,000원

4,300,000

6 단계 : 보안관제 서비스비 산정

o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보안관제 서비스 운영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 865,296,902 + 951,826,592 + 363,424,699 + 4,300,000

= 2,184,848,193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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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순환근무조
(IT시스템운용자)

관리자
(IT PM)

예비인력 추가인력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인원 평균임금

최소상시
근무인원

2

산정식
35,536×
8,760×2

51,416×
2,006.4

-
40,959×

2,006.4×2

직접인건비 622,590,720 103,161,062 - 139,545,120

총합계 865,296,902

제경비 110% 951,826,592

기술료 20% 363,424,699

직접경비 4,300,000

보안관제
서비스비

2,184,848,193(부가세 별도)

2,403,333,012(부가세 포함)

* 보안관제 서비스비 관련 문의처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호준 / 02-6748-2006 / jhj@kisia.or.kr



2114.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혼합방식

4.1 고정비/변동비 방식

4.1.1 고정비/변동비 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비 개요

SW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는 일상적이며 소프트웨어의 기능 개선과 관계없는 업무 활동과 

재개발에 가까운 기능 개선 및 추가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일상 운영이나 지원업무는 유지관리 및 운영대가 산정 시 고정비로 정의하고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기능 개선 및 추가 업무의 경우 유지관리 및 운영비 산정 시 예상되는 업무량을 기능점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한다. 고정비와 변동비의 업무활동은 다음의 정의를 참고하여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고정비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구분에서 적응유지관리, 수리유지관리(하자보수), 일상운영 업무와 

지원업무에 관련한 비용은 고정비로 분류한다. 고정비는 업무 특성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

한 방식을 사용하여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고정비는 사전에 업무 규모를 투입공수로 측

정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단, 무상하자보수기간중인 경우 수리유지관리(하자보수)는 대가산

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변동비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구분 중에서 완전유지관리에 해당하는 비용은 변동비로 분류한다. 

이들 활동은 대개 소프트웨어의 기능개선, 추가개발 등 기능 변경이 일어나는 업무에 해당

한다. 따라서 변동비는 기본적으로 기능점수를 이용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변동비는 해당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능개선 추정량을 바탕으로 산정

한다. 기능개선 추정량은 계획 기능개선량과 예측 기능개선량의 합으로 산정된다. 

4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혼합방식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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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개선 추정량 = 계획 기능개선량 + 예측 기능개선량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계획 기능개선량 : 해당기간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에서 개선하기로 사전에 계획된 기능 개선

량을 말한다.

예측 기능개선량 : 해당기간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에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에 계

획되지 않은 기능 개선량으로서 경험자료에 의해 예측한다.

(예: 전년도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CSR 수집이 잘되어 있어 기능개선

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정 가능할 경우)

변동비는 사업 이전에 기능개선 추정량을 대상으로 개발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를 사전산정이라고 한다. 이후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능개선 실적량에 의해 변동

비가 다시 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사후산정이라고 한다. 사후산정량과 사전산정량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

변동비는 계약금액의 사후 정산이 가능한 경우 기 수립한 사전산정량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량으로부터 산출된 사후산정량의 차이를 계산하여 매 분기 말 정산하는 개산계약 형태의 

사후정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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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절차별 주요 내용

표4-28 고정비/변동비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한다.

○ 대상 소프트웨어별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식별한다.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

1. 사전준비

↓
○ 정의된 대상 업무 중 완전유지관리의 기능 

개선에 해당하는 업무(변동비)를 구분한다.

○ 정의된 대상 업무 중 비기능개선에 관한 업
무(고정비)를 구분한다.

고정비/변동비
업무 분류표

2. 고정비 및 
변동비
업무 구분

↓
○ SW개발 및 재개발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변동비를 산정한다.

○ 투입공수 방식의 운영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고정비를 산정한다.

고정비 산정표
변동비 산정표

3. 고정비 및 
변동비 산정

↓
○ 당해 업무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

한다.
직접경비4. 직접경비 계산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산정한다.

  - 유지관리 및 운영비 = 고정비 + 변동비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5. SW 유지관리 및 
운영비 산정

4.1.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업무에 대한 범위와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정의된 서비스를 고정비/변동비 대상으로 분류하고, 변동비는 계획된 기능개선 업무와 예측된 

기능개선 업무로 다시 구분한다. 최종 정리된 서비스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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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변동비 관련업무
(기능개선 업무)

계획

예측

고정비 관련업무
(비기능개선 업무)

■ 2 단계 : 고정비/변동비 업무 구분

1단계에서 정의된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고정비 및 변동비 적용 대상 

업무로 분류한다. 업무의 구분은 아래의 업무 활동표를 참고하여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업무활동 정의 대가산정

유지
관리
및 

운영
업무

유지
관리

완전
유지관리

성능, 유지관리성 및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속성들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활동 

기능개선 업무 :
변동비(개발 및 
재개발비 적용)

적응
유지관리

변화된 환경(H/W, OS, N/W 등)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

비기능
개선 업무 :

고정비
(투입공수방식)

수리
유지관리

발견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
는 활동

예방
유지관리

잠재적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
는 활동

운영

일상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정기 및 비정기 배
치(batch)작업(마감/결산), 소프트웨어이상 유무 점검
(모니터링), 고객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데이
터 및 콘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보안 및 방화벽 관리 등이 해당됨

지원업무

대상 소프트웨어의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으로 사
용자 교육,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기, 
업무 협의),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
리, 품질표준정의, SLA관리 등)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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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 고정비 및 변동비 산정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고정비 및 변동비를 산정한다. 

고정비는 소프트웨어 비기능개선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서, 투입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한

다. 투입공수 방식에 의해 고정비를 산정하는 경우 업무 활동별로 소요되는 투입공수에 따

라 대가를 산정한다. 투입공수 방식에 따른 고정비의 산정은 아래의 산출표를 이용한다. 이 

때 직접경비는 다음 단계에서 고정비 및 변동비에 일괄 적용하여 별도 산정하므로, 지금의 단

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적응유지관리

수리유지관리

예방유지관리

지원업무

일상운영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

기술료     %

투입공수방식 고정비
(부가세 별도)

변동비는 SW기능개선 업무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하여 규모를 계산한다. 

변동비는 해당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능개선 추정량을 바탕으로 산정

한다. 기능개선 추정량에는 미리 계획된 계획 기능개선 추정량과, 계획되지는 않았으나 당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측 기능개선 추정량으로 구분되어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직접경비는 다음 단계에서 고정비 및 변동비에 일괄 적용하여 별도 산정하므로, 지금의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동비 산정은 다음의 산출표를 이용하며, 자세한 도출과정은 Ⅲ장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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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9 변동비 산정 양식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계획

예측

합계(개발원가)

이윤 (        )%

유지관리 및 운영 변동비 (부가세 별도)

■ 4 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의 계상 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계산양식을 활용하여 직접

경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 5 단계 : 총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 산정

앞의 단계에서 산정한 고정비 및 변동비와 합산하여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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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산출물

고정비/변동비 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는 아래 산출표를 이용한다. 

표4-30 고정비/변동비 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

고정비/변동비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 산정

고정비 (투입공수 방식)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적응유지관리

수리유지관리

예방유지관리

지원업무

일상운영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

기술료     %

고정비

변동비 (기능점수 방식)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계획

예측

합계(개발원가)

이윤 (        )%

변동비

직접경비

총 유지관리 및 
운영비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PartⅣ. SW사업 운영단계

218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4.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변동비 도입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치중하게 되면 SR(Service Request)건이 현저

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시스템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고, 시스템 운영 

수명주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변동비 관리 시 관리 부하가 발생한다. 이는 개선규모 산정, 산정결과 검토 및 승인, 제3자 

검증 등의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모든 변동비 대상 고객요청서(CSR)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관리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비/변동비 체계의 계약제도 적용은 개선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조직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동비의 대가 지불을 위해 사후정산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사후정산 방식의 세부 사항은 

아래의 설명을 참조한다.

○ 참고사항 : 사후정산계약(개산계약)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 산정시 변동비를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사후

정산 계약은 개발 시 제품의 제조계약, 시험, 조사, 연구용역 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

출연 기관과의 법령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 

체결하는 계약 방법이다. (계약법 제 23조, 계약법시행령 제70조)

사후정산 계약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입찰 전 또는 수의협상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

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의협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의 규정에 정한 원가계산규정 및 미리 정한 정

산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4. 사후정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후정산계약 체결 시 개산금액의 작성방법：개산금액은 견적가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사후정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정산 시 단가의 적용시점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개산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정산처리는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사후정산 관련 주의사항

정산의 범위를 개산계약금액 범위내로 하여야 한다. 개산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정산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시 저가입찰이 가능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게 되며, 이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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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보다 전문 업체라는 점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개산계약 활용 시 정보

원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시행 시 사후정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

을 경우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의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이에,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계약협상 시 정산

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이때 실제 정산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크

게 요구된다.)

4.1.6 적용 사례

‘가’ 기업은 인사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고정비 및 변동비 방식으로 

나누어 대가산정을 하였다. 이때 기능개선 업무의 경우 기능점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비기능개선 업무의 경우 투입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였다.

■ 1 단계 : 사전 준비

본 인사관리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정리하였다.

내 용

인사 평가시스템 및 보상시스템의 연동화

인사통계 서비스 추가

부처별 업무시스템과의 연동

조직구조 개편 및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평가 및 보상시스템 관리 개선

조직구조 개편 및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데이터 전환

인사관리시스템 품질관리

인사통계 자료 담당자 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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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투입공수 방식)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적응유지관리
IT프로젝트관리 1 3 30% 8,596,776

응용SW개발 1 3 50% 6,754,337

수리유지관리
(하자보수)

응용SW개발 1 3 50% 6,754,337

IT시스템기술지원 1 3 100% 4,261,886

지원업무
IT프로젝트관리 1 3 20% 8,596,776

IT시스템기술지원 2 3 50% 4,261,886

일상운영
IT프로젝트관리 1 3 50% 8,596,776

IT시스템기술지원 2 3 50% 4,261,886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15 M/M

■ 2 단계 : 고정비/변동비 업무 구분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중 기능개선 업무와 비기능 개선업무로 구분한다.

서비스 내용

변동비 관련업무
(기능개선 업무)

계획

 인사 평가시스템 및 보상시스템의 연동화

 인사통계 서비스 추가

 조직구조 개편 및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평가 및  
보상시스템 관리 개선

예측  부처별 업무시스템과의 연동

고정비 관련업무
(비기능개선 업무)

 조직구조 개편 및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데이터 전환

 인사관리시스템 품질관리

 인사통계 자료 담당자 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 3 단계 : 고정비 및 변동비 산정

고정비는 비기능개선에 관련된 대가로서 본 사례에서는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였

다. 적응유지관리와 지원업무, 일상운영에서 프로젝트 관리로 총 1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

였다. 또한 적응유지관리의 실무진, 그리고 지원업무와 일상운영의 실무진으로 응용SW개발, 

IT시스템기술지원이 각 1명, 2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측정된 투입 인력을 총 

3개월에 걸쳐 투입하여 업무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에 제경비 110%와 기술료 

20%를 적용하여 다음의 고정비가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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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투입공수 방식)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직접인건비 합계 84,410,313

제경비  110% 92,851,344

기술료   20% 35,452,330

고정비 212,713,987

변동비는 기능개선 업무 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먼저 인사평가 시스

템 및 보상 시스템의 연동화 등 이미 계획된 기능개선 업무로 총 기능점수는 85점으로 산출

되었다

위 기능개선 업무 이외에 전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경험과 고객 CSR을 통해 부처별 

업무시스템과의 연동 업무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추정된 업무량의 총 기능점수는 50

점으로 산정 되었으며 보정계수는 계획된 기능개선 업무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위의 계획된 개선량과 예측된 개선량을 합하고, 이윤 25%를 적용하여 변동비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변동비 (기능점수 방식)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계획 85
553,114

1.28 0.94 1.00 0.94 0.97 51,578,771

예측 50 1.28 0.94 1.00 0.94 0.97 30,340,453

합계(개발원가) 81,919,224

이윤 ( 25 )% 20,479,806

변동비 102,39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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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변동비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 산정

고정비 (투입공수 방식)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적응유지관리
IT프로젝트관리 1 3 30% 8,596,776

응용SW개발 1 3 50% 6,754,337

수리유지관리
(하자보수)

응용SW개발 1 3 50% 6,754,337

IT시스템기술지원 1 3 100% 4,261,886

지원업무
IT프로젝트관리 1 3 20% 8,596,776

IT시스템기술지원 2 3 50% 4,261,886

일상운영
IT프로젝트관리 1 3 50% 8,596,776

IT시스템기술지원 2 3 50% 4,261,886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15 M/M

직접인건비 합계 84,410,313

제경비  110% 92,851,344

기술료   20% 35,452,330

고정비 212,713,987

■ 4 단계 : 직접경비 산정  

본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출장비 
프로젝트관리자 100,000×1인×1회=100,000
응용SW개발자 100,000×1인×1회=100,000

200,000

인쇄비 50쪽 100부 기준 : 200/쪽 300,000

합 계  500,000

■ 5 단계 : 총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 산정

앞에서 산정된 고정비, 변동비, 직접경비를 합산하여 최종 대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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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비 (기능점수 방식)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계획 85
553,114

1.28 0.94 1.00 0.94 0.97 51,578,771

예측 50 1.28 0.94 1.00 0.94 0.97 30,340,453

합계(개발원가) 81,919,224

이윤 ( 25 )% 20,479,806

변동비 102,399,030

직접경비 500,000

총 유지관리 및 
운영비

315,613,017 (부가세 별도)

347,174,319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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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LA기반 방식

4.2.1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개요

SLA 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은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에서 서비스수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이 수행 완료된 이후에 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목표수준에 따라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 결과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비스수준관리(SLM: Service Level Management) 프로세스는 서비스 수준의 정의, 협상/계약, 

모니터링, 평가, 관리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프로세스이다. 본 프로세스의 목적은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 평가함으로써 사용자 만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함

이다. 

서비스수준관리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하여 아웃소싱 사업에 

적합한 서비스수준관리 지표 및 목표수준을 계약업체와 협의한다. 

이후 작성된 서비스수준관리 지표 및 목표수준에 따라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Reward) 및 제재(Penalty)를 적용한다.

서비스수준협약(SLA)를 통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특성상(예산 등) 실질적인 보상(Reward) 및 제재(Penalty)가 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 1년 단위 

계약에서 다년 계약(2년 또는 3년)이 추천되며 2차년도 이상에서 전년도의 서비스 수준에 

따른 보상 및 제재를 추진한다. 즉, 1차년도에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 하고 측정하여 서비

스의 기준 수준을 정하고, 2차년도부터 수준에 따라 매달 평가해 보상 및 제재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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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절차별 주요내용

표4-31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수행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서비스 발주기관과 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하는 담당 조직을 구성한다.

○ 서비스수준관리 활동과 관련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교육 및 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전담 조직
현황

1. 서비스준비

↓

○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시한다.

서비스 
측정항목

2. 서비스 정의

↓

○ 서비스 측정 항목 및 기준을 정의한다. 
서비스항목 

정의서
3. 서비스 측정 및 

기준 협약

↓
○ 서비스평가 방법을 설정하고 보상/제재 기준을 

산정한다. 
○ 이후 서비스 평가를 매월 시행한다.

서비스수준
평가표

4. 서비스 평가

↓
○ 서비스 평가에 따라 결정된 제재/보상 %를 

기준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에 곱해 매달 제
재/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정산대가5. 월별 대가 사후정산

4.2.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서비스 준비 

서비스 발주기관과 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하는 담당 조직을 구성하여 서비스수준관리 활동과 

관련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교육 및 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SLA기반 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산정한다. 대가산정은 요율제, 

투입공수 방식, 또는 고정비/변동비 방식으로 업무 특성에 따라 산정하여 SLA기반 대가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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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 : 서비스 정의 

서비스를 정의해 서비스 명세표 작성한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구조 결정 및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측정항목은 1.적시성, 2.품질, 3.인력, 4.생산성, 5.만족도, 6.보안 등에 대해 

부문별로 발주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적시성 : 제공되는 서비스가 약속한 시간에 적시에 공급되는지 여부

② 품 질 :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적절한지 여부

③ 인 력 : 투입되는 인력의 수준과 관리가 적절한지 여부

④ 생산성 :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성이 적절한지 여부

⑤ 만족도 :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자에 대한 만족도가 적절한지 여부

⑥ 보 안 : 제공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수행 인력의 보안관리가 적절한지 여부

정성적인 서비스 항목은 발주기관과 서비스 사업자 상호간의 측정기준의 입장차이로 인한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서비스 수준 성과평가 활동단계에서 제재 및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서비스 관리 항목으로 분류한다. 

서비스 측정항목의 선정은 서비스 수준 측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서비스 측정 항목을 선정하지 않으며, 측정 데이터의 양이 큰 항목

은 배제할 수 있다.

서비스 측정항목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구체적(Specific)이며 측정가능(Measurable)하고 시간 

범위 내(Timebound)에서 현실적(Realistic)으로 달성가능(Achievable)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을 

선정한다. 또한 측정항목은 전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빠짐없이 정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측정항목은 업무 특성에 따라 아래의 Pool을 참조하여 최종 결정한다.



2274.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혼합방식

표4-3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문 활용 지표 Pool

영역 측정항목

적시성

서비스요구(SR) 납기준수율

변경작업 적기 처리율(RFP 적기처리율)

소프트웨어 장애 해결요청에 대한 해결시간

소프트웨어 장애 해결요청에 대한 응답시간

서비스장애 적기 해결률

장애처리 납기 준수율

긴급서비스요구(SR) 처리율

서비스요구(SR) 접수 리드타임

서비스요구(SR) 평균 처리시간

Release 수행시간 준수율

변경 적용시 오류 건수

소프트웨어 Request 일정준수율

품질

서비스요구(SR) 오류율

이관대상 소프트웨어 오류율

서비스요구(SR) 요구사항 반영도

개발/개선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장애율

월간 프로그램 오류 장애건수

변경작업 성공률

서비스요구(SR) 일정변경 건수

인력 핵심인력 유지율

생산성
FP당 투입비용

월간 서비스요구(SR) 처리건수

만족도

고객 만족도(CSI)

서비스 만족도

유지관리 처리 만족도

서비스 품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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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측정항목

적시성

서비스요구(SR) 납기준수율

소프트웨어 응답시간 준수율

배치 수행시작일 준수율

소프트웨어 장애 해결요청에 대한 해결시간

응용시스템 장애 시간

배치 처리시간 준수율

소프트웨어 장애 해결요청에 관한 응답시간

서비스장애 적기 해결률

장애처리 납기 준수율

긴급 서비스요구(SR) 처리율

SLA 적기보고/리뷰율

서비스요구(SR) 처리율

전화응답 대기시간

목표시간 내 Q&A 답변률

기술지원 적기 처리율

품질

소프트웨어 가용성

1차 해결률(1선 처리율)

프로그램 장애 및 오류발생 건수

개선 제안건수

동일장애발생률

통화성공률

웹 응답속도

시스템 개선 건수

평균통화시간

교육계획 이행률

업무정상 개시율

소프트웨어 에러빈도

응용프로그램 응답속도

소프트웨어 일괄처리작업의 신뢰성

Happy call 수행률

인력
업무숙지도

핵심인력 유지율

표4-33 소프트웨어 운영 부문 활용 지표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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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측정항목

생산성
서비스데스크 인당통화 건수

FP당 투입비용

만족도

고객 만족도(CSI)

서비스요구(SR) 체감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품질 평가

사용자 교육 만족도

Happy call 만족도

문의응대 만족도

보안

보안 관련사고 발생건수

보안위반 횟수

보안사고예방(패치)

보안절차 준수율

                표 248 소프트웨어 운영 부문 활용 지표 Pool 

■ 3 단계 : 서비스측정 및 협약 

정의된 서비스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기준으로 서비스 항목의 초기 측정치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목표 수준을 설정한다. 

○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서에는 측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공식이 포함된 측정방법

과 측정도구 및 기법을 정의하여야 한다.

○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수준관리 담당자는 서비스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앞서 운영전반

의 책임이 있는 소프트웨어 위탁운영자와 데이터 추출 가능성, 데이터 추출 방법 등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작업의 출력물인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측

정항목을 입력한 후 정의를 기술한다. 이후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을 정의한다. 마지막

으로 측정방법과 측정도구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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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4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 양식

구분 내용

측정항목

정의

대상

특기사항

측정방법

측정도구(기법)

예) 서비스 측정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측정항목 소프트웨어 사용자 가용성

정의 사용자가 응용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

대상

사용자가 서비스 데스크에 요청하여 접수 및 처리된 건 중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소요시간 총합
사용자 또는 고객의 정보관리부서에서 긴급 작업 요청한 
서비스요구(SR) 처리건 중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소요시간 총합

특기사항
정상서비스 시간외 call 및 긴급 사용자요구(SR) 처리 소요시간은 
1일(24시간) 기준으로 정상 서비스시간과 연속하여 사용한다. 

측정방법
소프트웨어 가용성 = (총 서비스 제공시간 사용자 call 및 긴급  
서비스요구(SR) 처리소요 시간의 합)/총 서비스 제공시간 x 100
총 서비스 제공시간 = (정상서비스 시간 x일수)

측정도구(기법)
서비스요구(SR)관리시스템의 긴급 서비스요구(SR) 처리 및 call 
응대처리

초기값 조사

○ 서비스 측정항목 초기 측정치 조사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며, 초기 측정치 조사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가능한 기간 동안 초기 측정치 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 수준을 상호 합의하에 임시로 설정한다.

○ 초기 측정치 조사 기간을 정할 때에는 특정시점의 서비스 사용이 집중되는지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 초기 측정 조사 자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측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에 측정 조사 자료

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단, 기존의 측정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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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과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

○ 측정항목 초기값 측정치 조사의 종료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평가방법 설정 활동 이후

의 단계를 계속 진행한다.

○ 초기 값 측정의 목적

SLA 초기 적용 시 SLA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비스 사업자는 가급적 제재(Penalty) 적용을 

회피하는데 유리하도록 서비스수준 데이터 값을 낮추려는 경향을, 발주기관은 IT 아웃소싱 서

비스 대가를 낮추기 위해 서비스 수준 데이터 값을 높게 설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제 측정값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표수준 설정을 위한 

초기 값 측정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합의된 측정항목이 과연 서비스의 성과 통제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있는지 실 데

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 초기 값 측정 기간의 적절성

어느 정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측정결과 데이터 값의 샘플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

으로 보통 6개월 ~ 9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IT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 이전과 관련하여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 데이터 값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 기존 데이터 값을 검증만 하는 수준으로 측정기간을 협의 하에 단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위 사안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평가항목별 측정방법과 측정 기준을 정리한다.

표4-35 평가항목별 측정방법과 측정기준 정의 양식

평가항목 측정방법 측정기준

■ 4 단계 : 서비스 평가

정의된 서비스 측정 항목 및 서비스 목표 수준에 따라 종합 점수 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대가 

체계에 연관시킨다. 

○ 선정된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요도에 따라 평가에 적용하는 지표와 관리

만 하는 지표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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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에 반영하는 측정항목은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표로 제재

(Penalty)와 같은 성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표이며, 측정 및 관리만 하는 지표는 중

요하나 제재(Penalty) 적용에서 제외되는 지표를 말한다.

서비스 수준 평가표

  SLA 측정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① 각 평가 항목별 측정 점수 결정한다. 측정 점수는 1~100점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②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부여 (가중치 합=100)

③ 가중치를 고려한 최종 점수를 결정한다. 이때 최종 점수는 1~100점 범위 내에서 

계산된다. 

④ 최종 점수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표4-36 서비스 수준 평가표

서비스수준 평가

평가항목 측정점수 가중치 점수

합계 100

■ 5 단계 : 월별 대가 사후정산

최종 서비스 평가 등급의 수와 제재/보상 수준은 업무 특성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는 매월 실시하여 최소수준 이하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노력이 없으면 제재

(Penalty) 비용으로 부과한다. 서비스 성과가 높을 경우 기지불한 제재를 돌려받을 권리인 환

급 제도를 적용한다. 매월 제재 비용과 환급 금액을 상계 계산하여 연말에 최종 정산하여 상

계 후 남은 제재 금액이 있을 시 징수한다. 

SW사업 대가의 사후 정산이 가능한 경우 계약 종료시점 시 최종 보상금액을 사후정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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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7 서비스수준 평가점수별 등급

서비스수준 평가 적용

등급 점수 제재/보상

1 90이상 100이하 보상 x%

2 85이상 90이하 보상 x%

3 80이상 85이하 제재 x%

4 75이상 80이하 제재 x%

5 ... 제재 x%

4.2.4 산출물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방식을 위한 제재/보상 % 계산은 아래의 산출표를 참고한다.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의 제재/보상수준 산출물 양식표4-38

월별 서비스수준 평가표

평가항목 측정점수 가중치 점수

합계 100

평가등급 적용

등급 점수 제재/보상

당월 등급

당월 제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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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 중요사항

협상대상자와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고 인도하기 위한 계약에 대하여 협상, 

사업자 및 발주자의 의무와 책임 정의, 작업의 완료시점 그리고 위험요소를 정의한다.

○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 확정(안)을 확정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서비스수준 협약 시에 제반서류의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용역계약서에 서비스수준관리(SLM) 목표이행 명시한다.

○ 서비스 목표수준, 수준평가, 보상(Reward) 및 제재(Penalty)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은 예산확보단계 및 사업발주단계에 사업비를 산

정하기 위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SLA기반의 정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사

후 정산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4.2.6 적용사례

■ 1 단계 : 서비스 준비

‘가’기업은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 첫 해 외

주사업을 통해 유지관리 및 운영 업체와 서비스 항목 및 수준을 측정하여, 전년도 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비 대가 산정 방식으로 산정된 대가에 SLA 기반 대가 방식을 적용

하여 올해의 대가 산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전년도 사업의 대가는 요율제, 투입공수, 또는 

고정비/변동비 등의 대가 산정 방법 중 업무 특성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진행한 것으로 

가정한다. 

■ 2 단계 : 서비스 정의

SLA에 들어갈 서비스들을 정의한다. 본 예시에서는 S/R처리, 장애처리, 변경관리, 보안관리, 

고객만족도를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하였다. 대상 서비스는 단계별 절차에 설명된 서비스 

Pool을 참고하여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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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 서비스 측정 및 기준 협약

각 대상 서비스별로 측정 방법 및 측정 점수를 협약한다. 이 기준에 따라 매월 점수를 측정

하게 된다. 아래와 같은 평가 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평가항목 측정방법 측정기준

S/R처리 S/R 처리 만족도 만족처리 비율(%)

장애처리 장애처리 시간 기준시간 내 처리비율(%)

보안관리 보안패치 처리건수 회수에 따른 점수기준

고객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조사 만족도 평균(%)

■ 4 단계 : 서비스 평가

첫 번째 월의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각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월별 서비스수준 평가표

평가항목 측정점수 가중치 점수

S/R처리 70 20 14

장애처리 80 20 16

보안관리 90 30 27

고객만족도 70 30 21

합계 100 78

평가등급 적용

등급 점수 제재/보상

1 90이상 100이하 보상 2%

2 85이상 90이하 보상 1%

3 80이상 85이하 제재 1%

4 75이상 80이하 제재 3%

5 70이상 75이하 제재 5%

당월 등급 4

당월 제재/보상 제재 3%

서비스 평가 점수가 78점이므로 이번 달의 평가 등급은 4급이 된다. 따라서 제재 3%를 

기입한다. 제재 및 보상의 기준이 되는 대가는 전년도 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 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PartⅣ. SW사업 운영단계

23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5 단계 : 월별 대가 사후정산 

월별 보상/제재 %를 1년간 누적 기입한 후, 최종 제재 및 보상%를 합산하여 사업연도 말

에 최종 정산을 한다. 최종 정산 시 제재가 나올 경우 계산된 %만큼 기준 유지관리/운영 

금액에서 감액한다. 만약 최종적으로 합산한 보상/제재 %가 3% 제재인 경우, 총 유지관

리 및 운영 기본 대가를 고정비/변동비를 사용하여 2.3.6의 예제와 같이 총 533,139,991

원이 산정되었다면, 그 3%인 15,994,200원을 제재 금액으로 산정한다. 최종 정산 시 보

상이 나올 경우의 사후 정산은 수발주자 협의에 의해 사후 정산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사후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고정비/변동비 방법의 참고사항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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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5.1.1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개요

소프트웨어 재개발은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수정하는 업무로 기존 소프트

웨어의 기능을 추가하는 신규개발과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여 소프

트웨어 일부 기능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일부 기능은 수정 없이 재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는 재개발 시, 신규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규모와 수정 후 재사용 소

프트웨어 규모와 수정 없이 재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규모를 구한 후, 이들에 대해 기능점수

당 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개발 원가를 구하고 직접경비와 이윤을 더하여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총 재개발 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재개발 수행활동 구분

소프트웨어 재개발은 신규기능 추가, 기존기능 재사용(수정 후 재사용 및 수정없이 재사용)

의 활동을 수행한다. 수정 후 재사용에는 기능변경과 기능삭제가 포함되나 비용산정에서는 

기능변경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비 산정대상 여부 표4-39

재개발 수행활동 구분 재개발비 산정 대상 여부 비고

신규기능 추가 대상

기존기능
재사용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

수정 후
재사용

기능변경 대상

기능삭제 비대상

○ 재개발과 유지관리의 구분

기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경우에 유지관리비와 재개발비 중 어느 것을 적

2017년 개정판

5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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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수준이 유지관리 범

위를 초과하면 재개발로 판단하고, 그 이하이면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대가를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개발과 유지관리를 구분하는 기능변경 수준은 유지관리 대상사업의 

전체규모 대비 연간 7% 이상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재개발 범위로 본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 계약시점에 합의한 일정규모 또는 일정공수를 초과하는 경우 재개발 대가

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예시) OO시스템의 유지관리 발주시점에 개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 1,000FP 중 기능변경

량이 70FP를 초과하는 것으로 식별되면, 유지관리대가를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비 산정방

식을 따른다.

○ 재개발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

실질적으로는 재개발이지만 설계변경률이 0으로 산정되어 재개발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

우가 있다. 예를 들어 메인프레임 기반에서 웹 기반으로 재개발하면서 기능변경량이 0으

로 산정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총 재사용비가 0원으로 산정되므로 재사용비를 적용하

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신규 개발비 대가기준을 적용하되 분석/설계 단계의 대

가는 제외하고 구현/시험 단계의 개발비만 다시 산정하여 대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재사용 대가산정 과정에서 측정하는 데이터요소유형(DET) 및 참조파일유형(FTR)의 변경률

이 100%보다 크게 측정되는 확장 재사용사업의 경우, 재사용비가 불합리하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신규개발로 판단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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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절차별 주요 내용

재개발비 산정 절차 표4-40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재개발 대상 업무 선정

○ 재개발 요건 정의

재개발대상업무
재개발 요건1. 사전준비

↓
○ 재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유형을 식별한다.

○ 재개발 대상을 선정한다.

수정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2. 재개발 대상 
기능 유형 식별

↓
○ 신규개발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 보정전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 기능변경 규모를 산정한다.

신규재개발 
기능규모

수정없이 재개발
기능규모

보정 전 수정 후 
재개발 기능규모

3. 재개발 대상 
기능 규모 산정

↓

○ 재개발 난이도 수준을 산정한다.

○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재사용 소프트웨어 
난이도 수준

4. 재사용 난이도 
산정

↓

○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를 산정한다. 

○ 산정된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에 기능점수당 단
가를 곱하여 보정 전 재개발 원가를 구한다.

○ 보정 전 재개발원가에 보정계수 값을 곱하여 보
정 후 재개발원가를 구한다.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보정 전 
재개발원가

보정 후 
재개발원가

5.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및 재개발 원가 
산정

↓
○ 해당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 이윤은 재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한다.

직접경비
이윤

6. 직접경비 및 
이윤 계산

↓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를 산정한다.

 – 재개발비 = 보정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7.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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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단계별 설명

■ 1 단계 : 사전준비

○ 재개발 대상 업무 선정

발주자의 정보화사업 목적 및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재개발 정의에 따라 
재개발 대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다.

○ 재개발 요건 정의

재개발 대상 업무별로 신규개발기능, 수정 후 재사용 기능,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을 판
단하여 개발요건을 명확히 정의한다.

○ 재개발 규모 산정방법 결정

재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한다. 재개발 규모의 산정에
는 일반적인 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능점수 산정 시 복잡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균복잡도를 적용한 간이
법을 사용할 수 있다.

■ 2 단계 : 재개발 대상 기능유형 식별 및 재개발 대상 규모의 산정

재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각 기능들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재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유형

•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 = 신규개발 기능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 수정 후 재사용 기능(기능변경)

❙그림 4-2❙ 재개발 소프트웨어 대상 기능유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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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발 기능 : 기존 소프트웨어에 존재하지 않아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을 의미한다. 기

능점수방식 SW개발비 산정체계에 따라 산정한다.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은 기존 소프트웨어 기능에서 설계 및 코

드의 변경이 일어나지는 않으나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활동이 반드시 요구되는 기능을 

말한다. 단, 재사용 대상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시스템에

서 개발된 기능들의 재사용과 재사용 업무 특성상 발주자가 명확하게 시험활동을 요구하

는 기 개발된 기능의 재사용을 의미한다.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식별의 일반적 예시 : 타 시스템(재사용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또는 모듈)을 재사용 대상 시스템에

서 수정 없이 재사용하는 기능

수정 후 재사용 기능 : 기존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기능 중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단계에

서 변경이 일어나는 기능이며, 기존 재사용 대상 기능으로부터 산정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재사용 소프트웨어에서 재사용 유형이 식별되면, 이를 바탕으로 재사용 소

프트웨어 규모를 산정한다.

■ 3 단계 : 재개발 대상 기능 규모 산정

○ 신규개발 기능 규모의 산정

• 신규개발 기능 규모 = 신규개발 데이터 규모 + 신규개발 트랜잭션 규모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의 산정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는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 모두에 적용된다. 단, 데이터 

기능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업특성 상 고객의 특이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

적으로 적용된다. 데이터 기능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데이터 기능 산정대

상은 신규로 논리파일을 생성하거나 기존 논리파일의 속성변경 등 수정 후 재사용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중 시험단계 비율 범위 안의 적정 비

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 =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 

※ 시험단계비율(25%) : [표 3-22]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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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험단계 비율 범위 적용방법

- 0%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이나 시험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 25%는 해당 재개발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완전히 새로 개
발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소요됨을 의미한다.

- 0%와 25% 사이의 값은 신규 개발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통합 및 시험 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의 산정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란 기존의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수정이 필요한 

기능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능변경 규모를 산정하고 재사용 난이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기능변경 규모는 기존 소프트웨어에서 기능 중에서 사용환경이나 요구사항에 의하여 변경

되는 기능에 의해 산정된다. 수정 후 재사용 기능 중 기능변경의 식별 기준은 데이터 기

능 변경과 트랜잭션 기능 변경으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 기능변경의 식별 기준

• 데이터기능 변경 : 데이터 기능이 수정 후 재사용 기능으로 식별되려면 기존 데이터 기

능에 구조적인 변경이 있어야 한다. (예 : 필드의 추가 또는 삭제, 속성 변경 등)

• 트랜잭션기능 변경 : 트랜잭션 기능이 수정 후 재사용 기능으로 식별되려면 기존 트랜

잭션 기능에서 사용자 화면의 필드가 추가 및 삭제로 변경되거나, 내부 처리로직의 

변경 또는 참조 되는 데이터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데이터기능 변경 규모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데이터기능 변경 규모 :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기능 중 수정 및 변경이 

일어나는 개별 데이터 기능에 대하여 산정한다. 데이터기능 변경 규모는  변경대상 

데이터 기능점수에 기능변경 영향계수를 곱하여 이들을 모두 합한 데이터 규모의 합

계를 의미한다.

데이터기능 변경 규모 = ∑(재사용 데이터 기능(FP) × 기능변경 영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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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능변경 영향계수는 신규, 수정, 삭제되는 데이터요소유형(DET)의 개수의 합

을 기존 DET의 개수로 나누고 백분율로 환산한 후에 기능점수 영향계수 판단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즉, 기능변경 영향계수는 데이터 기능점수를 이루는 DET의 변경률이 

33%이하이면 0.25, 변경률이 33%를 초과하고 66%이하이면 0.5, 변경률이 66%를 

초과이면 0.75로 산정된다. 

트랜잭션기능 변경 규모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트랜잭션기능 변경 규모 :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트랜잭션 기능 중 수정 및 변경

이 일어나는 개별 트랜잭션 기능에 대해 산정한다. 트랜잭션 변경 규모는 변경대상 트

랜잭션 기능점수에 각 트랜잭션 기능변경 영향계수를 곱하여 이들을 모두 합한 트랜

잭션 규모의 합계를 의미한다.

트랜잭션기능 변경 규모 = ∑(재사용 트랜잭션 기능(FP) × 기능변경 영향계수)

  트랜잭션 기능변경 영향계수는 트랜잭션 기능의 구성요소인 데이터요소유형(DET)과 

참조파일유형(FTR)의 변경률에 의해 산정된다. DET의 변경률은 추가, 수정, 삭제되는 

DET의 개수의 합을 기존 DET의 개수로 나누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FTR의 

변경률은 트랜잭션 기능이 참조하는 내부논리파일(ILF) 또는 외부연계파일(EIF)의 개수

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파일 수를 판단한 뒤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트랜잭션 

변경률은 DET 변경률과 FTR 변경률의 평균값으로 산정한 후 기능점수 영향계수 판

단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즉, 기능변경 영향계수는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이루는 DET

와 FTR의 변경률이 33%이하이면 0.25, 변경률이 33%를 초과하고 66%이하이면 

0.5, 변경률이 66%를 초과이면 0.75로 산정된다. 

데이터요소유형(DET) 및 참조파일유형(FTR) 변경률 산정

• DET 변경률 = (추가, 수정, 삭제 DET 수 / 기존 DET 수) × 100

• FTR 변경률 = (추가, 수정, 삭제 FTR 수 / 기존 FTR 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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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기능 변경률 산정

• 데이터 변경률 = DET 변경률

• 트랜잭션 변경률 = (DET 변경률 + FTR 변경률) ÷ 2

* 단, DET나 FTR 중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2로 나누지 않는다.

  기능변경 영향계수 판단기준

기능 변경률 33% 이하 33% 초과 66% 이하 66% 초과

기능변경

영향계수
0.25 0.5 0.75

(예시) 기능 변경 규모의 산정

• 데이터기능 변경 규모의 산정(예)

기능명

데이터 기능점수 (FP)

개발 요건FP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률

영향
계수

재사용
FPRET DET FP RET DET

직원정보 ILF 1 51 10 1 52 1/51 0.25 2.5 필드 일부 변경

직무정보 ILF 2 20 10 2 25 5/20 0.20 2.5 필드 일부 변경

경력정보 ILF 1 18 7 1 20 2/18 0.25 1.75 필드 일부 변경

자격정보 ILF 1 10 5 - - - - 0 폐기

데이터기능 변경 규모 6.75



2455.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트랜잭션기능 변경 규모의 산정(예)

기능명

트랜잭션 기능점수 (FP)

개발 요건FP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률

영향
계수

재사용
FPFTR DET FP FTR DET

부서정보 
등록

EI 1 15 3 1 21 6/15 0.5 1.5 필드 일부 변경

부서정보
수정

EI 1 15 3 1 21 6/15 0.5 1.5 필드 일부 변경

부서정보 
삭제

EI 1 5 3 1 6 1/5 0.25 0.75 필드 일부 변경

직원정보 
등록

EI 2 30 6 3 36
(1/2+6/
30)/2

0.25 1.5 필드 일부 변경

직원정보
수정

EI 2 30 6 - - - - 0 폐기

트랜잭션기능 변경 규모 5.25

• 보정 전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의 산정(예) 

  보정 전 수정 후 재사용 기능(기능변경) 규모 = 6.75FP + 5.25FP = 12FP

■ 4 단계 : 재사용 난이도 산정

보정 전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에 재사용 난이도를 적용하여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

모를 산정한다.

○ 재사용 난이도 수준

재사용 난이도 수준은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난이도에 의해 산정되는데 재사용 소프트웨어

의 ‘① 구조화 및 어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와 ‘②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 정도’에 

의하여 산정한다. 

• 재사용 난이도 수준 = 1 + {(① + ②) ÷ 2} / 100 × 0.8 

① 구조화 및 어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는 대상 프로그램의 구조화 및 모듈화 정도 그리

고 모듈과 어플리케이션의 대응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② 문서화 및 소스코드의 서술화 정도는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시스템 설명서, 사용자 

설명서 등의 문서화 정도와 대상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주석부분의 

서술화 정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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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재사용 난이도 산정의 예시

평가 예시 : 대상 프로그램의 구조화 및 어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가 어려움(40), 문

서화 및 소스코드의 서술화 정도가 보통(30)로 평가되었다면, 재사용 난이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재사용 난이도 수준 = 1 + {(40 + 30) ÷ 2} / 100 × 0.8 = 1.28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 기준표4-41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음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재사용 
난이도

50 40 30 20 10

①
구조화 및 
어플리케이
션 명확화 

정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
능의 대응 

정도가 거의 
없음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
능의 대응 

정도가 
낮은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보통 
정도로,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

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수준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

능의 대응 
정도가 높은 

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

능의 대응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②
문서화 및 
소스코드의 
서술화 정도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어려운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어려운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잘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용이한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의 

서술화가 모두 
잘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용이한 수준

보정 전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에 재사용 난이도를 적용하여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

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 기능변경 규모 × 재사용 난이도



2475.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5 단계 :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및 재개발원가 계산

○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계산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신규개발 기능 규모와 보정된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그리

고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를 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신규개발 기능 규모 +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

○ 보정 전 재개발원가 산정

산정된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 재개발 원가를 구

한다. 

※ 기능점수당 단가는 대가 적용시점의 단가를 사용한다.

○ 보정 후 재개발원가 산정

보정 전 재개발원가는 재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규모, 애플리케이션 복잡성 등과 

같은 각 사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재개발비용이다. 

사업의 수행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적 요인들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대가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재개발원가를 보정한다. 

각 보정계수의 식별과 적용 기준에 대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참고한다.

■ 6 단계 : 직접경비 및 이윤 계산

○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해당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직접경비

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 이윤

이윤은 보정 후 재개발원가의 25%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 7 단계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보정 후 재개발원가에 직접경비 및 적정 이윤을 합산하여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를 산정한다.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의 산정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보정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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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발
기능 규모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시험단계
비율(0~25%)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보정 전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재사용
난이도

구조화 및 어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 정도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재개발 기능 
규모

기능점수 당 단가

보정 전 
재개발원가

보정계수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보정 후 
재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

재개발 
사업대가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5.1.4 산출물

앞 절에서 설명한 재개발비 산정 내역을 종합하여 정리하기 위한 계산양식은 다음의 표와 
같다. 

재개발비 산정 내역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표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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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적용사례

재개발 대가의 적용 절차에 따른 산정 사례의 예제는 다음과 같다.

■ 1 단계 : 사전준비

○ 재개발 요건

‘가’기관에서 기 운영 중인 ‘나’소프트웨어의 재개발사업을 발주하게 되었다.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일부 기능은 수정 후 재사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추가기능의 개발도 요구된다.

타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표준화된 기능을 수정 없이 재사용하는 요구사항도 
존재한다.

■ 2 단계 : 재개발 대상 기능유형 식별

○ 재개발 대상 기능 유형 식별

 본 사례에서 식별된 재개발 대상 기능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규개발 소프트웨어 기능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 수정 후 재사용 기능

■ 3 단계 : 재개발 대상 기능 규모 산정

○ 신규개발 기능 규모의 산정

• 신규개발 기능 규모: 300FP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의 산정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100FP

시험단계의 비율: 25% 적용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 = 100FP ☓ 0.25 = 25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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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변경 규모의 산정

• 기능변경 규모의 산정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능 중 DET의 변경률이 33%이하로 데이터 기능변경 

영향계수가 0.25로 적용되는 데이터 기능변경 규모의 합계가 100FP이고, DET의 변경률

이 33%초과, 66%이하로 데이터 기능변경 영향계수가 0.5로 적용되는 데이터 기능변경 

규모의 합계가 200FP, DET 변경률이 66%초과로 데이터 기능변경 영향계수가 0.75로 

적용되는 데이터 기능변경 규모의 합계가 100FP로 산정되었다.

기능변경 데이터 규모 = 100FP ☓ 0.25 + 200FP ☓ 0.5 + 100FP ☓ 0.75 

= 200FP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트랜잭션 기능 중 DET 및 FTR 변경률의 평균이 33% 이하로 

트랜잭션 기능변경 영향계수가 0.25로 적용되는 트랜잭션 기능변경 규모의 합계가 

200FP이고, 변경률이 33%초과, 66%이하로 트랜잭션 기능변경 영향계수 0.5로 적용되는 

트랜잭션 기능변경 규모의 합계가 600FP이고, 변경률이 66% 초과로 트랜잭션 기능변경 

영향계수가 0.75로 적용되는 트랜잭션 기능변경 규모의 합계가 400FP로 산정되었다.

기능변경 트랜잭션 규모 = 200FP☓0.25 + 600FP☓0.5 + 400FP☓0.75

= 650FP

기능변경 규모 = 기능변경 데이터 규모 + 기능변경 트랜잭션 규모

= 200FP + 650FP = 850FP 

■ 4 단계 : 재사용 난이도 산정

○ 재사용 난이도 수준 평가

구조화 및 어플리케이션 명확성 정도 :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잘 대응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 기능의 대응 정도가 높은 편임 : 쉬움 = 20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 정도 :문서화가 잘되어 있으나 소스코드 서술화는 잘 되어 있

지 않음.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용이한 수준임 : 쉬움 = 20

재사용 난이도 수준 = (구조화 및 어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 +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

화 정도) ÷ 2 = (20 + 20) ÷ 2 = 20

• 재사용 난이도 수준 = 1 + {(20 + 20) ÷ 2} / 100 × 0.8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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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의 산정

•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 기능변경 규모 ☓ 재사용 난이도

=  850FP × 1.16 = 986FP

■ 5 단계 :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및 재개발원가 계산

○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계산

•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신규개발 기능 규모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
  +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 300FP + 25FP + 986FP
= 1311FP

 

○ 보정전 재개발원가 산정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 재개발원가를 산정한다.

현재 적용 단가는 기능점수당 553,114원이다.

• 보정전 재개발원가 = 1,311FP × 553,114 = 725,132,454원

○ 보정후 재개발원가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규모/연계복잡성/성능/운영환경 호환성/보안성 수준에 대한 보정계수 각각

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구   분 적용기준 보정계수

규모 보정계수 =0.4057×(loge(기능점수)-7.1978)2+0.8878 0.8878

연계복잡성 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성능 요구사항 피크타임에 중요 1.00

운영환경 호환성 운영환경 호환 요구 없음 0.94

보안성 수준 암호화, 시큐어코딩 요구 1.00

이에 따라 보정후 재개발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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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능
점수

기능
점수 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1,311 553,114 0.8878 0.94 1.00 0.94 1.00 568,837,463

보정후 재개발원가 568,837,463

■ 6 단계 : 직접경비 및 이윤 계산

○ 직접경비

본 사업에서 정한 직접경비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보고서인쇄비  상세요구분석서 등 4종 1,000,000

출장여비 5인 × 20회 1,000,000

합 계  2,000,000

○ 이윤

이윤은 보정 후 재개발원가의 25%를 적용하였다.

산정기준 보정후 재개발원가 적용률 이윤(원)

보정후 재개발원가의 25%이내 568,837,463 25% 142,209,366

■ 7 단계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보정 후 재개발원가에 직접경비 및 적정 이윤을 합산하여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를 산정한다.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의 산정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보정 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568,837,463 + 2,000,000 + 142,209,366

= 713,04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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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정한 재개발비 산정 내역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규개발
기능 규모

300FP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100FP
시험단계

비율(0~25%)
25%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
25FP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보정 전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850FP

재사용
난이도

1.16

구조화 및 어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

20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 정도

20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986FP

재개발 기능 
규모

1,311FP 기능점수 당 단가 553,114원

보정 전 
재개발원가

725,132,454원 

보정계수 규모 0.8878
연계

복잡성
0.94 성능 1.00

운영
환경

0.94 보안성 1.00

보정 후 
재개발원가

568,837,463원

직접경비 2,000,000원

이윤 142,209,366원

재개발 
사업대가

(부가세 별도)

713,046,829원 (부가세 별도)

784,351,512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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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예외사항

○ 예외사항의 처리 

재개발 사업대가는 기능점수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

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한다.

○ 기능 변경 없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변경하는 경우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만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점수로 도출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소요되는 투입공수를 투입공수 기반으

로 산정하여 사업대가에 추가한다.

단, 기능변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대가를 적용하

여 산정한다.

○ 기능 변경 없이 내부 로직만 변경하는 경우

데이터요소유형(DET)이나 참조파일유형(FTR)의 변경 없이 단순 로직만 변경하여 프로그

램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은 유지관리 사업

에서 반영하여 처리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에서 기능 변경없이 

단순 로직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기능점수에서 반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내부 로직 변경에 소요되는 투입공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사업대가에 추가하여 

재개발 사업대가를 산정한다.

○ 기능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의 프레임워크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업그레이드하

는 경우

이 경우에도 기능 변경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재개발 사업대가를 적용하기가 모호해 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자하는 재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규모에 수정영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수정영향계

수를 변경재사용 기능 규모를 산정할 때 적용한 수정영향계수를 적용하는데 0.25, 0.5, 

0.75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프레임워크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유사

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현재의 재사용 소프트웨어를 재개발 하는 경우에는 수정영향계수

를 0.25로 적용하고, 상당히 다른 경우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거나 다른 종류의 프로그래

밍 언어로 변경할 경우에는 수정영향계수를 0.75를 적용하여 재개발 사업대가를 적용한

다. 프레임워크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경 수준이 보통인 경우에는 0.5를 적용하여 재개

발 기능 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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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함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 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본 가이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적용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기준은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

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발전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이나 발주 시 적정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산정 가이드의 배경

기존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산정은 2005년 정보통신부 소프트

웨어사업 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2호)에 포함되어, 지식경제부 고시로 유지됐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기준'은, 정부의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 대가의 민

간 자율 기준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따라 2012년 2월 26일부터 

폐지하였다.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고시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공공 기관의 관련 예산 수립

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기존 고시 형태로 유지되었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가 개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당 가이드에서는 기존의 고시 형태로 유지되어 왔던 설명 체계를 개선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대가의 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대가 산정을 편리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함께 제공하였다.

그 후 변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과 2011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의 미흡한 내

용을 보완하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합본된 형태로 금번에 공표하게 되었다. 이번

1 개요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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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정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에서는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를 추가하고 기존의 작업

요소에 대한 일일작업량 표준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제경비의 

적용 방식을 더욱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의 적정 제경비 적용이 쉽게 하였다. 또한 기술 체계

에 있어 이미 공표되고 있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개선함으

로써 이해의 용이성을 도모하였다.

1.3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수립 경과

① 1997년 7월 23일, 동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고시 1997-57호로 ｢소프트

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을 제정 고시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산정 기준을 최초로 

포함하여 고시

② 2005년 5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5-22호로 개정 고시

• 데이터구축 방식에 따른 작업요소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개정

③ 2009년 5월,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02호로 개정 고시 

• 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에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포함

④ 2010년 2월,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52호로 개정 고시

•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고시 폐지(2012년 2월 26일)

⑤ 2011년 12월, '데이터베이스 대가기준 가이드' 마련

• 기존 현대간행물, 고전적자료 이외 고전적자료 전문공정, 동영상, 음성 자료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대가기준 가이드' 개발

⑥ 2012년 1월,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2. 01. 12.)에 

｢데이터베이스 대가기준 가이드｣ 준용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를 DB 구축관련 경비 집행 기준으로 

준용

⑦ 2014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개선 연구

•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 작업 그룹에 대한 대가 기준 및 스캔 공정 대가 보완을 위

한 연구

⑧ 2017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통합 예정

•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 작업 그룹에 대한 대가 기준 및 스캔 공정 대가 보완을 위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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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적용 범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은 데이터 가공․제작 과정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공․제작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서

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

여야 한다.

① 문헌 등을 문자입력방식으로 디지털화 하는 경우

② 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③ 문헌 등의 목록이나 서지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등의 형태

로 구축하는 경우

④ 문서 등의 기록물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경우

⑤ 동영상, 음성 등의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경우

⑥ 자료 서비스를 고도화 하기 위해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생성 가공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경우

1.5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가 산정 기준 정의 및 해설

1.5.1 일반공정, 전문공정, 추가공정 등의 구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정을 자료의 가공 정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공정과 전문공정 

그리고 추가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반공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헌 등을 문자입력 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혹은 

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정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공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반공정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경험 등이 요

구되어 관련분야의 전문가 투입이 필요한 공정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가공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필요

한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정의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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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현대자료와 고전적자료의 구분

데이터베이스구축의 대상이 되는 원시자료는 제책형태별로 현대문서, 현대서, 고문서, 고도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책형태별로 작업 내용, 작업난이도 및 투입공수의 차이가 현격

하므로 이들 대상자료의 생성 시기를 기준으로 현대자료와 고전적자료로 구분한다.

① 현대자료(간행물 및 편철문서)와 고전적자료의 구분의 시기적 기준은 대한제국(1910년)

으로 한다. 1910년 이전은 고전적자료로 1911년부터는 현대간행물로 한다.

② 시기적으로 현대자료의 범주에 속하나, 고서의 영인 또는 복제본이거나 도서 및 문헌의 

형태 및 내용상 고전적 자료 유형의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예: 한자 및 고어로 구성된 

역사적 자료, 필사로 된 일제시기 문서류 등)에는 고전적자료 작업요소를 적용할 수 있

다.

③ 현대적인 인쇄술에 의해 조판된 형태의 도서 및 문헌일지라도, 내용상 한자 및 고어 

등으로만 구성되어 이의 입력 및 이해를 위해 고전적 자료의 작업 형태가 요구되는 경

우에는, 물리적인 도서 및 문헌의 반출입·스캔 등은 현대자료의 작업요소를 활용하고, 

내용의 입력·메타데이터 제작 등은 고전적자료의 작업요소를 활용한다.

④ 기타 도서 및 문헌의 범주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 자

료 유형을 적용한다.

1.5.3 인건비 등급 적용 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인건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종업원 및 노무자

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인건비 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적용된다.

① 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에 의해 산정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

  2. 연간 기본급의 4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상여금

  3.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퇴직급여충당금

② 각 작업요소별 보정요소별 인건비 적용 기준은 대가기준표에 따른다. 대가기준에 명시

되지 않은 작업요소는 자료의 난이도에 따라 인건비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인건비의 적용기준은 [표-02]과 같다.

1.5.4 1일 작업량의 산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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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1일 작업량 산정이 필요한다. 1일 작업량 산정은 각 작업요소별로 ‘단위 기초공수’로 

정의된다. ‘단위 기초공수’라 함은 평균적인 난이도를 가지는 작업환경에서 기본이 되는 

자료를 1일(8시간 기준)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자료량이다. 이러한 작업량은 자료의 난이도나 

가공요구 정도에 따라 ‘보정요소’로 정의되어 각 자료의 가공 공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로 정의되고 이를 계수화한 것이 보정계수이다.

① '기초공수'라 함은 단위 기초공수에 구축대상 작업량을 곱한 공수를 말한다.

② '소요공수'라 함은 기초공수에 작업환경에 따른 보정요소를 적용한 공수를 말한다.데이

터베이스 구축비 인건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종업원 및 노무

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인건비 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적용된다.

1.5.5 대상자료의 기준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료별로 산정 단위가 통일되어야 정

확한 산출이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되는 작업 기준 단위는 아래와 같다.

① “권, 철, 책”은 하나의 물리적인 묶음으로 된 도서 및 문헌 등의 단위로서 현대간행

물에서는 권,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에서는 철, 고전적 자료에서는 책이라고 한다.

③ “면”은 도서 및 문헌 등의 쪽 단위를 말한다.

④ “컷”은 한 번의 스캔 또는 촬영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단위를 말한다.

⑤ “편”은 권 또는 책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구분단위로서 한 건의 메타데이터 작성대상

이나 최종점검 단위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⑥ “건”은 특정 작업의 단위로 구분되는 일의 단위로서 목차 연계, 색인어 추출 등의 

단위를 말한다.

⑦ “자”는 글자를 세는 단위로 완성된 낱개의 문자를 기본 단위로 한다. 연속되지 않는 

부호나 공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⑧ “매”는 자료의 집필이나 번역에 주로 사용되는 작업 단위로서 200자 원고지 1매를 

말한다.

1.5.6 기타 용어 해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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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축 1일 작업량

평균적인 난이도를 가지는 작업환경에서 기본이 되는 자료를 1일(8시간 기준, 휴식 시

간 포함)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자료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정요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별로 자료의 난이도나 가공요구 정도에 따라 가공 공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정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정요소별 가공 공수별 난이도로 기본 공수에 곱하는 계수

기초공수

1일 작업량의 역수에 구축대상 작업량을 곱한 공수

소요공수

기초공수에 작업환경에 따른 보정요소를 적용한 공수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

목차링크(TOC 정보)

도서의 목차와 본문을 연계하는 정보

색인

기록물 건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항목과 그 구체적인 내용

이체자(異體字)

정자(正字)와 의미는 같으나 자형이 다른 한자

신출자

유니코드 Super CJK 7만여자 범위 이외의 한자

해서체

글자의 획이 뚜렷한 한자

행서체

글자의 부분 획이 흘려 씌어진 한자

초서체

글자의 전체 획이 흘려 씌어진 한자

탈초

초서체 및 행서체 고전적 자료를 판독하는 작업, 초서나 필사체로 된 한문이나 한글, 

일본어 등의 문서를 읽기 쉽게 정서하거나 입력하는 것을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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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군집화

낱자 단위로 분리된 글자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일정한 상관성과 공통성에 따라 유사

한 이미지별로 모으는 작업

일자대조

글자 이미지를 군집화하여 교정하거나 글자이미지와 입력된 글자를 병렬시켜 글자 하

나하나를 직접 비교 대조하여 교정하는 작업

축자대조

입력된 파일을 낱자 단위로 원본의 글귀대로 대조하여 교정하는 작업

캡처링

아날로그 음성이나 영상 신호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작성하는 작업

랜더링

컴퓨터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영상이나 모델 데이터를 완료된 자료로 영상화하는 작업



Part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26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구분 임금 적용기준 비고

전문작업자
(‘가’급)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연구원 임금 단가

※ 작업자 등급은 전문작업자(‘가’급), 
전문작업자(‘나’급), 전문작업자(‘다’급)으로 
나눈다. 전문작업자(‘가’급)는 공정 전문가 
경력이 6년이상인 작업자, 
전문작업자(‘나’급)은 3년이상 6년 미만인 
작업자, 전문작업자(‘다’급)는 3년미만의 
작업자를 말한다.

※ 적용될 인건비 기준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준용하며,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한 월 단가를 일 임금으로 
변환하여 적용한다.

전문작업자
(‘나’급)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연구보조원 임금 단가

전문작업자
(‘다’급)

<자료입력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보조원 임금 단가

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1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만 산정한다. 투입공수에 의한 데이터베이

스구축비 산정방식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M/D(Man-Days) 방식을 말한다. 단, 투입인력의 직

접인건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1.1 개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표-01]과 같이 직접인건비, 제경비, 이윤 및 직접경비로 구성된다.

표5-1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구성 요소

구분
대가산정 
핵심요소

비용 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76% 이하
 ③ 이윤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10% 이하  ④ 직접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자의 등급별 임금 기준은 [표-02]와 같다. 

표5-2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자의 등급별 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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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장비 사용료

전문가 비용

인쇄, 청사진비

위탁비, 현장운영비

소프트웨어 사용료

여비

자료조사비

모형 제작비

지급이자

특수자료비

기자재시험비

그 외의 직접비용

제경비

프로젝트 관리자 인건비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타 제경비용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원의 급여

비품비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일반공정
(현대간행물, 

현대비도서편철문서, 
고전적자료, 동영상, 음성)

전문 작업 공정

추가 작업 공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

상
여
금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세부 구성요소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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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절차별 주요 내용

표5-3 투입공수방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업무를 정의한다.
○ 데이터베이스화 할 대상 자료 및 개발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한다.
○ 구축 대상 자료의 물량을 작업요소별로 

산정한다.

구축대상
업무범위 및 
물량

1. 사전준비

↓
↓

↓ ○ 현대간행물 일반공정, 고전적자료 일반공정, 
고전적자료 전문공정, 동영상, 음성, 추가공정 
등의 소요공수표를 작성한다.

등급별
투입공수

2. 소요 공수 계산

↓

○ 소요공수에 기초하여 구축 인건비를 산정한다.
  – 직접인건비 = 투입 기술자의 등급별 공수 ×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자 등급별 평균 임금
직접인건비

3. 직접인건비 계산

↓

○ 구축업무에 관련된 제경비 및 이윤을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76% 이하
  – 이윤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10% 

이하

제경비
이윤

4. 제경비 및 이윤 계산

↓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5. 직접경비 계산

↓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산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이윤 + 직접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6.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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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유형 규 모

일반
공정

현대간행물

도서 권

이미지 면 또는 컷

메타데이터 편

목차
목차입력 자

목차링크 건

텍스트 자

현대비도서
편철문서

문서 면

색인 건

고전적자료

도서 책

이미지 면 또는 컷

메타데이터 편

목차
목차입력 자

목차링크 건

텍스트 자

동영상 동영상 편(60분)

음성 음성 편(60분)

전문 작업 공정

기사제목 건

색인어 생성 건

해제생성 매

탈초 자

표점 자

주석 건

원문오류수정 자

추가 작업 공정

2.1.3 단계별 설명

■ 1단계 : 사전준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자료를 확정하고, 목표한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공정을 정의한다. 공정별 및 대상 자료 유형별 물량의 정리에는 [표-04]의 양식을 활용

할 수 있다.

공정 및 자료유형별 물량 정리 양식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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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작업요소별 소요 공수 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소요 공수의 산정 방식은 공정의 특성 및 원시자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표-05]에 소요공수의 산정을 위해 정의되어 있는 작업 그룹을 나타내

었다. 

자료 및 공정 유형에 따른 작업그룹표5-5

공정유형

자료유형
일반공정 전문공정 추가공정

현대자료
현대간행물 작업그룹[A1]

전문 작업그룹[B1] 추가 작업 정의[C1]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작업그룹[A2]

고전적자료 고전적자료 작업그룹[A3]

멀티미디어자료
동영상 작업그룹[A4]

음성 작업그룹[A5]

각 작업그룹별로 정의되어 있는 작업요소와 각 작업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1.4

절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업

을 정의하여 소요 공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단, 발주 기관에서 소요 공수의 내부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 사업에 적용되는 작업요소를 식별한다.

○ 작업요소별 대상 물량을 확인한다.

○ 작업요소별로 대상 물량을 일일작업량으로 나누어 작업요소별 기초공수(MD: Man·Day)

를 산정한다.

     작업요소별 기초공수(MD) = 대상 물량 / 일일작업량

○ 작업요소별 기초공수에 작업 특성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를 곱하여 작업요소별 소요공수

(MD)를 산정한다. 

     작업요소별 소요공수(MD) = 작업요소별 기초공수 ×  보정계수

○ 자료단위별로 보정요소가 다르면 보정요소별로 소요공수를 산정하여 작업요소별로 합산

한다. 같은 작업단위에서 비율로 보정요소를 적용해야 할 경우 각 보정요소별로 비율을 

곱하여 소요공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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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작업요소 보정요소 대상물량 기초공수 보정계수 소요공수 작업자등급

1
자료 반출입 
및 관리

권 전문작업자(다)

2 일괄스캔 면 전문작업자(다)

3 낱장스캔
면 전문작업자(다)

면 전문작업자(가)

4
이미지 보정 
및 검증 

면 전문작업자(다)

5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편 전문작업자(다)

6 목차입력 자 전문작업자(다)

7 목차링크 건 전문작업자(다)

8 목차검증 자 전문작업자(다)

9 원문입력 자 전문작업자(다)

10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자 전문작업자(다)

11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자 전문작업자(다)

12 태그입력 면 전문작업자(다)

13 태그검증 면 전문작업자(다)

14
형식 및 
연계점검 
(웹검증)

편 전문작업자(다)

작업자
등급별

소요공수
합계

전문작업자(가) MD

전문작업자(나) MD

전문작업자(다) MD

○ 작업요소별 소요공수 산정에는 [표-06]과 [표-07]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표-06]의 

양식은 고전적자료의 작업요소를 적용한 예시이고, [표-07]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기

준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정의 작업요소에 대한 소요공수 산정 양식의 예시

이다. 실제 활용시에는 해당 작업요소로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작업요소별 소요공수 산정 양식 (고전적자료의 예)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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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작업요소 대상물량 기초공수 보정계수 소요공수 비고

15 자료 수집 전문작업자(나)

16 현지 조사 전문작업자(가)

작업자
등급별

소요공수
합계

전문작업자(가) MD

전문작업자(나) MD

전문작업자(다) MD

추가공정의 소요공수 산정 양식 (예)표5-7

■ 3 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직접인건비는 사업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들에 대한 평균 임금

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적용한다. 대가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 평균 임금을 적용한다.

○ 작업요소별 소요공수에 해당 작업요소에서 요구되는 작업자 등급의 임금을 곱하여 

작업요소별 직접인건비를 산정한다.

     작업요소별 직접인건비 = 작업요소별 소요공수 ×  작업자 등급별 임금

○ 작업요소에서 요구되는 전문작업자는 각각 학술연구용역 인건비의 연구원, 연구보조

원 및 보조원의 월 임금을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하고 한달기준 일수인 22일로 

나누어 적용한다. 

○ 2021년 인건비 적용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인건비 적용 기준표5-8

구분 등급 일임금(원/일) 비고

학술연구용
역 인건비
기준단가

전문작업자 (가) 226,263원
※ 적용될 인건비 기준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준용하며,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한 월 단가를 일 임금으로 변환하여 
적용한다.

전문작업자 (나) 151,249원

전문작업자 (다) 113,4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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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작업요소 대상물량 단가 금액 비고

17 번역 면 원 원

18 현장촬영 컷 원 원

금액 합계 원

구분
단위별 

총소요공수
임금단가 금액 작업자등급

일반
공정

현대간행물 
작업그룹

113,441 전문작업자(다)

226,263 전문작업자(가)

현대비도서편철
문서 작업그룹

113,441 전문작업자(다)

고전적자료 
작업그룹

113,441 전문작업자(다)

226,263 전문작업자(가)

113,441 전문작업자(다)

동영상 작업그룹 226,263 전문작업자(가)

음성 작업그룹 226,263 전문작업자(가)

전문
공정

전문 작업그룹
151,249 전문작업자(나)

113,441 전문작업자(다)

○ 작업요소의 인건비가 물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09]와 같

이 물량에 단가를 직접 곱하여 산정한다. [표-09]는 번역 및 촬영에 대한 예시로서, 실

제 적용시에는 해당 작업요소로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단가 기준 직접인건비 산정 양식(예)표5-9

○ 작업요소별 직접인건비를 합산하여 해당 사업의 직접인건비를 산정한다. 

     직접인건비 = Σ(작업요소별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총괄표 양식(예)표5-10



Part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27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구분
단위별 

총소요공수
임금단가 금액 작업자등급

추가 
공정

공수
기준

226,263 전문작업자(가)

151,249 전문작업자(나)

113,441 전문작업자(다)

단가기준 - -

합계 원

※ 적용 임금단가는 인건비 기본급에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4 단계 : 제경비 및 이윤 계산

제경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의 76% 범위 내에서 사업 기간이나 특성을 감안하

여 산정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나 직접경비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프로젝트 관리자 인건비 및 회사 간접비, 작업장 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이윤은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의 특성, 대가기준 대비 사업의 추가 요구 사항 등을 감안하

여 당해 사업에 적용할 제경비 비율을 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에 해당 제경비 비율을 곱하여 제경비를 산정한다.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 이윤율을 곱하여 이윤을 산정한다.

■ 5 단계 : 직접경비 산정

직접경비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2.1.1절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의 계상 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표-11]의 양식을 직접경

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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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제 경 비 인건비 합계×(    )%

이    윤 (인건비 합계+제경비)×(    )%

직접경비 직접경비 산출의 합

소  계

부가세

총  계

직접경비 산정 양식표5-11

직접경비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원

■ 6 단계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아래의 산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산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이윤 +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 소요공수 × 평균 임금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76% 이내
– 이윤=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10% 이내
– 직접경비 =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총괄 산정을 위해 다음 [표-12]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총괄 산정 양식표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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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1일 

작업량
작업자
등급

보정요소
보정계수(검증횟수)

1회 2회 3회

① 자료 
반출입 및 
관리

68권/일
전문작업자

(다)

자료집중
목록 보유 1.00

목록 미보유 2.00

자료분산
목록 보유 2.97

목록 미보유 4.00

② 일괄스캔 7,554면/일
전문작업자

(다)

A4 이하

권당  250면 초과 1.00

권당 151면~250면 이하 1.24

권당 150면  이하 1.89

A4초과  
B4이하 
도서

권당  250면 초과 1.89

권당 151면~250면 이하 2.34

권당 150면  이하 3.43

B4 초과  
A3 이하  
도서

권당  250면 초과 2.31

권당 151면~250면 이하 2.84

권당 150면  이하 4.09

③ 낱장스캔 1,638면/일

전문작업자
(다)

보통(취급
난이도)

균일(크기) 배지없음 1.00

비균일(크기) 배지없음 3.54

복잡(취급
난이도)

균일(크기)
배지없음 1.13

배지필요 1.60

비균일(크기)
배지필요 6.14

배지필요 8.72

전문작업자
(가)

매우복잡(
취급난이
도)

균일(크기)
배지없음 3.93

배지필요 5.58

비균일(크기)
배지없음 8.77

배지필요 12.45

2.1.4 작업요소 설명

이 절에서는 각 작업그룹별로 포함되어 있는 작업요소와 해당 보정요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현대간행물 작업그룹[A1]

현대간행물 작업그룹은 현대적인 인쇄술에 의해 조판된 형태의 도서 및 문헌으로 내용

상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한글 및 외국어 등)로만 구성되어 이의 입력 및 이해

를 위해 현대적 자료의 작업 형태가 요구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13개의 작업요소

로 구성된다. 현대간행물 작업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다.

현대간행물 작업그룹표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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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1일 

작업량
작업자
등급

보정요소
보정계수(검증횟수)

1회 2회 3회

④ 이미지 
보정 및 
검증

2,216면/일
전문작업자

(다)

보통
흑백 1.00 1.5 2

컬러 2.31 3.47 4.62

복잡 9.58 14.37 19.16

매우복잡 14.16 21.24 28.32

⑤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50편/일
전문작업자

(다)

단순

한국어 0.62 0.82 1.00

한자 1.24 1.64 2.00

영어 1.24 1.64 2.00

일본어 1.24 1.64 2.00

중국어 1.86 2.46 2.99

기타외국어 1.86 2.46 2.99

보통

한국어 1.00 1.32 1.61

한자 2.00 2.64 3.22

영어 2.00 2.64 3.22

일본어 2.00 2.64 3.22

중국어 3.00 3.96 4.83

기타외국어 3.00 3.96 4.83

복잡

한국어 1.85 2.44 2.98

한자 3.70 4.88 5.96

영어 3.70 4.88 5.96

일본어 3.70 4.88 5.96

중국어 5.55 7.33 8.94

기타외국어 5.55 7.33 8.94

⑥ 목차입력 39,848자/일
전문작업자

(다)

일반

한국어 1.00 

한자 3.00 

영어 0.80 

일본어 3.00 

중국어 3.00 

기타외국어 5.00 

목차추가
생성

한국어 1.50 

한자 3.97 

영어 1.14 

일본어 3.97 

중국어 3.97 

기타외국어 5.55 

⑦ 목차링크 11,070건/일
전문작업자

(다)
해당 사항 없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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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1일 

작업량
작업자
등급

보정요소
보정계수(검증횟수)

1회 2회 3회

⑧ 목차검증 46,868자/일
전문작업자

(다)

일반

한국어 1.00 1.80 2.50 

한자 2.92 5.26 7.30 

영어 1.97 3.55 4.93 

일본어 2.92 5.26 7.30 

중국어 2.92 5.26 7.30 

기타외국어 2.92 5.26 7.30 

목차추가
생성

한국어 1.43 2.57 3.58 

한자 3.38 6.08 8.45 

영어 2.38 4.28 5.95 

일본어 3.38 6.08 8.45 

중국어 3.38 6.08 8.45 

기타외국어 3.38 6.08 8.45 

⑨ 원문입력 43,216자/일
전문작업자

(다)

한국어 1.00 

영어 0.80 

일본어 3.00 

중국어 3.00 

기타외국어 5.00 

한자 5% 이상 포함 3.00 

수식 5% 이상 포함 3.00 

표 5% 이상 포함 5.00 

⑩ 원문검증 73,655자/일
전문작업자

(다)

한국어 1.00 1.80 2.50 

한자 2.00 3.60 5.00 

영어 2.00 3.60 5.00 

일본어 3.11 5.60 7.78 

중국어 3.11 5.60 7.78 

기타외국어 3.11 5.60 7.78 

수식 2.00 3.60 5.00 

표 3.00 5.40 7.50 

⑪ 태그입력 246면/일
전문작업자

(다)

보통 1.00 

복잡 2.00 

⑫ 태그검증 1,105면/일
전문작업자

(다)

보통 1.00 1.90 2.50

복잡 2.00 3.80 5.00

⑬ 형식 및 
연계 점검 
(웹검증)

100편/일
전문작업자

(다)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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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간행물[A1] ① 자료 반출입 및 
관리

1일작업량 68권/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DB구축대상 원시자료를 반/출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대상 원시자료의 목록이 있는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대상 원시자료가 한 서고 내에 존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자료의 목록으로부터, 대상 원시자료를 찾아서 작업장에 반입한다.

 - 반입한 자료가 목록에 기술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인지를 확인한다.

 - 대상 원시자료가 기 구축된 자료인지의 중복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 원시자료의 상태를 확인한다.

 - 대상 원시자료에 워크시트를 작성 및 부착한다.

 - 작업이 완료된 자료를 원래의 위치에 배가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자료집중
목록보유 1.00 

목록미보유 2.00 

자료분산
목록보유 2.97 

목록미보유 4.00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자료집중 / 자료분산 : 대상 원시자료의 수집 환경에 따라, 여러 기관 또는 동일 기관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건물에서 자료를 색출하여 작업장에 반입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ㆍ 집중 : 대상 원시자료가 한 건물 내에 존재하는 것

  ㆍ 분산 : 대상 원시자료가 여러 건물 내에 존재하는 것

 - 목록보유 / 목록미보유 : 대상 원시자료 목록의 존재 여부를 고려한다.

  ㆍ 목록보유 : 대상 원시자료의 목록이 존재하는 경우

  ㆍ 목록미보유 : 대상 원시자료의 목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업 내에서 신규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 자료의 분류와 재편철을 위한 작업 비용은 본 대가기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추가 

작업요소로 비용을 산정한다.

 - 스캔 등 이후의 작업을 위한 책자 형태 자료의 해철(解綴) 및 재제본 비용 등은 직접경비로 별도 

산정한다.

 - 자료 반/출입 관련 운반비, 포장비 등은 직접경비로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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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간행물[A1]
② 일괄스캔 1일작업량 7,554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해철되어 있는 원시자료를 자동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A4 이하의 도서를 기본으로 흑백/컬러 구분하지 않으며, 요구되는 해상도가 600dpi 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자동 스캐너에 해철된 상태의 원시 자료를 적재하여 스캔한다.

 - 스캔 완료된 자료의 오류 여부와 누락 페이지 등을 확인한다.

 - 일부 자동 스캔이 불가능한 자료를 평판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수동 스캔한다. 단, 수동 스캔하는 

자료의 양은 전체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A4 이하

권당  250면 초과 1.00

권당 151면~250면 이하 1.24

권당 150면  이하 1.89

A4초과  
B4이하 도서

권당  250면 초과 1.89

권당 151면~250면 이하 2.34
권당 150면  이하 3.43

문서  및 
B4초과 도서

권당  250면 초과 2.31

권당 151면~250면 이하 2.84
권당 150면  이하 4.09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스캔 대상 원시자료의 크기를 고려한다.

  ㆍ A4 이하 : 대상 자료가 A4이하

  ㆍ A4 초과 ~ B4 이하 : 대상 자료가 A4초과 B4이하

  ㆍ B4 초과 ~ A3 이하 : 대상 자료가 B4 초과 ~ A3 이하

 - 권당 면수를 고려한다.

  ㆍ 권당  250면 초과 : 대상 자료의 권당 면수가 250면을 초과하는 경우

  ㆍ 권당 151면~250면 이하 : 대상 자료의 권당 면수가 151면~250면 사이인 경우

  ㆍ 권당  150면 이하 : 대상 자료의 권당 면수가 150면 이하인 경우

기타 유의사항

 - 요구되는 해상도가 600dpi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발주자간의 협의에 따라 추가되는 공수를 별도로 

계상한다.

 - 일괄스캔이 불가능한 자료가 전체의 10% 이상일 경우 일괄(자동)과 수동 비율대로 대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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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간행물[A1]
③ 낱장스캔 1일작업량 1,638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전문작업자(가)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해철되지 않은 원시자료를 평판스캐너나 오버헤드스캐너, 도면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스캔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훼손 우려가 없는 A3이하의 자료로서 흑백/컬러를 구분하지 않으며, 요구되는 해상도가 600dpi 

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스캐너에 해철(解綴) 되지 않은 상태의 원시자료를 적재하여 스캔한다.

 - 스캔 완료된 자료의 오류여부와 누락 페이지 등을 확인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작업자등급

보통 
(취급난이도)

균일(크기) 배지없음 1.00 

전문작업자
(다)

비균일(크기) 배지없음 3.54 

복잡 
(취급난이도)

균일(크기)
배지없음 1.13 

배지필요 1.60 

비균일(크기)
배지필요 6.14 

배지필요 8.72 

매우복잡 
(취급난이도)

균일(크기)
배지없음 3.93 

전문작업자
(가)

배지필요 5.58 

비균일(크기)
배지없음 8.77 

배지필요 12.45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보통/복잡/매우복잡 : 대상 자료의 취급 난이도를 고려한다.

  ㆍ 보통 : 훼손 우려가 없는 A3이하의 자료(예: 일반평판스캔)

  ㆍ 복잡 : 훼손 우려가 있거나(예:고전적) 취급이 복잡한 경우(예: 오버헤드스캔, A3 초과하는 도

면스캔 등)

  ㆍ 매우복잡 : 훼손 우려가 있고 취급이 매우 복잡한 경우(예:고전적 촬영 등)

 - 균일/비균일 : 대상 자료의 크기 균일성 여부를 고려한다.

  ㆍ 균일 : 전체 자료 중에서 연속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자료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ㆍ 비균일 : 자료의 크기의 다양하여 전체 자료량 중에서 연속적으로 같은 크기로 작업이 가능

한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또는 동일한 자료라도 크기가 A2 사이즈를 초과하는 자료

 - 배지없음/배지필요 : 배지의 필요 여부를 고려한다.

기타 유의사항

 - 문헌자료 이외의 실물이나 유적지 촬영 등은 본 작업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 작업

요소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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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간행물[A1] ④ 이미지 보정 및 
검증

1일작업량 2,216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스캔 작업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 파일을 보정 및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스캔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가 흑백이고, 해상도가 600dpi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보정 및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 이미지의 기울기를 조정한다.

 - 이미지의 여백을 조정하고 센터링한다.

 - 스캐너로 인하여 발생한 노이즈(잡티 등)를 제거한다.

 - 보정된 이미지를 원시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1회검증 2회검증 3회검증

보통 (흑백) 1.00 1.50 2.00

보통 (컬러) 2.31 3.47 4.62

복잡 9.58 14.37 19.16

매우복잡 14.16 21.24 28.32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보통(흑백/컬러)/복잡/매우복잡 : 대상 파일의 크기 및 보정 요구의 난이도를 고려한다.

  ㆍ 보통(흑백) : 흑백 이미지 기본 보정 기울기, 여백조정, 센터링, 본문 외 잡티 제거, 스캐너 노

이즈 제거 등)

  ㆍ 보통(컬러) : 컬러 이미지 기본 보정 기울기, 여백조정, 센터링, 본문 외 잡티 제거, 스캐너 노

이즈 제거 등)

  ㆍ 복잡 : 이미지 기본 보정과 더불어 전문적인 컬러 색보정, 본문 내 잡티 제거, 원문의 얼룩 

제거, 페이지 번호 수정 등이 포함된 경우

  ㆍ 매우복잡 : 이미지 복잡 보정과 더불어 파일 합성 혹은 대형 사이즈(원본 기준 A2 이상) 복

잡 보정의 경우

 - 검증횟수 : 이미지 보정 검증 회수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이미지 합성의 정도가 복잡하거나 여러 장을 합성하는 경우는 본 작업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 작업요소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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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간행물[A1] ⑤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1일작업량 50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정의된 메타데이터 작업지침에 따라 원시자료를 검토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

하고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1회 검증하는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추출 대상 항목의 개수는 8개 초과 15개 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원시자료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한다.

 - 추출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한다. 이 경우 입력 작업자에 의한 입력 점검은 메타데이터 입력에 포

함된다.

 - 입력한 메타데이터를 별도의 공정으로 1회 점검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1회검증 2회검증 3회검증

단순

한국어 0.62 0.82 1.00

한자 1.24 1.64 2.00

영어 1.24 1.64 2.00

일본어 1.24 1.64 2.00

중국어 1.86 2.46 2.99

기타외국어 1.86 2.46 2.99

보통

한국어 1.00 1.32 1.61

한자 2.00 2.64 3.22

영어 2.00 2.64 3.22

일본어 2.00 2.64 3.22

중국어 3.00 3.96 4.83

기타외국어 3.00 3.96 4.83

복잡

한국어 1.85 2.44 2.98

한자 3.70 4.88 5.96

영어 3.70 4.88 5.96

일본어 3.70 4.88 5.96

중국어 5.55 7.33 8.94

기타외국어 5.55 7.33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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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단순/보통/복잡 : 본 작업요소의 반복성과 추출 항목수를 고려한다.

반복성
항목수

반복성 낮음
(반복률 50%이하)

반복성 높음
(반복률 50%초과)

* 반복률 : 전체 
메타데이터 자료량 
중에서 연속적인 
복사-붙여넣기로 입력 
가능한 자료의 비율

7이하 단순 단순
8~15이하 보통 단순
16이상 복잡 보통

 

 - 한국어/한자/영어/일본어/중국어/기타외국어 : 원시자료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원시자료

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

를 적용한다.

  ㆍ 한자의 경우 메타데이터 추출 내용이 구분되어 원시자료에 한자의 포함 비율이 5%를 초과하

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한문 문장에서 메타데이터 추출할 경우, 별도의 추출 공정을 거쳐야 

한다.

 - 검증횟수 :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1회를 초과하여 점검할 경우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원시자료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과정에 추가의 정보 생성이나 특수 분야의 전문성이 요

구되는 경우 추가 작업요소로 정의하여야 한다.



283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현대간행물[A1]
⑥ 목차입력 1일작업량 39,848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목차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가 한국어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 원시자료에 목차가 존재하고, 원시자료의 목차와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기본으

로 한다.

 - 원시자료의 목차를 입력한다.

 - 목차 입력시 목차의 페이지 번호와 본문 내의 페이지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목차

의 페이지 번호를 수정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일반

한국어 1.00 

한자 3.00 

영어 0.80 

일본어 3.00 

중국어 3.00 

기타외국어 5.00 

목차추가생성

한국어 1.50 

한자 3.97 

영어 1.14 

일본어 3.97 

중국어 3.97 

기타외국어 5.55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일반/목차추가생성 : 원문에 목차가 없어서 신규로 생성해야 하거나, 원문의 목차에 비해 더욱 자

세하게 목차를 입력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목차 추가 생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한국어/한자/영어/일본어/중국어/기타외국어 : 원시자료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원시자료

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

를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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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간행물[A1]
⑦ 목차링크 1일작업량 11,070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목차와 원문 간의 링크를 생성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목차와 원문 텍스트 또는 원문 이미지와의 연계 링크를 생성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85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현대간행물[A1]
⑧ 목차검증 1일작업량 46,868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생성된 목차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가 한국어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 원시자료에 목차가 존재하고, 원시자료와 동일한 목차를 생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 생성된 목차를 원시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한다.

 - 생성된 목차의 페이지 번호와 본문 내의 페이지 번호의 정합성을 검증한다.

 - 원문과의 연계 링크를 검증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1회검증 2회검증 3회검증

일반

한국어 1.00 1.80 2.50 

한자 2.92 5.26 7.30 

영어 1.97 3.55 4.93 

일본어 2.92 5.26 7.30 

중국어 2.92 5.26 7.30 

기타외국어 2.92 5.26 7.30 

목차추가생성

한국어 1.43 2.57 3.58 

한자 3.38 6.08 8.45 

영어 2.38 4.28 5.95 

일본어 3.38 6.08 8.45 

중국어 3.38 6.08 8.45 

기타외국어 3.38 6.08 8.45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일반/목차추가생성 : 원문에 목차가 없어서 신규로 생성한 경우나, 원문의 목차에 비해 더욱 자세

하게 목차를 입력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목차 추가 생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한국어/한자/영어/일본어/중국어/기타외국어 : 원시자료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원시자료

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

를 적용한다.

 - 검증횟수 : 목차 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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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간행물[A1]
⑨ 원문입력 1일작업량 43,216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원문 또는 초록의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가 한국어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 원시자료에 한자, 수식, 표가 5%미만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원문 또는 초록의 텍스트를 입력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한국어 1.00 

영어 0.80 

일본어 3.00 

중국어 3.00 

기타외국어 5.00 

한자 5% 이상 포함 3.00 

수식 5% 이상 포함 3.00 

표 5% 이상 포함 5.00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한자/영어/일본어/중국어/기타외국어/수식/표 : 

  ㆍ 원시자료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원시자료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

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원시자료의 한자, 수식, 표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해당 요소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

다. 단, 이 경우 언어에 대한 보정계수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유의사항

 - 원문의 이미지 요소를 스캔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 면수에 대하여 '스캔' 및 '이미지 

보정 및 검증' 작업요소의 작업공수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 현대간행물일지라도 필사로 작성되어 별도의 전문가에 의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 자료 판독을 별

도의 추가 작업요소로 진행한다.



287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현대간행물[A1]
⑩ 원문검증 1일작업량 73,655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입력된 텍스트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가 한국어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 원시자료에 한자, 수식, 표가 5%미만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 입력된 텍스트를 원시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1회검증 2회검증 3회검증

한국어 1.00 1.80 2.50 

한자 2.00 3.60 5.00 

영어 2.00 3.60 5.00 

일본어 3.11 5.60 7.78 

중국어 3.11 5.60 7.78 

기타외국어 3.11 5.60 7.78 

수식 2.00 3.60 5.00 

표 3.00 5.40 7.50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한자/영어/일본어/중국어/기타외국어/수식/표 : 

  ㆍ 원시자료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원시자료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

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원시자료의 한자, 수식, 표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요소에 대한 보정계

수를 적용한다. 단, 이 경우 언어에 대한 보정계수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검증횟수 : 원문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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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간행물[A1]
⑪ 태그입력 1일작업량 246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원시자료의 XML 형식태그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DTD(Document Type Definition)의 Element에 참고문헌이나 각주 미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 입력된 텍스트에 문서구조 및 링크 등 자료의 형식을 표시하는 XML 형식태그를 XML 태그 입력

기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보통 1.00 

복잡 2.00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보통/복잡 : DTD에 일반적인 Element 이외에 참고문헌, 각주, 미주 등 복잡한 Element를 포함하

는 경우에는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업 내에서 DTD를 신규로 정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가비용은 직접경비

로 별도 계상한다.

 - 내용 태깅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가비용은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289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현대간행물[A1]
⑫ 태그검증 1일작업량 1,105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입력된 XML 태그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 입력된 XML 태그의 문법 오류를 검증한다.

 - 입력된 XML 형식 태그를 원시자료의 구조 및 형식과 대조하여 검증한다.

 - XML 태그에 의해 표시된 링크의 유효성 여부를 검증한다. 단, 목차와 원문간의 링크 검증은 '목

차검증' 작업요소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1회검증 2회검증 3회검증

보통 1.00 1.90 2.50 

복잡 2.00 3.80 5.00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보통/복잡 : DTD에 일반적인 Element 이외에 참고문헌, 각주, 미주 등 복잡한 Element를 포함하

는 경우에는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검증횟수 : XML 태그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검증 횟수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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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간행물[A1] ⑬ 형식 및 연계점검 
(웹검증)

1일작업량 100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구축된 자료의 형식 및 연계 정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

함한다.

 - 점검 대상의 항목은 목차와 원문 및 초록과의 연계상태, 메타데이터의 유효성, 원문과 이미지의 

연결 상태의 등을 기본으로 한다.

 - 목차와 원문 및 초록과의 연계 상태를 점검한다.

 - 원문 내의 이미지 연계 상태를 점검한다.

 -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검색을 통하여 메타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한다.

 - 텍스트 혹은 메타데이터의 샘플 내용 검증(7% 미만) 정확성을 점검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1.74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항목 단순/항목 보통/항목 복잡 : 요구되는 점검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한다

  ㆍ 항목 단순 : 형식 및 연계 검증만 요구되고 내용 점검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ㆍ 항목 보통 : 형식 연계 점검과 함께 텍스트 혹은 메타데이터 내용 검증 (7% 미만)이 포함된 

경우

  ㆍ 항목 복잡 : 형식 연계 점검과 함께 텍스트 혹은 메타데이터 내용 검증(7~10%)이 포함된 경우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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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1일 

작업량
작업자
등급

보정요소 보정계수

① 자료반출 
및 문서정리

2,233면/일
전문작업자

(다)

보통 1.00

복잡 2.84

② 문서 
색인 추출, 
입력, 연결 
및 검증

224건/일
전문작업자

(다)

보통

한국어 1.00 

한자 2.00 

영어 2.00 

일본어 2.00 

중국어 3.00 

기타외국어 3.00 

복잡

한국어 1.50

한자 3.00

영어 3.00

일본어 3.00

중국어 4.50

기타외국어 4.50

③ 스캔 및 
점검

2,180면/일
전문작업자

(다)

일반문서

기울기 등 단순보정 1.00

잡티, 펀치홀 제거 등 1.32

도면 - 6.75

④ 문서 
최종 점검

546건/일
전문작업자

(다)
(해당 사항 없음) 1.00

⑤ 재편철 
및 서가배치

10,797면/일
전문작업자

(다)

보통 1.00

복잡 5.24

■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작업그룹[A2]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작업그룹은 공공기관 및 민간에 의해 생산된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5개의 작업요소 및 각각의 보정요소로 구성된다. 현대비도서편

철문서 작업그룹에 포함된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다.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작업그룹표5-14

※ 세부 작업요소 단위로 일일작업량을 세분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별표를 적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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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작업요소별 일일작업량표5-15

작업요소 세부 작업요소
세부  작업요소별 일일작업량

보통 복잡

자료반출 및 문서정리

자료반출 및 관리 17,201 면/일 6,062 면/일

해철 14,894 면/일 5,249 면/일

건분류 5,416 면/일 1,909 면/일

면표시 10,832 면/일 3,818 면/일

정리검증 21,935 면/일 7,731 면/일

문서 색인 추출, 입력, 연결 
및 검증

색인입력 314 건/일 208 건/일

색인검증 779 건/일 517 건/일

문서 최종 점검 최종점검 546 건/일 546 건/일

재편철 및 서가배치

재편철 15,965 면/일 3,049 면/일

보존상자 532,675 면/일 101,730 면/일

서가배치 35,581 면/일 6,795 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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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도서편철문서[A2]
① 자료반출 및 문서정리 1일작업량 2,233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DB구축대상인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에 포함된 문서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다

음 작업들을 포함한다.

 - DB구축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있고 작업인력은 현대비도서편철문서

(기록물) DB구축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을 받은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사전 정리가 완료된 상태로 작업장 내에 비치된 문서 캐비닛과 작업대상인 편철문서(기록물)에 레

이블이 이미 부착되어 있어, 구축 대상 원시자료의 목록이 모두 확인된 상태를 기본으로 한다.  

 - 사전 정리를 통해 물량이 파악된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을 서가나 처리과로부터 수집한 후 

이의 확인 절차를 거쳐 DB구축 작업장으로 반출한다.

 -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 해철, 보수, 부착물정리, 중복 및 복사본 제거 등의 정리 작업을 관련 

관리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 정리된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오류 사항을 처리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보통 1.00

복잡 2.84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작업난이도 : 대상 원시자료의 상태에 따른 작업난이도를 고려한다.

  ㆍ 보통 : 일반적인 문서 상태

  ㆍ 복잡 : 문서 훼손이 우려되어 취급에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

  ※ 단, 보통과 복잡에 해당하는 문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작업난이도의 구성 비율을 산

정하여 작업난이도별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 자료준비 이전의 사전조사 (사전조사계획 수립, 작업대상물 선정, 작업공간 확보, 사전교육실시, 

결과 취합, 정리 결과 반영 등)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본다.

 - 국가기록원과 같이 세부 작업요소 단위로 일일작업량을 세분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별표

를 참조한다.

             

세부 작업요소
작업난이도별 일일작업량
보통 복잡

자료반출 및 관리 17,201 면/일 6,062 면/일
해철 14,894 면/일 5,249 면/일

건분류 5,416 면/일 1,909 면/일
면표시 10,832 면/일 3,818 면/일

정리검증 21,935 면/일 7,731 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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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도서편철문서[A2] ② 문서 색인 추출, 입력, 
연결 및 검증

1일작업량 224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정의된 작업지침에 따라 원시자료를 검토하여 문서색인요소를 추출하고 해당 요소

별 항목을 입력하고 이미지와 연결하고, 색인항목을 검증하는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에 대한 정리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대한 오류사항이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에 대한 스캔 및 보정이 완료되었으며, 모든 이미지 자료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의 철/건에 대한 색인 항목을 발췌한다.

 - 추출한 색인항목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 입력된 색인목록과 스캐닝된 이미지의 수량을 확인하고, 색인정보와 스캐닝된 이미지에 대한 연결

작업을 수행한다.

 - 등록된 색인목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정보와 연결 한다.

 - 등록된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정보 발췌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 등록된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의 건 분류가 적정한지를 검사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보통

한국어 1.00 

한자 2.00 

영어 2.00 

일본어 2.00 

중국어 3.00 

기타외국어 3.00 

복잡

한국어 1.50

한자 3.00

영어 3.00

일본어 3.00

중국어 4.50

기타외국어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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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보통/복잡 : 대상 원시자료의 색인추출 난이도를 고려한다.

  ㆍ 보통 : 문서의 생산기관이 단일 또는 소수여서 색인정보의 추출 난이도가 보통이 경우

  ㆍ 복잡 : 문서의 생산기관이 다양하여 색인정보의 추출 난이도가 높은 경우

 - 한국어/한자/영어/일본어/중국어/기타외국어  : 대상 원시자료의 언어를 고려한다.

  ㆍ 한국어/한자/영어/일본어/중국어/기타외국어 : 원시자료의 언어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원

시자료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한자의 경우 메타데이터 추출 내용이 구분되어 원시자료에 한자의 포함 비율이 5%를 초과하

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한문 문장에서 메타데이터 추출할 경우, 별도의 추출 공정을 거쳐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 국가기록원과 같이 세부 작업요소 단위로 일일작업량을 세분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별표

를 참조한다.

세부 작업요소
작업난이도별 일일작업량
보통 복잡

색인입력 314 건/일 208 건/일
색인검증 779 건/일 517 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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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도서편철문서[A2]
③ 스캔 및 점검 1일작업량 2,180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해철되어 있는 원시자료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

한다.

 - A4 이하의 문서를 기본으로 흑백/컬러 구분하지 않으며, 요구되는 해상도가 300dpi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자동스캐너에 해철된 상태의 원시자료를 적재하여 스캔한다.

 - 스캔한 이미지를 화면에서 확인하고 스캐닝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재스캐닝을 실시한다.

 - 원시자료의 전체 페이지수와 스캔한 파일 수를 비교 확인하여 누락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재스

캐닝한다.

 - 일부 자동스캔이 불가능한 자료(도면 등)는 평판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스캔 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일반문서 
기울기 등 단순보정 1.00

잡티, 펀치홀 제거 등 1.32

도면 - 6.75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일반문서/도면 : 대상 원시자료 문서의 유형을 고려한다.

  ㆍ 일반문서 : A4 이하 사이즈의 균일한 형태의 문서자료

  ㆍ 도면: 도면, 지도, 사진 및 비균일한 형태의 문서자료

 - 기울기 등 단순보정/잡티, 펀치홀 제거 등 : 스캔한 이미지에 대한 보정요구수준을 고려한다.

  ㆍ 기울기 등 단순보정: 이미지 스캔 후 화면 점검을 통해 기울기 및 센터링 확인 등 단순한 수

준의 보정이 요구되는 경우

  ㆍ 잡티, 펀치홀 제거 등: 이미지 스캔 후 화면 점검을 통해 본문 외 잡티와 펀치 홀 제거 확인

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 요구되는 해상도가 600dpi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발주자간의 협의에 따라 추가되는 공수를 별도

로 계상한다.

 - 자료가 섞여 있는 경우 각각의 비율을 추산하여 산정한다.



297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현대비도서편철문서[A2]
④ 문서 최종 점검 1일작업량 546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구축된 자료의 형식 및 연계 정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

함한다.

 - 점검 대상의 항목은  색인정보의 유효성, 색인정보와 이미지의 연결 상태의 등을 기본으로 한다.

 - 원본 색인목록과 입력된 색인목록을 비교 검사한다.

 - 업로드된 색인 정보 및 이미지 파일에 대하여 검수한다.

 - 검수 결과 오류 사항 발견시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표본검사는 전체 구축 물량에서 가능한 수량(최소 3%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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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도서편철문서[A2]
⑤ 재편철 및 서가배치 1일작업량 10,797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DB구축대상인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에 포함된 문서자료를 재편철하고 서가에 

배치하기 위한 다음 작업들을 포함한다.

본 작업요소는, DB구축대상인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에 포함된 문서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다

음 작업들을 포함한다.

 - 분철된 문서를 관련 지침에 따라 정리하고 재편철 공정을 수행한다.

 - 구축된 DB에 대한 최종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재편철된 문서에 대한 합철, 관리번호 부여, 보존용 

표지 부착 등의 작업을 관련 지침에 따라 수행한 후 서가 또는 처리과에 배치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보통 1.00

복잡 5.24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보통/복잡 : 대상 원시자료의 상태에 따른 작업난이도를 고려한다.

  ㆍ 보통 : 일반적인 문서 상태

  ㆍ 복잡 : 문서의 부피가 크거나 훼손이 우려되어 취급 난이도가 높은 경우

  ※ 단, 보통과 복잡에 해당하는 문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작업난이도의 구성 비율을 산

정하여 작업난이도별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 국가기록원과 같이 세부 작업요소 단위로 일일작업량을 세분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별표

를 참조한다.

세부 작업요소
작업난이도별 일일작업량
보통 복잡

재편철 15,965 면/일 3,049 면/일
보존상자 532,675 면/일 101,730 면/일
서가배치 35,581 면/일 6,795 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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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1일 

작업량
작업자등급 보정요소

보정계수(검증횟수)

1회 2회 3회

① 자료 
반출입 및 
관리

9책/일 전문작업자(다)

자료집중
목록 보유 1.00

목록 미보유 2.15

자료분산
목록 보유 3.78

목록 미보유 6.68

② 일괄스캔 7,554면/일 전문작업자(다)

A4 이하

권당  250면 초과 1.00

권당 151면~250면 
이하

1.24

권당 150면  이하 1.89

A4초과  B4이하 
도서

권당  250면 초과 1.89

권당 151면~250면 
이하

2.34

권당 150면  이하 3.43

B4 초과  A3 
이하  도서

권당  250면 초과 2.31

권당 151면~250면 
이하

2.84

권당 150면  이하 4.09

③ 낱장스캔 1,638면/일

전문작업자(다)

보통 (취급난이도)

균일
(크기)

배지없음 1.00

비균일
(크기)

배지없음 3.54

복잡 (취급난이도)

균일
(크기)

배지없음 1.13

배지필요 1.60

비균일
(크기)

배지필요 6.14

배지필요 8.72

전문작업자(가)
매우복잡 
(취급난이도)

균일
(크기)

배지없음 3.93

배지필요 5.58

비균일
(크기)

배지없음 8.77

배지필요 12.45

■ 고전적자료 작업그룹[A3]

고전적자료 작업그룹은 시기적으로 대한제국(1910년) 이전의 고문서, 고도서 및 현대에 

제작된 고서 영인·복제본, 형태 및 내용상 고전적자료 유형의 작업이 필요한 자료 등

의 고전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으로 하며, 14개의 작업요소로 구성된다. 고

전적자료 작업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다.

고전적자료 작업그룹표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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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1일 

작업량
작업자등급 보정요소

보정계수(검증횟수)

1회 2회 3회

④ 이미지 
보정 및 검증

2,216면/일 전문작업자(다)

보통
흑백 1.00 1.84 2.57

컬러 2.31 4.25 5.94

복잡 9.58 17.63 24.62

매우복잡 14.16 26.05 36.39

⑤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39편/일 전문작업자(다)

단순 0.60 0.79 0.97

보통 1.00 1.32 1.61

복잡 1.70 2.24 2.74

⑥ 목차입력 3,031자/일 전문작업자(다) 해당 사항 없음 1.00

⑦ 목차링크 842건/일 전문작업자(다) 해당 사항 없음 1.00

⑧ 목차검증 2,441자/일 전문작업자(다) 해당 사항 없음 1.00 1.97 2.92

⑨ 원문입력 7,353자/일 전문작업자(다)

인쇄 
상태 - 
보통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00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2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53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02

인쇄 
상태 - 
복잡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47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94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3.18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4.20

⑩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21,792자/일 전문작업자(다)

인쇄 
상태 - 
보통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00 1.81 2.51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3 2.41 3.34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81 3.28 4.54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41 4.36 6.04

인쇄 
상태 - 
복잡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60 2.90 4.02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13 3.85 5.34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58 4.67 6.48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3.43 6.21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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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1일 

작업량
작업자등급 보정요소

보정계수(검증횟수)

1회 2회 3회

⑪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16,052자/일 전문작업자(다)

인쇄 
상태 - 
보통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00 1.77 2.51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0 2.30 3.26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66 2.94 4.17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16 3.82 5.42

인쇄 
상태 - 
복잡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67 2.96 4.19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17 3.84 5.45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40 4.25 6.02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3.12 5.52 7.83

⑫ 태그입력 134면/일 전문작업자(다)
보통 1.00 

복잡 1.50

⑬ 태그검증 183면/일 전문작업자(다)
보통 1.00 1.73 2.35

복잡 1.56 2.70 3.67

⑭ 형식 및 
연계점검 
(웹검증)

59편/일 전문작업자(다)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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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자료[A3]
① 자료 반출입 및 관리 1일작업량 9책/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DB구축대상 원시자료를 반/출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대상 원시자료의 목록이 있는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대상 원시자료가 한 서고 내에 존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원시자료의 상태를 기록하는 반출입 대장(도서관 양식을 준용)을 작성한다.

 - 자료의 목록으로부터, 대상 원시자료를 찾아서 작업장에 반입한다.

 - 반입한 자료가 목록에 기술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인지를 확인한다.

 - 대상 원시자료가 기 구축된 자료인지의 중복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 원시자료의 인쇄 상태를 확인한다.

 - 대상 원시자료에 워크시트를 작성 및 부착한다.

 - 작업이 완료된 자료를 원래의 위치에 배가한다.

 - 작업 대본을 제작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자료집중
목록보유 1.00

목록미보유 2.15

자료분산
목록보유 3.78

목록미보유 6.68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자료집중/자료분산 : 대상 원시자료의 수집 환경에 따라, 여러 기관 또는 동일 기관의 여러 지역

에 분산되어 있는 건물에서 자료를 색출하여 작업장에 반입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ㆍ 집중 : 대상 원시자료가 한 건물 내에 존재하는 것

  ㆍ 분산 : 대상 원시자료가 여러 건물 내에 존재하는 것

 - 목록보유/목록미보유 : 대상 원시자료 목록의 존재 여부를 고려한다.

  ㆍ 목록보유 : 대상 원시자료의 목록이 존재하는 경우

  ㆍ 목록미보유 : 대상 원시자료의 목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업 내에서 신규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 자료의 분류와 재편철을 위한 작업 비용은 본 대가기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추가 

작업요소로 비용을 산정한다.

 - 스캔 등 이후의 작업을 위한 책자 형태 자료의 해철(解綴) 및 재제본 비용 등은 직접경비로 별도 

산정한다.

 - 자료 반/출입 관련 운반비, 포장비 등은 직접경비로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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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자료[A3]
② 일괄스캔 1일작업량 7,554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해철되어 있는 원시자료를 자동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B5 이하의 도서를 기본으로 흑백/컬러 구분하지 않으며, 요구되는 해상도가 600dpi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자동스캐너에 해철된 상태의 원시자료를 적재하여 스캔한다.

 - 스캔 완료된 자료의 오류여부와 누락 페이지 등을 확인한다.

 - 일부 자동스캔이 불가능한 자료를 평판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수동스캔한다. 단, 수동스캔하는 자

료의 양은 전체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A4 이하

권당  250면 초과 1.00

권당 151면~250면 이하 1.24

권당 150면  이하 1.89

A4초과  
B4이하 도서

권당  250면 초과 1.89

권당 151면~250면 이하 2.34
권당 150면  이하 3.43

문서  및 
B4초과 도서

권당  250면 초과 2.31

권당 151면~250면 이하 2.84
권당 150면  이하 4.09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스캔 대상 원시자료의 크기를 고려한다.

  ㆍ A4 이하 : 대상 자료가 A4이하

  ㆍ A4 초과 ~ B4 이하 : 대상 자료가 A4초과 B4이하

  ㆍ B4 초과 ~ A3 이하 : 대상 자료가 B4 초과 ~ A3 이하

 - 권당 면수를 고려한다.

  ㆍ 권당  250면 초과 : 대상 자료의 권당 면수가 250면을 초과하는 경우

  ㆍ 권당 151면~250면 이하 : 대상 자료의 권당 면수가 151면~250면 사이인 경우

  ㆍ 권당  150면 이하 : 대상 자료의 권당 면수가 150면 이하인 경우

기타 유의사항

 - 요구되는 해상도가 600dpi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발주자간의 협의에 따라 추가되는 공수를 별도로 

계상한다.

 - 일괄스캔이 불가능한 자료가 전체의 10% 이상일 경우 일괄(자동)과 수동 비율대로 대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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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자료[A3]
③ 낱장스캔 1일작업량 1,638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전문작업자(가)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해철되지 않은 원시자료를 평판스캐너나 오버헤드스캐너, 도면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스캔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훼손 우려가 없는 A3이하의 자료로서 흑백/컬러를 구분하지 않으며, 요구되는 해상도가 600dpi 

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스캐너에 해철(解綴) 되지 않은 상태의 원시자료를 적재하여 스캔한다.

 - 스캔 완료된 자료의 오류여부와 누락 페이지 등을 확인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작업자등급

보통 
(취급난이도)

균일(크기) 배지없음 1.00 

전문작업자
(다)

비균일(크기) 배지없음 3.54 

복잡 
(취급난이도)

균일(크기)
배지없음 1.13 

배지필요 1.60 

비균일(크기)
배지필요 6.14 

배지필요 8.72 

매우복잡 
(취급난이도)

균일(크기)
배지없음 3.93 

전문작업자
(가)

배지필요 5.58 

비균일(크기)
배지없음 8.77 

배지필요 12.45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보통/복잡/매우복잡 : 대상 자료의 취급 난이도를 고려한다.

  ㆍ 보통 : 훼손 우려가 없는 A3이하의 자료(예: 일반평판스캔)

  ㆍ 복잡 : 훼손 우려가 있거나(예:고전적) 취급이 복잡한 경우(예: 오버헤드스캔, A3 초과하는 도

면스캔 등)

  ㆍ 매우복잡 : 훼손 우려가 있고 취급이 매우 복잡한 경우(예:고전적 촬영 등)

 - 균일/비균일 : 대상 자료의 크기 균일성 여부를 고려한다.

  ㆍ 균일 : 전체 자료 중에서 연속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자료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ㆍ 비균일 : 자료의 크기의 다양하여 전체 자료량 중에서 연속적으로 같은 크기로 작업이 가능

한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또는 동일한 자료라도 크기가 A2 사이즈를 초과하는 자료

 - 배지없음/배지필요 : 배지의 필요 여부를 고려한다.

기타 유의사항

 - 문헌자료 이외의 실물이나 유적지 촬영 등은 본 작업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 작

업요소로 산정한다.



305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고전적자료[A3]
④  이미지 보정 및 검증 1일작업량 2,216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스캔 작업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 파일을 보정 및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스캔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가 흑백이고, 해상도가 600dpi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보정 및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 이미지의 기울기를 조정한다.

 - 이미지의 여백을 조정하고 센터링한다.

 - 스캐너로 인하여 발생한 노이즈(잡티 등)를 제거한다.

 - 보정된 이미지를 원시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1회검증 2회검증 3회검증

보통 (흑백) 1.00 1.84 2.57

보통 (컬러) 2.31 4.25 5.94

복잡 9.58 17.63 24.62

매우복잡 14.16 26.05 36.39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보통/복잡/비균일 : 대상 파일의 크기 및 보정 요구의 난이도를 고려한다.

  ㆍ 보통(흑백) : 흑백 이미지 기본 보정 기울기, 여백조정, 센터링, 본문 외 잡티 제거, 스캐너 노

이즈 제거 등)

  ㆍ 복잡(컬러) : 컬러 이미지 기본 보정 기울기, 여백조정, 센터링, 본문 외 잡티 제거, 스캐너 노

이즈 제거 등)

  ㆍ 복잡 : 이미지 기본 보정과 더불어 전문적인 컬러 색보정, 본문내 잡티 제거, 원문의 얼룩 제

거, 페이지 번호 수정 등이 포함된 경우

  ㆍ 매우복잡 : 이미지 복잡 보정과 더불어 파일 합성 혹은 대형 사이즈(원본 기준 A2 이상) 복

잡 보정의 경우

 - 검증횟수 : 이미지 보정 검증 회수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이미지 합성의 정도가 복잡하거나 여러 장을 합성하는 경우는 본 작업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 작업요소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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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자료[A3] ⑤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1일작업량 39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정의된 메타데이터 작업지침에 따라 원시자료를 검토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

하고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1회 검증하는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추출 대상 항목의 개수는 8개 초과 15개 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원시자료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한다.

 - 추출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한다. 이 경우 입력 작업자에 의한 입력 점검은 메타데이터 입력에 포

함된다.

 - 입력한 메타데이터를 별도의 공정으로 1회 점검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1회검증 2회검증 3회검증

단순 0.60 0.79 0.97

보통 1.00 1.32 1.61

복잡 1.70 2.24 2.74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단순/보통/복잡 : 본 작업요소의 반복성과 추출 항목수를 고려한다.

   <고도서>

   

반복성
항목수

반복성 낮음
(반복률 50%이하)

반복성 높음
(반복률 50%초과) * 반복률 : 전체 메타데이

터 자료량 중에서 연속적
인 복사-붙여넣기로 입력 
가능한 자료의 비율

7이하 단순 단순

8~15이하 보통 단순

16이상 복잡 보통

   <고문서>

   

반복성
항목수

반복성 낮음
(반복률 50%이하)

반복성 높음
(반복률 50%초과)

* 반복률 : 전체 메타데이
터 자료량 중에서 연속적
인 복사-붙여넣기로 입력 
가능한 자료의 비율

7이하 보통 보통

8이상 복잡 보통

 - 검증횟수 :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1회를 초과하여 점검할 경우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원시자료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과정에 추가의 정보 생성이나 특수 분야의 전문성이 요

구되는 경우 추가 작업요소로 정의하여야 한다.



307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고전적자료[A3]
⑥ 목차입력 1일작업량 3,031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목차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에 목차가 존재하고, 원시자료의 목차와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기본으

로 한다.

 - 글자체의 서법이 해서체이면서 인쇄상태가 양호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 원시자료의 목차를 정자로 입력한다.

 - 목차 입력시 목차의 페이지 번호가 있는 경우 본문 내의 페이지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연결 정보를 수정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원문에 목차가 없어서 신규로 목차를 생성해야 하거나, 원문의 목차에 비해 더욱 자세하게 목차

를 입력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공수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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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자료[A3]
⑦ 목차링크 1일작업량 842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목차와 원문 간의 링크를 생성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목차와 원문 텍스트 또는 원문 이미지와의 연계 링크를 생성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09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고전적자료[A3]
⑧ 목차검증 1일작업량 2,441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생성된 목차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에 목차가 존재하고, 원시자료와 동일한 목차를 생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 생성된 목차를 원시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한다.

 - 생성된 목차의 페이지 번호와 본문 내의 페이지 번호의 정합성을 검증한다.

 - 원문과의 연계 링크를 검증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1회검증 2회검증 3회검증

검증 횟수 1.00 1.97 2.92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검증횟수 : 목차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원문에 목차가 없어서 신규로 생성했거나, 원문의 목차에 비해 더욱 자세하게 목차를 입력한 경

우에는 추가되는 공수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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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자료[A3]
⑨ 원문입력 1일작업량 7,353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원문의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의 인쇄 상태가 좋은 것으로 한다.

 - 서체는 해서체를 기본으로 한다.

 - 글자 단위로 이미지를 분할한다.

 - 누락, 순서의 뒤바뀜 등 분할 작업의 오류를 검증한다.

 - 분할된 낱자 이미지가 유사한 것끼리 모아서 원문을 입력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인쇄상태 
- 보통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00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2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53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02

인쇄상태 
- 복잡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47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94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3.18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4.20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인쇄상태 : 원시자료의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상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쇄상태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글자체 : 원시자료의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글자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해서체가 아닌 ‘행서체’인 경우에는 ‘행서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원본상 신출자, 이체자의 빈도가 5% 이상인 경우 ‘신출자, 이체자’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초서체는 탈초 작업을 통해 정서하므로 탈초 비용은 특수 작업요소로 별도 계상한다.



311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고전적자료[A3] ⑩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1일작업량 21,792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입력된 텍스트를 이미지 기반 교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면에서 교정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의 인쇄 상태가 좋은 것으로 한다.

 - 서체는 해서체를 기본으로 한다.

 -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 입력된 텍스트를 분할된 낱자 이미지와 비교 검증한다.

 -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프로그램에서 직접 수정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1회검증 2회검증 3회검증

인쇄상태 
- 보통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00 1.81 2.51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3 2.41 3.34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81 3.28 4.54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41 4.36 6.04

인쇄상태 
- 복잡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60 2.90 4.02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13 3.85 5.34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58 4.67 6.48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3.43 6.21 8.61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인쇄상태 : 원시자료의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상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쇄상태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글자체 : 원시자료의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글자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해서체가 아닌 ‘행서체’인 경우에는 ‘행서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원본상 신출자, 이체자의 빈도가 5% 이상인 경우 ‘신출자, 이체자’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횟수 보정 : 검증 횟수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교정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검증 횟수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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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자료[A3] ⑪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1일작업량 16,052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입력된 텍스트를 교정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시자료의 인쇄 상태가 좋은 것으로 한다.

 - 서체는 해서체를 기본으로 한다.

 -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 입력된 텍스트를 종이에 출력하고 이를 원시자료와 축자대조하여 검증한다.

 -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1회검증 2회검증 3회검증

인쇄상태 
- 보통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00 1.77 2.51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0 2.30 3.26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66 2.94 4.17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16 3.82 5.42

인쇄상태 
- 복잡

해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67 2.96 4.19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17 3.84 5.45

행서체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40 4.25 6.02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3.12 5.52 7.83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인쇄상태 : 원시자료의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상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쇄상태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글자체 : 원시자료의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글자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해서체가 아닌 ‘행서체’인 경우에는 ‘행서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원본상 신출자, 이체자의 빈도가 5% 이상인 경우 ‘신출자, 이체자’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횟수 보정 : 검증 횟수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교정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검증 횟수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13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고전적자료[A3]
⑫ 태그입력 1일작업량 134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원시자료의 XML 형식태그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제목, 본문, 페이지 구분, 주석을 태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제목과 주석은 명시적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입력된 텍스트에 문서구조(제목, 본문, 삽도, 단순도표, 주석 등) 및 이미지 연계, 페이지 정보 등 

XML 형식태그를 입력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보통 1.00 

복잡 1.50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보통/복잡 : 기본 요소 이외에 복잡한 Element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

다.

  ㆍ 복잡한 형식 태그 : 제목이 비명시적인 경우, 복잡 도표, 교감 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업 내에서 DTD를 신규로 정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가비용은 직접경비

로 별도 계상한다.

 - 색인어 태깅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비용은 특수작업요소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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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자료[A3]
⑬ 태그검증 1일작업량 183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입력된 XML 태그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 입력된 XML 태그의 문법 오류를 검증한다.

 - 입력된 XML 형식 태그를 원시자료의 구조 및 형식과 대조하여 검증한다.

 - XML 태그에 의해 표시된 링크의 유효성 여부를 검증한다. 단, 목차와 원문간의 링크 검증은 '목

차검증' 작업요소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1회검증 2회검증 3회검증

보통 1.00 1.73 2.35

복잡 1.56 2.70 3.67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요소 이외에 복잡한 Element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ㆍ 복잡한 형식 태그 : 제목이 비명시적인 경우, 복잡 도표, 교감 사항 등 

 - 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검증 횟수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업 내에서 DTD를 신규로 정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가비용은 직접경비

로 별도 계상한다.

 - 색인어 태깅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비용은 고전적 전문공정 색인어 생성 작업요소

로 계상한다.



315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고전적자료[A3] ⑭ 형식 및 연계점검 
(웹검증)

1일작업량 59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구축된 자료의 형식 및 연계 정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

함한다.

 - 점검 대상의 항목은 목차와 원문 및 초록과의 연계상태, 메타데이터의 유효성, 원문과 이미지의 

연결 상태의 등을 기본으로 한다.

 - 목차와 원문 및 초록과의 연계 상태를 점검한다.

 - 원문 내의 이미지 연계 상태를 점검한다.

 -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검색을 통하여 메타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한다.

 - 텍스트 혹은 메타데이터의 내용 검증(7% 미만)을 통해 정확성을 점검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1.41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항목 단순/항목 보통/항목 복잡 : 요구되는 점검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한다

  ㆍ 항목 단순 : 형식 및 연계 검증만 요구되고 내용 점검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ㆍ 항목 보통 : 형식 연계 점검과 함께 텍스트 혹은 메타데이터 내용 검증 (7% 미만)이 포함된 

경우

  ㆍ 항목 복잡 : 형식 연계 점검과 함께 텍스트 혹은 메타데이터 내용 검증(7~10%)이 포함된 경우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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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1일 

작업량
작업자등급 보정요소 보정계수

① 자료관리 60.00편/일 전문작업자(가) (해당 사항 없음) 1.00

② 캡처링 7.22편/일 전문작업자(가) (해당 사항 없음) 1.00

③ 편집 74.81편/일 전문작업자(가)

단순 1.00

복잡 10.27

④ 렌더링 10.04편/일 전문작업자(가) (해당 사항 없음) 1.00

⑤ 점검 10.81편/일 전문작업자(가) (해당 사항 없음) 1.00

⑥ 파일변환 7.66편/일 전문작업자(가)

매체 유형 DV, SD 1.00

매체 유형 HD 3.72

■ 동영상 작업그룹[A4]

동영상 작업그룹은 아날로그 형식의 동영상 원시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6개의 작업요

소로 구성된다. 동영상  작업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다.

동영상 작업그룹표5-17



317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동영상[A4]
① 자료관리 1일작업량 60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가)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동영상 DB구축 자료 관리를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자료의 취합 및 정리, 자료 목록 작성, 산출물 목록 정리, 인수인계를 포함하는 작업

 - 작업 대상자료를 작업장소에 물리적으로 취합하여 목록을 확인하고, 동영상 파일의 관리 및 검색

에 필요한 관련 정보(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등의 작업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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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A4]
② 캡쳐링 1일작업량 7.22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가)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동영상 캡쳐링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동영상 매체의 내용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

 - 필름, VHS 테이프 등 아날로그 대상 자료를 디지털 동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하드 레코딩 방식

으로 디지털화하는 작업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19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동영상[A4]
③ 편집 1일작업량 74.81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가)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동영상 편집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특별한 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촬영된 동영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필요한 부분만

을 발췌하는 등의 활용, 단순한 자막 삽입이나 기본적인 색상보정 등은 편집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편집 난이도 단순 1.00

편집 난이도 복잡 10.27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편집난이도 단순/복잡 : 편집난이도를 고려한다.

  ·단순 : 시작(도입) 및 종결 화면 또는 단순자막을 삽입하거나 간단한 컷 편집 작업의 경우에 

적용

  ·복잡 : 단순편집에 추가적으로 컷 편집이 까다롭고 복잡한 작업의 경우에 적용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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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A4]
④ 렌더링 1일작업량 10.04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가)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동영상 렌더링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편집과 자막 삽입이 완료된 영상을 원하는 포맷으로 출력하여 결과물을 생성하는 작업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21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동영상[A4]
⑤ 점검 1일작업량 10.81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가)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동영상 점검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디지털 동영상 파일의 화면 및 음향, 편집 상태 등을 검수하고 오류를 수정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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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A4]
⑥ 파일변환 1일작업량 7.66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가)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동영상 파일 변환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완성된 산출물 파일을 효과적으로 보존 및 서비스하기 위해 데이터의 변경 없이 하나의 파일형식

에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매체 유형 DV, SD 1.00

매체 유형 HD 3.72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매체 유형 : 대상 매체의 유형을 고려한다

  ·DV : 해상도 720×480의 비트레이트가 15Mbps 내외 수준의 화질을 말함

  ·SD : 해상도 720×486의 비트레이트가 50Mbps 내외 수준의 화질을 말함

  ·HD : 해상도 1,920×1,080의 비트레이트가 150Mbps 내외 수준의 화질을 말함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23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작업요소
1일 

작업량
작업자등급 보정요소 보정계수

① 자료관리 60.00편/일 전문작업자(가) (해당 사항 없음) 1.00

② 캡처링 7.11편/일 전문작업자(가)

아날로그 1.00

디지털 0.07

③ 편집 6.68편/일 전문작업자(가) (해당 사항 없음) 1.00

④ 점검 7.46편/일 전문작업자(가) (해당 사항 없음) 1.00

■ 음성 작업그룹[A5]

음성 작업그룹은 음성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4개의 작업요소로 구성

된다. 음성 작업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다.

음성 작업그룹표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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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A5]
① 자료 관리 1일작업량 60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가)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음성 자료 관리를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자료의 취합 및 정리, 자료 목록 작성, 산출물 목록 정리, 인수인계를 포함하는 작업

 - 작업대상자료를 작업장소에 물리적으로 취합하여 목록을 확인하고, 동영상 파일의 관리 및 검색에 

필요한 관련 정보(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등의 작업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25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음성[A5]
② 캡쳐링 1일작업량 7.11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가)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음성 캡쳐링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녹음기를 통해 저장된 음성 매체의 내용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

 - 카세트, LP, CD 등의 음성 자료를 디지털 음성으로 변환하기 위해 하드 레코딩 방식으로 디지털

화 하는 작업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매체 유형 아날로그 1.00

매체 유형 디지털 0.07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매체 유형 : 대상 매체의 유형을 고려한다

  · 아날로그 : 카세트와 LP 등의 아날로그 방식 저장매체에 적용

  · 디지털 : CD나 디지털 녹음기 등의 디지털 방식 저장매체에 적용

기타 유의사항

 - 디지털 저장 매체인 경우 편집과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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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A5]
③ 편집 1일작업량 6.68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가)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음성 점검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특별한 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녹취된 음성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 내거나 필요한 부분만

을 발췌하는 작업

 - 노멀라이징, 기계적 노이즈 제거, 단순 컷 등의 기본적인 음성 보정 작업 

 - 캡쳐링한 원시 디지털 음성을 보정하는 작업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27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음성[A5]
④ 점검 1일작업량 7.46편/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가)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음성 점검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디지털 음성 파일의 음향 상태 등을 검수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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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1일 

작업량
작업자등급 보정요소 보정계수

① 기사제목 
생성

43건/일

전문작업자(다) 기사 분절이 명시적 1.00

전문작업자(나) 기사 분절이 비명시적 1.54

② 색인어 
생성

484건/일 전문작업자(다)
디지털 텍스트 유(자료의 형태) 1.00

디지털 텍스트 무(자료의 형태) 2.18

③ 해제 
생성

11매/일 전문작업자(나) (해당 사항 없음) 1.00

④ 탈초 
(서체자료 
판독)

1,738자/일

전문작업자(다) 초서체 1.00

전문작업자(나) 어려운 초서체 1.31

⑤ 표점 6,568자/일 전문작업자(나) (해당 사항 없음) 1.00

⑥ 주석 32건/일 전문작업자(다) (해당 사항 없음) 1.00

⑦ 원문 
오류 수정

11,875자/일 전문작업자(다) (해당 사항 없음) 1.00

■ 전문 작업그룹[B1]

전문 작업그룹은 단순입력과 스캐닝 등 일반 공정 이외 전문가 투입이 필요한 고전적 

자료 등을 구축하며, 7개의 작업요소로 구성된다. 전문 작업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작

업요소는 다음과 같다.

전문 작업그룹표5-19



329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전문작업그룹[B1]
① 기사제목 생성 1일작업량 43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전문작업자(나)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고전적자료의 기사제목을 작성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대상자료를 기사단위로 분절하고 본문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기사제목을 현대어로 작성

하는 작업이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작업자등급

기사 분절이 명시적 1.00 전문작업자(다)

기사 분절이 비명시적 1.54 전문작업자(나)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기사분절의 명시성 유무 : 대본상에서 형식으로 구분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ㆍ 기사분절이 명시적 : 대본의 기사분절이 명시적으로 구분된 경우이다.

  ㆍ 기사분절이 비명시적 : 대본의 기사분절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이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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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작업그룹[B1]
② 색인어 생성 1일작업량 484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원문 내 색인어 추출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자료의 내용을 대표하는 인명/지명/서명/관직명/건물명/핵심어 등의 주요 단어를 추출한다.

 - 추출된 색인어를 인명/지명/서명/관직명/건물명/핵심어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포함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디지털 텍스트 유(자료의 형태) 1.00

디지털 텍스트 무(자료의 형태) 2.18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텍스트 유무 : 대상자료의 디지털 텍스트 유무를 고려한다.

  ㆍ 디지털텍스트 유 : 대상자료가 디지털로 작성되어 전자적으로 편집이 가능한 경우이다.

  ㆍ 디지털텍스트 무 : 대상자료가 디지털 형태가 아닌 종이문서 형태인 경우이다.

기타 유의사항

 - 추출된 색인어의 분류 체계를 만들고 색인어의 종류를 정제하는 작업은 별도의 작업 비용으로 계

상한다.



331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전문작업그룹[B1]
③ 해제 생성 1일작업량 11매/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나)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자료의 해설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대상 자료의 형태적인 특징, 내용적인 특징, 자료적 가치 등을 5매에서 15매 분량으로 요약하여 

문장으로 기술하고 검증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Part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3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전문작업그룹[B1]
④ 탈초 (서체자료 판독) 1일작업량 1,738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전문작업자(나)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필사본의 입력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필획을 흘려 쓴 고전적 자료를 판독하는 작업이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본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보정요소 보정계수 작업자등급

초서체 1.00 전문작업자(다)

어려운 초서체 1.31 전문작업자(나)

각 보정요소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서체난이도 : 대본의 서체난이도로 구분한다.

  ㆍ 초서체는 필획을 흘려 쓴 서체로, 필획의 생략과 연결에 일정 법칙이 있는 서체이다.

  ㆍ 어려운 초서체는 초서의 일정한 서사 법칙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필획을 변형하여 쓴 서

체이다.

기타 유의사항

 - 원문에 표시된 글자와 글자사이의 빈칸과 특수부호는 탈초 글자 수로 산정하나 데이터 가공과정

에서 발생하는 빈칸과 특수부호는 탈초 글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탈초 공정에서 입력비는 중복 공정으로 산정하지 않아야 하고, 교정공정은 탈초결과물의 검증비용

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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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작업그룹[B1]
⑤ 표점 1일작업량 6,568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나)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동영상 점검을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한문 자료에 띄어쓰기나 구두점을 표시하는 작업이다.

 - 표점 작업을 통해 원문의 내용 파악이 용이하게 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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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작업그룹[B1]
⑥ 주석 1일작업량 32건/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내용에서 주석을 달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설명이 필요한 어휘나 구절에 대하여 해설문을 작성하는 작업이다.

 - 해당 설명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연구성과 등을 근거로 작성한다.

 - 일반적으로 100자 내외(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로 작성되며 역사적인 사실을 연대순으로 표로 

작성하고 해설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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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작업그룹[B1]
⑦ 원문 오류 수정 1일작업량 11,875자/일 작업자등급 전문작업자(다)

작업요소명

설명

본 작업요소는 원문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 원문의 문맥을 고려하여 글자나 문장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다. 단 이본을 검토하여 내용을 

바로 잡는 교감은 제외된다.

보정요소 및 보정계수

 -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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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작업요소
소요공수

(MD)
작업자등급

일임금 
(원/일)

직접인건비(
원)

비고

1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전문작업자(다)

2 일괄스캔 전문작업자(다)

3 낱장스캔
전문작업자(다)

전문작업자(가)

4
이미지 보정 
및 검증 

전문작업자(다)

5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전문작업자(다)

6 목차입력 전문작업자(다)

7 목차링크 전문작업자(다)

8 목차검증 전문작업자(다)

9 원문입력 전문작업자(다)

10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전문작업자(다)

11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출력교
정)

전문작업자(다)

12 태그입력 전문작업자(다)

13 태그검증 전문작업자(다)

14
형식 및 
연계점검 
(웹검증)

전문작업자(다)

15 자료 수집 추가공정

16 현지 조사 추가공정

2.1.5 산출물

앞 절에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내역을 종합하여 정리하기 위한 계산양식

은 다음과 같다. 

직접인건비 총괄표 양식(예)표5-20



337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순번 작업요소 대상물량
단가
(원)

직접인건비(
원)

비고

17 번역 면 단가기준

18 현장촬영 컷 단가기준

합   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제 경 비 인건비 합계×(    )%

이    윤 (인건비 합계+제경비)×(    )%

직접경비 직접경비 산출의 합

소  계

부가세

총  계

직접경비 산정 양식표5-21

직접경비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총괄 산정 양식표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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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관련 참고 자료 및 유의 사항

○ 관련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8조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직접경비

○ 유의사항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

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데

이터베이스 구축은 데이터 가공․제작 과정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공․제작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다음 유형의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본 대가

기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자료 유형이나 작업 유형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대가를 산

정해야 한다.

   ① 문헌 등을 문자입력방식으로 디지털화 하는 경우

   ② 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③ 문헌 등의 목록이나 서지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등의 

형태로 구축하는 경우

   ④ 문서 등의 기록물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경우

   ⑤ 동영상, 음성 등의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경우

   ⑥ 자료 서비스를 고도화 하기 위해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생성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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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자료의 분량

현대간행물 작업그룹
- 현대간행물 2,500권이 작업 대상이다.
- 면수는 총50만 면이다.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작업그룹
- 현대 비도서 편철문서(기록물) 3,000철이 작업 대상이다.
- 면수는 600,000면이다. (철당 200면)
- 건수는 39,000건이다. (철당 13건)

고전적자료 작업그룹
- 고전적자료 200책과 고문서 2,000장(3,000컷)이 작업 

대상이다.
- 이미지는  총 2만 3천 면(컷)이다.

동영상 작업그룹 - 60분 분량의 DV급 동영상 자료 1,000편

음성 작업그룹 - 60분 분량의 아날로그 음성 테이프 1,000편 편집

전문 작업그룹

- 고문서 2,000장에 대한 주제어 색인 작업 10,000건
- 고서 자료 종별 해제 작성 250종 20매 간략 해제 작성
- 고문서 난초 자료 탈초 100,000자, 초서체 고서 자료 탈초 

200,000자
- 고서 입력 자료 중 600,000자(300만자의 약 20%) 

원문오류수정(교열)

추가 작업그룹
- 고문서 2,000건 수집
- 고서 1책 1,000매 번역
- 유적유물 촬영 1,000컷

2.1.7 적용 사례 

■ 예제 개요

○ 제목 :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간 : 8개월

○ 내용

■ 1 단계 : 사전준비

대상 자료 유형별 구축 대상 자료를 확정한다.

구축 대상 자료를 확정한다.

각 자료별 최종 산출물의 자료 형태와 품질 요구 수준 결정한다.

작업 대상 자료의 작업요소별 작업 대상 분량을 파악한다.

작업 대상 자료의 작업요소별 난이도와 보정요소를 파악한다.

■ 2 단계 : 소요 공수 계산

 구축 대상 자료의 소요 공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상 자료의 분량, 작업 유형, 산출

물의 세부 규모,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 등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소요공수를 산정한

다.

각 자료유형별 소요 공수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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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간행물 2,500권이 작업 대상이다.

- 면수는 총 50만 면이다.

- 2,500권을 서가에서 반출한다.

- 50만 면을 스캔한다.

 ㆍ 크기 'A4 이하', 면수 '150면 초과 ~ 250면 이하'의 도서 1,500권 350,000면

은 해철하여 일괄스캔한다.

 ㆍ 크기 'A4 초과 ~ B4 이하', 면수 '150면 이하'의 도서 500권 50,000면은 해철

하여 일괄스캔한다.

 ㆍ 해철하지 못하는 도서 500권, 100,000면은 낱장스캔한다.  

- 스캔된 이미지는 보정 작업을 한다.

 ㆍ 자동 스캔된 이미지 40만 면은 컬러 기본보정 작업을 수행한다.

 ㆍ 해철불가 도서 10만 면은 컬러 색보정 및 본문 내 잡티를 제거한다.

- PDF로 만들고 목차를 입력하고 목차링크 작업과 검증 작업을 한다.

- 한글 자료의 보통 난이도(메타 항목수 10개, 반복 50% 이하)의 서지 메타데이터

를 구축한다.

- 초록은 원문대로 입력한다.(구축량은 2,500권 × 3,000자 = 7,500,000자)

- 최종 업로드 된 결과물을 웹상에서 목차링크와 PDF 연결과 샘플점검(전체의 

5%)을 중심으로 최종점검을 한다.

구분 자료유형 규 모

현대간행물 
작업그룹[A1]

도서 2,500 권

이미지

A4 이하 150면 초과 ~ 250면 이하 350,000 면

A4 초과 ~ B4 이하 150면 이하 50,000 면

해철불가도서 100,000 면

총 스캔 면수 500,000 면

메타데이터 2,500 편

목차
목차입력 1,000,000 자

목차링크 50,000 건

텍스트(초록) 7,500,000 자

최종점검 2,500 편

○ 현대간행물 작업그룹

1. 대상 자료의 분량

2. 작업 유형

3. 산출물의 세부 규모

산출물의 세부 규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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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보정요소 대상물량
기초 

공수(일)
보정 
계수

소요 공수
(일)

작업자 등급

자료수집 
및 조사

자료집중 → 목록 
보유

2,500권 36.76 1.0 36.76 전문작업자(다)

일괄스캔

A4 이하→150면 
초과 ~ 250면 이하

350,000면 46.33 1.0 46.33 전문작업자(다)

A4 초과 ~ B4 이하 
→ 150면 이하

50,000면 6.62 3.43 22.71 전문작업자(다)

낱장스캔
보통(취급난이도) → 
균일(크기) → 균일

100,000면 61.05 1.0 61.05 전문작업자(다)

이미지 
보정 및 
검증 

보통(보정난이도) → 
컬러 → 2회 보정

400,000면 180.51 3.47 326.37 전문작업자(다)

복잡(보정난이도) → 
3회 보정

100,000면 45.13 19.16 864.69 전문작업자(다)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보통 →한국어 10,000편 200 1.00 200.00 전문작업자(다)

목차입력 일반 → 한국어 1,000,000자 25.10 1.00 25.10 전문작업자(다)

목차링크 - 50,000건 4.52 1.00 4.52 전문작업자(다)

목차검증
일반 → 한국어 → 
3회

1,000,000자 21.34 1.00 21.34 전문작업자(다)

원문입력
한국어 7,000,000자 161.98 1.00 161.98 전문작업자(다)

한자 500,000자 11.57 3.00 34.71 전문작업자(다)

원문검증
한국어 → 3회 7,000,000자 95.04 2.50 237.60 전문작업자(다)

한자 → 3회 500,000자 6.79 5.00 33.95 전문작업자(다)

태그입력 보통 0면 0 전문작업자(다)

태그검증 보통 0면 0 전문작업자(다)

형식 및 
연계 점검 

항목 보통 2,500편 25.00 1.00 25.00 전문작업자(다)

작업자 등급별
소요공수

합계
① 전문작업자(다) 2,102.11 MD

4.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 결정

현대간행물 작업그룹 대가기준 산정표에 따라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를 결정한다.

5. 소요공수의 산정

작업 요소별 기초공수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소요 공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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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비도서편철문서 3,000철이 작업 대상이다.

- 면수는,600,000면이다. (철당 200면)

- 건수는 39,000건이다. (철당 13건)

- 5,200철(40%)이 90년대 이후 자료이며 7,800철(60%)이 90년대 전 자료이다.

- 자료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다.

- 각 문서별 도면의 비율은 10%이다. 

- 작업 대상 목록을 작성한다. 

- 3,000철 (39,000건)을 서가에서 반출한다.

- 39,000건에 대한 색인을 제작한다.

- 600,000면을 스캔한다.

. 500,000면은 스캔하고 기울기를 확인한다.

. 100,000면인 도면은 스캔하고 기울기를 확인한다. 

- 스캔된 이미지는 보정 작업을 한다.

. 600,000면은 기본보정 작업을 수행한다.

- 최종점검을 한다.

구분 자료유형 대상물량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작업그룹[A2]

문서철 3,000 철

색인 39,000 건

이미지

비도면 500,000 면

도면 100,000 면

합계 600,000 면

최종점검 39,000 건

○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작업그룹

1. 대상 자료의 분량

2. 작업 유형

3. 산출물의 세부 규모

산출물의 세부 규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4.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 결정

현대비도서편철문서(기록물) 일반공정 대가기준 산정표에 따라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

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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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대상 물량

보정요소 대상물량
기초 
공수
(일)

보정 
계수

소요 공수
(일)

작업자 등급

문서자료 정리/
2,233면

보통 600,000 면 268.70 1.00 268.70 전문작업자(다)

문서색인추출, 
입력, 연결 및 
검증/
224건

보통 → 한국어 39,000 건 174.11 1.00 174.11 전문작업자(다)

스캔 및 검증/
2,180면

일반문서 → 
기울기 등 
단순보정

500,000 면 229.36 1.00 229.36 전문작업자(다)

도면 100,000 면 45.87 6.75 309.62 전문작업자(다)

문서 최종 
점검/
546건

- 39,000 면 71.43 1.00 71.43 전문작업자(다)

재편철 및 
서가배치/
10,797면

보통  500,000 면 46.31 1.00 46.31 전문작업자(다)

복잡 100,000 면 9.26 5.24 48.52 전문작업자(다)

작업자 등급별
소요공수

합계

③ 
전문작업자(다)

1,148.05 MD

5. 소요공수의 산정

작업 요소별 기초공수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소요 공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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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 200책과 고문서 2,000장(3,000컷)이 작업 대상이다.

- 이미지는  총 2만 3천 면(컷)이다.

- 고서 200책을 서가에서 반출한다.

- 고문서 2천장을 수집한다(※수집 비용은 별도 산정).

- 고서 2만 면을 오버헤드스캐너로 배지 없이 스캔한다.

- 고문서 3천 컷을 디지털 카메라로 배지없이 촬영한다(※분할 촬영 500컷 예상).

- 스캔 촬영된 이미지는 보정 작업을 한다.

. 오버헤드 스캔된 고서 이미지는 컬러 색보정을 한다.

. 디지털 촬영된 고문서는 컬러 색보정 및 합성 작업 등을 한다.

- 고서와 고문서 모두 서지를 작성하여 메타데이터로 구축한다(2,200건).

- 고서 자료 중 원문을 입력하지 않는 자료는 목차만 입력하고 이미지와 목차 링크

한다(50,000자, 5,000건).

- 고서 중 일부 자료는 원문을 입력 교정한다(2,000,000자).

- 고서는 입력된 자료 구조화 하여 태깅한다(20,000면).

- 최종 업로드 된 결과물을 웹상에서 서지 연결과 본문 내용을 샘플점검(전체의 

5%)한다.

구분 자료유형 대상물량

고전적자료 
작업그룹[A3]

고서 200 책
고문서 이미지 2,000 컷
고서 이미지 20,000 면

메타데이터 2,200 편

목차
목차입력 50,000 자
목차링크 5,000 건

텍스트(본문) 2,000,000 자
최종점검 2,200 편

○ 고전적자료 작업그룹

1. 대상 자료의 분량

2. 작업 유형

3. 산출물의 세부 규모

산출물의 세부 규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4.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 결정

고전적자료 일반공정 대가기준 산정표에 따라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를 결정한다.

5. 소요공수의 산정

작업 요소별 기초공수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소요 공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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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보정요소 대상물량
기초 

공수(일)
보정 
계수

소요 
공수(일)

작업자 등급

자료수집 및 
조사

자료집중 → 목록 
보유

200책 22.22 1.00 22.22 전문작업자(다)

낱장스캔

복잡(취급난이도) 
→ 균일(크기) → 
배지없음

20,000면 12.21 1.13 13.80 전문작업자(다)

매우복잡 → 
비균일(크기) → 
배지없음

2,000컷 1.22 8.77 10.70 전문작업자(가)

이미지보정 
및 
검증 

보통 → 컬러→ 
2회 보정

20,000면 9.03 3.47 31.33 전문작업자(다)

복잡 → 2회 보정 2,000컷 0.90 14.37 12.93 전문작업자(다)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보통 → 2회 2,200편 56.41 1.32 74.46 전문작업자(다)

목차입력 50,000자 16.50 1.00 16.50 전문작업자(다)

목차링크 5,000건 5.94 1.00 5.94 전문작업자(다)

목차검증 2회 검증 50,000자 22.31 2.92 65.15 전문작업자(다)

원문입력

인쇄 상태 - 보통 
→ 해서체 →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2,000,000자 272.00 1.32 359.04 전문작업자(다)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인쇄 상태 - 보통 
→ 해서체 →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 2회 검증

2,000,000자 91.02 2.41 219.36 전문작업자(다)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출력교
정)

인쇄 상태 - 보통 
→ 해서체 →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 1회 검증

2,000,000자 124.60 1.30 161.98 전문작업자(다)

태그입력 복잡 20,000면 149.25 1.50 223.88 전문작업자(다)
태그검증 복잡 → 2회검증 20,000면 109.29 2.70 295.08 전문작업자(다)
형식 및 
연계 점검
(웹검증)

항목 보통 2,200편 37.29 1.00 37.29 전문작업자(다)

작업자 등급별
소요공수

합계

④ 
전문작업자(다)

1,538.96 MD

⑤ 
전문작업자(가)

10.70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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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분 분량의 DV급 동영상 자료 1,000편

- 60분 분량의 DV급 동영상 자료 1,000편 편집

- 편집은 단순(특별한 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촬영된 동영상에서 불필요한 부분

을 잘라내거나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구분 자료유형 대상물량

동영상 동영상 1,000 편(60분)

작업요소 보정요소 대상물량
기초 

공수(일)
보정 
계수

소요 
공수(일)

작업자 등급

자료관리 - 1,000편 16.67 1.0 16.67 전문작업자(가)

캡처링 - 1,000편 138.50 1.0 138.50 전문작업자(가)

편집 단순 1,000편 13.37 1.0 13.37 전문작업자(가)

렌더링 - 1,000편 99.60 1.0 99.60 전문작업자(가)

점검 - 1,000편 92.51 1.0 92.51 전문작업자(가)

파일변환 DV,SD 1,000편 130.55 1.0 130.55 전문작업자(가)

작업자 등급별
소요공수 

합계
⑥ 전문작업자(가) 491.2 MD

○ 동영상 그룹

1. 대상 자료의 분량

2. 작업 유형

3. 산출물의 세부 규모

산출물의 세부 규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4.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 결정

동영상 대가기준 산정표에 따라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를 결정한다.

5. 소요공수의 산정

작업 요소별 기초공수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소요 공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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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분 분량의 아날로그 음성 테이프 1,000편 편집

- 편집은 단순(특별한 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촬영된 음성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구분 자료유형 대상물량

음성 음성 1,000 편(60분)

작업요소 대상물량
기초공수

(일)
보정계수

소요공수
(일)

작업자등급

자료관리 1,000편 16.67 1.0 16.67 전문작업자(가)

캡처링 1,000편 140.65 1.0 140.65 전문작업자(가)

편집 1,000편 149.70 1.0 149.70 전문작업자(가)

점검 1,000편 134.05 1.0 134.05 전문작업자(가)

작업자 등급별
소요공수

합계
⑦ 전문작업자(가) 441.06 MD

○ 음성 그룹

1. 대상 자료의 분량

2. 작업 유형

3. 산출물의 세부 규모

산출물의 세부 규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4.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 결정

음성 대가기준 산정표에 따라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를 결정한다.

5. 소요공수의 산정

작업 요소별 기초공수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소요 공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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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서 2,000장에 대한 주제어 색인 작업 10,000건

- 고서 자료 종별 해제 작성 250종 20매 간략 해제 작성

- 고문서 난초 자료 탈초 100,000자, 초서체 고서 자료 탈초 200,000자

- 고서 입력 자료 중 600,000자(200만자의 약 30%) 원문오류수정(교열)

- 고문서 자료 2,000장에 대한 주제어(인명, 지명 등) 색인 작업을 10,000건 한다.

- 고서 자료 250종을 종별로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로 해제를 작성한다.

- 구축 자료 중 일부는 탈초한다.

. 고문서 자료 중 100,000자를 탈초한다(어려운 초서체).

. 고서 자료 중 200,000자를 탈초한다(초서체).

- 고서 원문 입력 자료 중  600,000자(200만자의 약 30%)는 원문오류수정(교열)작

업을 수행한다.

구분 자료유형 규 모

고전적자료 
전문공정

색인어 생성 10,000 건

해제생성 5,000 매

탈초(고문서) 100,000 자

탈초(고서) 200,000 자

원문오류수정 600,000 자

○ 전문 작업그룹

1. 대상 자료의 분량

2. 작업 유형

3. 산출물의 세부 규모

산출물의 세부 규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4.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 결정

고전적자료 전문공정 대가기준 산정표에 따라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를 결정한다.

5. 소요공수의 산정

작업 요소별 기초공수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소요 공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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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서 2,000건 수집

- 고서 1책 1,000매 번역

- 유적유물 촬영 1,000컷

- 경북 북부 지방 30여 문중의 고서 및 고문서 소장 현황과 내역을 조사하고, 

그 중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2,000건을 수집한다.

- 소장 자료 중 고서 1책을 1,000매(200자 원고지) 분량으로 번역한다.

- 각 문중의 건축물과 소장자료 보관처 등의 사진 자료 1,000컷을 디지털 촬영한다.

구분 자료유형 대상물량

추가공정

자료 수집 2,000 건

현지 조사 30 곳(장소)

텍스트(번역) 1,000 매

이미지(촬영) 1,000 장

작업요소 보정요소 대상물량
기초 공수

(일)
보정 
계수

소요 공수
(일)

작업자 등급

색인어 생성
기사 분절이 
명시적

10,000건 232.56 1.00 232.56 전문작업자(다)

해제 생성 - 5,000매 454.55 1.00 454.55 전문작업자(나)

탈초
(서체자료
판독)

초서체 100,000자 57.54 1.31 75.38 전문작업자(나)

어려운 초서체 200,000자 115.07 1.00 115.07 전문작업자(다)

원문오류 
수정

- 600,000자 50.53 1.00 50.53 전문작업자(다)

작업자 등급별
소요공수

합계

⑧ 전문작업자(나) 529.93 MD

⑨ 전문작업자(다) 398.16 MD

○ 추가 작업 공정 정의

1. 대상 자료의 분량

2. 작업 유형

3. 산출물의 세부 규모

산출물의 세부 규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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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소 대상물량
기초공수

(일)
보정계수 소요공수 (일) 작업자등급

자료 수집 2,000건 100건/일 1.0 20.00 전문작업자(가)

현지 조사 30곳(장소) 5곳/일 1.0 6.00 전문작업자(가)

작업자
등급별

소요공수
합계

⑩전문작업자(가) 1100 MD

작업요소 대상물량 단가 금액(원) 비고

번역 1,000매 15,000원 15,000,000원 견적서

현장촬영 1,000장 3,000원 3,000,000원 견적서

⑬ 금액 합계 18,000,000원

4.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 결정

추가 작업 요소이므로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소요공수의 산정

작업 요소별 기초공수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소요 공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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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 직접인건비 계산

 단위 소요공수에 작업자 등급별 임금단가를 곱하여 인건비 합계를 구한다.

구분
단위별 

총소요공수
임금단가 금액 작업자등급

일반
공정

현대간행물 
작업그룹

2,102.11 160,708 337,825,894 전문작업자(다)

현대비도서편철
문서 작업그룹

1,148.05 160,708 184,500,819 전문작업자(다)

고전적자료 
작업그룹

1,538.96 160,708 247,323,184 전문작업자(다)

10.70 320,540 3,429,778 전문작업자(가)

동영상 
작업그룹

491.19 320,540 157,446,043 전문작업자(가)

음성 작업그룹 441.06 320,540 141,377,372 전문작업자(가)

전문
공정

전문 작업그룹
529.93 214,270 113,548,101 전문작업자(나)

398.16 160,708 63,987,497 전문작업자(다)

추가 
공정

공수
기준

110 320,540 35,259,400 전문작업자(가)

단가
기준

- 18,000,000 -

합계 1,302,698,088 원

※ 본 예제에서는 상여금 400%와 퇴직급여충당금 100%를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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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계 : 제경비 및 이윤 계산

 제경비와 이윤은 업무 특성에 따라 산정한다. 

 제경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의 76%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이나 특성을 감안하

여 산정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나 직접경비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프로젝트 관리자 인건비 및 회사 간접비, 작업자 운영비 등

을 포함한다.

 이윤은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서 10% 이하로 산정할 수 있다. 

구분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1,302,698,088 　

프로젝트 
관리인력 
인건비

기술자직무
인원
(명)

투입
기간
(개월)

투입율
(%)

공수
(MM)

월 
평균임금

　소계 비율

PM 1 8 100% 8 8,596,776 68,774,208

29.21%
PL 4 8 100% 32 8,596,776 275,096,832

QM 1 8 50% 4 9,160,554 36,642,216

소계 380,513,256

기타 제경비 609,537,291 46.79%

⑭ 제경비  총계 990,050,547 76.00%

이윤[(직업인건비+제경비) × 10%] 229,274,86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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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1,302,698,088

제 경 비 ⑭ 인건비 합계 × 76% 990,050,547

이    윤 (인건비 합계 + 제경비) × 10% 229,274,864

직접경비 ⑮ (직접경비의 합) 34,268,000

소  계 (부가세 별도) 2,556,291,499

■ 5 단계 : 직접경비 산정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다음과 같다.

직접경비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쇄비 500쪽 100부 기준 : 4,536원/쪽 2,268,000

장비사용료 200시간×80,000원/시간=16,000,000원 16,000,000

자료구조
분석요원

2,000,000원×8개월=16,000,000원 16,000,000

⑮ 합 계 34,268,000

※ 위 표에서 사용한 단가는 예시임.

■ 6 단계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이윤, 직접경비를 합하여 DB 구축비를 최종 산정한다. 





부 록

1.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세사례
2. 기능점수와 투입공수 혼합사례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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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례 개요

1.1.1 개발내용

어느 식품공급(food supply) 회사는 점심시간의 도시락 주문을 웹상에서 받는 ‘상품주문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1.1.2 시스템 요구사항

○ 상품주문관리시스템에 한번 방문한 사용자는 ｢OO씨 입니다｣라는 본인의 이름을 주문 

탑(Top) 페이지에 표시한다.

○ 상품주문관리시스템에서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는 사용자는 자동적으로 배달처 주소가 

표시되어 주문 시에 배달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 주문의 마감시각은 오전 10:25으로 그 이후의 주문에 대해서는 다음 날의 배달분으로 

접수가 된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한다.

○ 주문수가 3개 미만인 경우는 접수할 수 없다.

○ 상점(Shop) 측에서 그 날의 배달분의 도시락 합계수를 도시락의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다.

○ 그 날의 주문내용을 일자별, 주소별, 사용자별로 표시한다.

2017년 개정판

1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세사례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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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화면 플로우

■ 사용자 화면 플로우와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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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화면 플로우와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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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데이터베이스 설계

■ ERD

sangpum tm-order customer

pid
kubun_id

img
name
exp
price
lunch
rate

pid
order_id

date
sangpum_id

num
uname_pid

del_flag

pid
name
sex

email
tel

addr
build
comp
dept
floor

■ 테이블 상세

○ 상품 테이블 (sangpum)

필드명 형(型) 디폴트값 설명

pid serial 키

kuban_id int 상품구분번호

img text 화상파일명

name text 상품명

exp text 상품설명

price int 상품단가

lunch text no 배달대상(yes/no)

rate int 0 상품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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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테이블 (tm_order)

필드명 형(型) 디폴트값 설명

pid serial 키

order_id int 주문번호

date timestamp now() 주문일시

sangpum_id int 상품번호

num int 주문수량

uname_pid int 사용자번호

del_flag int 취소플래그

○ 사용자 관리 테이블 (customer)

필드명 형(型) 디폴트값 설명

pid serial 키

name text 사용자명

sex text 성별

email text Email주소

tel text 연락전화번호

addr text 주소

build text 건물명

comp text 회사명

dept text 부서명

floor text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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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화면목록

■ 사용자 화면목록

○ 화면 1 : 로그인

○ 화면 2 : 상품일람 (게스트)

○ 화면 3 : 상품일람 (등록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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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4 : 주문내용확인

 

○ 화면 5 : 배달처 확인

 



PartⅥ. 부록

36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화면 6 : 등록완료

○ e-Mail 발송

E-Mail로는 다음의 항목을 통지한다.

 ● 사용자의 ID ● 사용자명
 ● 주소     ● 건물명
 ● 회사명   ● 부서
 ● 층        ● 주문한 상품명
 ● 상품의 개수 ● 소계
 ● 부가세    ● 합계

○ 화면7 : 사용자등록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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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8 : 등록ㆍ수정 내용확인

○ 화면9 :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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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화면목록

○ 화면 1 : 관리자 로그인 화면

○ 화면 2 : 관리 top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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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3 : 상품관리

○ 화면 4 : 런치 설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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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5 : 런치 설정 완료

○ 화면 6 : 상품 정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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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7 : 수정 내용 확인

○ 화면 8 : 갱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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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9 : 상품 추가 화면

○ 화면 10 : 추가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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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11 : 추가완료

○ 화면 12 : 삭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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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13 : 삭제 내용 확인

○ 화면 14 : 삭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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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15 : 도시락별 주문개수 집계

1.2 기능점수 측정

1.2.1 기능요건의 조사

○ 기능점수의 계측을 위해 사용자가 시스템에 요구하고 있는 기능요건 파악이 필요하다.

계측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요건정의서, 명세서, 설계서 등에서 수집하고 

부족한 정보는 인터뷰를 통해 획득 가능하다.

○ 웹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특징을 고려한 기능요건 파악이 필요하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화면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우선 로그인 화면이 있으며 계속해서 

각각의 기능에 도달하는 메뉴가 있다. 각 기능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메인 화면이 여러 개 

있고 그것에 부속된 서브 화면이 여러 개 있다. 서브 화면은 어디에서나 불러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일시적으로 그 화면으로 이동하지만 반드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온다. 

서브 화면은 메인 화면에서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 선택 화면으로 이용되며 1개의 화

면에 1개의 처리요소가 실행되는 것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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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애플리케이션의 화면구성의 예

1.2.2 측정유형의 결정

○ 기능점수 측정유형은 ①신규개발, ②기능개선, ③애플리케이션 기능점수 측정의 3종류가 있

다.

   - 개발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 기능점수 측정 :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서 인도된 

소프트웨어의 최초설치와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된 기능을 측정

   - 개선 프로젝트(Enhancement Project) 기능점수 측정 :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부분

을 측정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서 인도된 사용자 기능에 추가, 수정, 삭제한 

부분을 의미

   -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기능점수 측정 : 사용자에게 제공된 현행 애플리케이션의 기

능을 측정

○ 본 시스템은 신규로 개발하기 때문에 신규개발 기능점수 측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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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애플리케이션 경계의 결정

○ 애플리케이션 경계의 결정 기준은 측정목적과 사용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에게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본 시스템의 경우는 사용자 기능과 관리자 기능을 각각 1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하

고 이 2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기능점수 계측을 실시한다.

※ 이렇게 설정한 기준은 하나의 일례이며 측정목적이나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1.2.4 데이터 기능의 측정

○ 데이터 기능의 계측은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갱신하는 파일(내부논리파일, ILF)과 외부에

서 참조하는 파일(외부연계파일, EIF)을 추출하고 그들 파일의 필드수(DET) 및 필드의 서

브 그룹수(RET)에 의하여 복잡도를 구한 후 각각의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 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기능과 관리자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구분하였으므로 각각

에 관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계측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설계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ERD에는 다음 3개의 테이블이 있다.

  • 상품

  • 주문

  • 사용자관리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필수적으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기능으로 쿠키라

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쿠키 기능은 통상의 시스템에 있어서 메모리를 대신하여 사용되

는 방법이나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측정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단, 쿠키정보가 사용자의 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정의된 경우

라면 측정대상이 됨)

○ 데이터 기능 측정 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위의 사용자 화면 플로우에서 나타났듯이 [상

품], [주문], [사용자관리] 파일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 화면 플로우의 화살표 방향에 따라 참조되고 있는지, 갱신되고 있는지 구별가능하다.

• 화살표가 데이터베이스로 향하고 있을 때에는 그 테이블은 갱신된다는 것을 의미하

고 반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화살표가 나올 때에는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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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EIF

  – 상품 테이블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참조만 되고 유지관리 되지 않음 → EIF

  – 테이블의 필드 : 키, 상품구분번호, 화상파일명, 상품명, 상품설명, 상품단가, 배달대상(yes/no), 

상품 할인율

    → 모든 필드가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필드를 

DET로 산정

  – 필드의 서브그룹은 없기 때문에 RET는 1로 산정

<‘상품’계측결과 >

기능유형 RET DET 복잡도 기능점수

EIF 1 8 Low 5

주문 – ILF

  – 주문 테이블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유지관리 되고 있음 → ILF

  – 테이블의 필드 : 키, 주문번호, 주문일시, 상품번호, 주문수량, 사용자번호, 취소 플래그

    → 취소 플래그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그 값을 무효화할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취소 플래그의 값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삭제하였다고 생각하게 됨으로 취소 플래그 자체는 사용자로부터 인식되지 않는 

필드가 되고 DET로서 측정하지 않음

    → 나머지 필드는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DET로 산정

  – 필드의 서브그룹은 없기 때문에 RET는 1로 산정

<‘주문’계측결과 >

기능유형 RET DET 복잡도 기능점수

ILF 1 6 Low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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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관리 – ILF

  – 사용자 테이블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유지관리 되고 있음 → ILF

  – 테이블의 필드 : 키, 사용자명, 성별, E-Mail 주소, 연락전화번호, 주소, 건물명, 회사명, 

부서명, 층

    → 모든 필드가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필드를 DET로 산정

  – 필드의 서브그룹은 없기 때문에 RET는 1로 산정

<‘사용자관리’계측결과 >

기능유형 RET DET 복잡도 기능점수

ILF 1 10 Low 7

○ 데이터 기능 측정 Ⅱ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위의 관리자 화면 플로우에서 나타났듯이 [상

품], [주문] 파일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 화면 플로우의 화살표 방향에 따라 참조되고 있는지, 갱신되고 있는지 구별가능하

다.

• 화살표가 데이터베이스로 향하고 있을 때에는 그 테이블은 갱신된다는 것을 의미하

고 반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화살표가 나올 때에는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 – ILF

 – 상품 테이블은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유지관리 되고 있음 → ILF

 – 테이블의 필드 : 키, 상품구분번호, 화상파일명, 상품명, 상품설명, 상품단가, 

배달대상(yes/no), 상품할인률

   → 모든 필드가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필드를 

DET로 산정

 – 필드의 서브그룹은 없기 때문에 RET는 1로 산정

<‘상품’계측결과 >

기능유형 RET DET 복잡도 기능점수

ILF 1 8 Low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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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EIF

 – 주문 테이블은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참조만 되고 유지관리 되지 않음 → EIF 

 – 테이블의 필드 : 키, 주문번호, 주문일시, 상품번호, 주문수량, 사용자번호, 취소 플래그

   → 취소 플래그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그 값을 무효화할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취소 플래그의 값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삭제하였다고 생각하게 됨으로 취소 플래그 자체는 사용자로부터 인식되지 않는 필드가 

되고 DET로서 측정하지 않음

   → 나머지 필드는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DET로 산정

 – 필드의 서브그룹은 없기 때문에 RET는 1로 산정

<‘주문’계측결과 >

기능유형 RET DET 복잡도 기능점수

EIF 1 6 Low 5

○ 데이터 기능 측정 결과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파일명 종별 DET RET 복잡도 FP

[주문] ILF 6 1 Low 7

[사용자관리] ILF 10 1 Low 7

[상품] EIF 8 1 Low 5

합계 19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파일명 종별 DET RET 복잡도 FP

[상품] ILF 8 1 Low 7

[주문] EIF 6 1 Low 5

합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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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트랜잭션 기능의 측정

○ 트랜잭션 기능의 측정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최소단위의 처리요소를 추출하여 트랜잭

션 기능유형인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로 식별하고 식별한 트랜잭션 

기능유형의 필드수(DET)와 사용하는 파일의 총계(FTR)에 의하여 복잡도를 구한 후 기능

점수를 산정한다.

○ 트랜잭션 기능의 측정 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처리요소는 앞의 화면 플로우 및 각 화면에서 추출한다.

[화면1]은 로그인 화면으로 이 화면에서 ID와 메일 어드레스를 입력하여 [사용자관리]를 

참조하고 사용자등록을 완료하면 쿠키가 작성되므로 ｢로그인｣은 EQ가 된다.

• 또한 쿠키가 존재하지 않는 고객은 로그인처리나 사용자등록을 한다.

• 로그인을 하지 않고 상품일람 화면으로 들어갈 경우 네비게이션으로서 존재하므로 

이것은 처리요소로 측정하지 않는다.

• [화면2]는 상품일람화면으로 이 화면에서 주문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므로 이 ｢상품

일람｣은 [상품] 파일을 참조하여 내용을 표시하는 EQ의 처리요소가 된다.

주문처리 절차

① 상품선택 : [화면2 상품일람(게스트)], [화면3 상품일람(등록사용자)]
② 주문내용 확인 : [화면4 주문내용확인]
③ 배송처 확인 : [화면5 배달처 확인]
④ 주문완료 확인(등록완료) : [화면6 등록완료]
⑤ 주문내용 메일 송신 : [e-Mail 발송]

• 사용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주문｣이라고 하는 EI의 처리요소로 취급한다.

• 다만 이와 같은 일련의 처리의 흐름 중에 [화면6 등록완료]와 같은 출력이 있는 경우

는 그것을 별도의 처리요소로 구분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문내용 메일 송신의 경우 메일의 송신처리가 반드시 ｢주문｣처리 중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접수 후 별도로 메일을 송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와 같이 일련의 처리흐름 중에서 2개 이상의 처리요소가 독립해서 존재하며 연속

적으로 처리되는 것도 있는 경우 기능으로서 별도로 취급한다.

• ｢메일송신｣ 처리는 소계나 부가세 등의 계산 처리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EO로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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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용자 등록 절차

① 등록내용입력 : [화면7 사용자등록·수정]
② 등록내용확인 : [화면8 등록·수정 내용확인]
③ 등록완료확인 : [화면9 등록완료]

 • 사용자의 관점에 생각하면 ｢사용자등록｣이라고 하는 EI의 처리요소로서 취급한다.

고객 등록 내용 변경 절차

① 수정내용입력 : [화면7 사용자등록·수정]
② 수정내용확인 : [화면8 등록·수정 내용확인]
③ 수정완료확인 : [화면9 등록완료]

• 사용자의 관점에 생각하면 ｢사용자 수정｣이라고 하는 EI의 처리요소로서 취급한다.

• 실제로는｢사용자 등록｣과｢사용자 수정｣은 동일한 화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만 사용자의 관점에 근거하여 각각 취급한다.

로그인 – EQ

 – 로그인 절차 설명

   • 상품일람(게스트의 경우)의 화면에서 ID와 메일 어드레스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 정보]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입력된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등록이 되어 있으면 쿠키가 작성되어 상품일람(등록 사용자의 경우)의 화면으로 이동

→ 데이터를 ILF에 입력하거나 가공 없이 참조만 하기 때문에 EQ

 – FTR : [사용자 정보]

 – DET : ID, Email 주소, 로그인 버튼

 

<‘로그인’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로그인 EQ 1 3 Lo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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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 – EI

 – 사용자등록 설명

   • 사용자등록의 화면의 입력항목을 입력하여 송신 버튼을 누르고 등록내용의 확인화면에서 

송신 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정보]에 입력한 데이터를 추가

   • 등록이 되어 있으면 쿠키가 작성되어 상품일람(등록 사용자의 경우)의 화면으로 이동

→ ILF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유지하기 때문에 EI

 – FTR : [상품]

 – DET : 사용자명, 성별, E-Mail 주소, 연락전화번호, 주소, 건물명, 회사명, 부서, 층, 트리거

<‘사용자등록’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사용자등록 EI 1 10 Low 3

상품일람 – EQ

 – 상품일람 설명

   •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에 관한 일람을 표시

   • 등록이 되어 있으면 쿠키가 작성되어 상품일람(등록 사용자의 경우)의 화면으로 이동

→ 데이터를 ILF에 입력하거나 가공 없이 참조만 하기 때문에 EQ

 – FTR : [사용자 정보]

 – DET : 화상파일명, 상품명, 상품설명, 트리거

   • [상품]파일의 pid는 애플리케이션의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필드이므로 DET로서 취급하지 않음

<‘상품일람’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상품일람 EQ 1 4 Lo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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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EI

 – 주문 설명

   • 고객이 상품일람의 화면에 주문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하여 ｢주문확인｣ 버튼을 누르고 

주문확인 화면에서｢배달처의 확인｣버튼을 누르고 배달처 확인 화면에서 주문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 테이블에 주문한 데이터가 등록

   • 주문확인 화면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품] 테이블을 참조하고 배달처 확인 화면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자정보] 테이블을 참조

→ ILF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유지하기 때문에 EI

 – FTR : [주문], [상품], [사용자 정보]

 – DET : 상품명, 주문수, 단가, 소계, 부가세, 합계, E-Mail 주소, 연락전화번호, 주소, 건물명, 

회사명, 부서, 층, 트리거

<‘주문’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주문 EI 3 14 High 6

메일송신 – EO

 – 메일송신 설명

   • 고객이 주문을 하였을 때에 주문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메일로 주문내용을 송신

   • 메일로 송신하는 데이터 항목 중에서 사용자명 등은 [사용자]를 참조하고 주문한 상품명 등은 

[상품]을 참조

→ ILF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하여 계산 데이터를 출력하기 때문에 EO

 – FTR : [사용자], [상품], [주문]

 – DET : 사용자ID, 사용자명, 주소, 건물명, 회사명, 부서, 층, 주문한 상품명, 상품의 개수, 

소계, 부가세, 합계

<‘메일송신’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메일송신 EO 3 12 Aver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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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수정 – EI

 – 사용자수정 설명

   • 사용자수정의 화면에서 각 항목을 수정하고 송신 버튼을 누른 후, 수정내용의 

확인화면에서 송신 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정보]의 데이터를 갱신

     → ILF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유지하기 때문에 EI

 – FTR : [사용자 정보]

 – DET : 키, 사용자명, 성별, E-Mail 주소, 연락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 건물명, 부서, 층, 

트리거

<‘사용자수정’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사용자수정 EI 1 11 Low 3

○ 트랜잭션 기능의 측정 Ⅱ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의 처리요소는 앞의 화면 플로우 및 각 화면에서 추출 가능하다.

[화면1]은 관리자용 로그인 화면으로 로그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EQ로서 측정 하지만, 

여기에서는 관리자 계정이 파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하드 코딩되는 것으

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용 로그인은 측정하지 않는다.

[화면2]은 관리 top화면은 관리자 초기화면으로 [화면3] 상품관리와 [화면15] 도시락별 주

문개수 집계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비게이션 기능이므로 처리요소로 측정하지 않는다.

[화면3] 상품관리는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관리하기 위한 상품일람 화면으로 이는 ｢상

품일람｣이라는 EQ가 된다.

[화면4] 런치 설정 확인 및 [화면5]의 런치 설정 완료는 [화면3] 상품관리에서 선택한 상품을 

나열하는 상품으로 결정하므로 이 ｢점심설정｣은 EI의 처리요소가 된다.

[화면6], [화면7], [화면8]의 상품정보 수정은 [화면3] 상품 관리에서 선택한 상품에 관한 데

이터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 ｢상품정보 수정｣은 EI의 처리요소가 된다.

[화면9], [화면10], [화면11]의 상품추가는 신규 상품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 ｢상

품정보 등록｣은 EI가 된다.

[화면12], [화면13], [화면14]의 상품삭제는 상품을 선택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이 ｢상품정

보 삭제｣는 EI가 된다.

[화면15]의 도시락별 주문개수는 당일 주문이 있던 상품의 개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 ｢도

시락별 주문개수｣는 주문이 있던 개수를 계산해야 하므로 EO의 처리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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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일람 – EQ

 – 상품일람 설명

   • [상품]을 참조하여 상품일람을 표시

→ 데이터를 ILF에 입력하거나 가공 없이 참조만 하기 때문에 EQ

 – FTR : [상품]

 – DET : 키, 상품구분번호, 상품명, 화상파일명, 상품설명, 상품단가, 상품할인률, 

배달대상(yes/no), 트리거

<‘상품일람’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상품일람 EQ 1 9 Low 3

점심 설정 – EI

 – 점심 설정 설명

   • [화면3]의 상품관리의 체크포인트에서 체크하고 런치설정 버튼을 눌러 나열하는 상품을 설정

   • 점심 설정을 위하여 [상품]에 존재하는 각 상품의 배달대상(yes/no)을 yes로 설정

   • 체크되지 않았던 상품은 no로 설정

     → ILF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유지하기 때문에 EI

 – FTR : [상품]

 – DET : 키, 배달대상(yes/no), 트리거

<‘점심 설정’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점심 설정 EI 1 3 Lo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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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수정 – EI

 – 상품정보수정 설명

   • [화면3]의 상품관리에서 상품을 선택하여｢상품수정｣버튼을 누르고 [화면6]의 

상품정보수정에서 각 항목을 입력하여 변경하는 버튼을 누르고 [화면7]의 

수정내용확인에서 변경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선택된 상품의 [상품] 테이블의 정보를 

변경

     → ILF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유지하기 때문에 EI

 – FTR : [상품]

 – DET : 키, 상품구분번호, 화상파일명, 상품명, 상품설명, 상품단가, 상품 할인률, 트리거

<‘상품정보수정’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상품정보수정 EI 1 8 Low 3

상품정보등록 – EI

 – 상품정보등록 설명

   • [화면3]의 상품관리에서 상품을 선택하여｢상품추가｣버튼을 누르고 [화면9]의 

상품추가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상품의 [상품] 테이블의 정보를 추가

    → 데이터를 수정하여 ILF를 갱신하기 때문에 EI

 – FTR : [상품]

 – DET : 키, 상품구분번호, 화상파일명, 상품명, 상품설명, 상품단가, 상품 할인률, 트리거

<‘상품정보등록’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상품정보등록 EI 1 8 Lo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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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별 주문개수 – EO

  – 도시락별 주문개수 설명

   ·[화면15]의 도시락별 주문개수로 이동하는 것으로 주문된 상품과 그의 개수를 표시

   ·[주문] 테이블에서 주문내용을 참조하고 [상품]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

    → ILF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하여 계산 데이터를 출력하기 때문에 EO

  – FTR : [주문], [상품]

  – DET : 주문일, 주문상품명, 주문수, 트리거

<‘도시락별 주문개수’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도시락별주문개수 EO 2 4 Low 4

상품정보삭제 – EI

 – 상품정보삭제 설명

   • [화면12]의 삭제선택에서 상품을 선택하여 삭제 버튼을 누르고 [화면13]의 삭제내용 

확인에서｢삭제｣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하여 선택한 상품을 [상품] 테이블에서 삭제

   → 데이터를 삭제하여 ILF를 갱신하기 때문에 EI

 – FTR : [상품]

 – DET : 키, 트리거

<‘상품정보삭제’계측결과 >

처리요소명 유형 FTR DET 복잡도 기능점수

상품정보삭제 EI 1 2 Lo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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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잭션 기능 계측 결과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처리요소명 종별 DET FTR 복잡도 FP

로그인 EQ 3 1 Low 3

사용자등록 EI 10 1 Low 3

상품일람 EQ 4 1 Low 3

주문 EI 14 3 High 6

메일송신 EO 12 3 Ave 5

사용자수정 EI 11 1 Low 3

합계 23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처리요소명 종별 DET FTR 복잡도 FP

상품일람 EQ 9 1 Low 3

점심설정 EI 3 1 Low 3

상품정보수정 EI 8 1 Low 3

상품정보등록 EI 8 1 Low 3

상품정보삭제 EI 2 1 Low 3

도시락별주문개수 EO 4 2 Low 4

합계 19

1.2.6 기능점수의 계산

○ 기능점수는 데이터 기능 계측과 트랜잭션 기능 계측에서 산출된 기능점수의 합계를 말한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기능점수 = 데이터 기능점수 + 트랜잭션 기능점수 

= 19 + 23 = 42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기능점수 = 데이터 기능점수 + 트랜잭션 기능점수 

= 12 + 19 = 31

총 기능점수 = 42 + 31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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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가산정

1.3.1 개발규모 확정

○ 기능점수는 73FP로 산정되었다.

1.3.2 개발원가 산정 

○ 산정된 기능점수에 기능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 전 개발원가를 산정한다.

보정 전 개발원가 산정

• 기능점수당 단가를 산정된 기능점수에 곱하여 산정한다.

기능점수당 단가 기능점수 보정전 개발원가

553,114 73 40,377,322

○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요구수준,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수준에 대한 보정계

수를 결정한다.

보정계수 결정

•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요구수준,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수준에 

대한 보정계수를 결정한다.

구 분 적용기준 보정계수

개발규모 0.4057 x (loge(기능점수) - 7.1978)2 + 0.8878 1.28

연계복잡성 타기관 연계 없음 0.88

성능 요구수준 피크타임에 중요함 1.00

운영환경 호환성 요구사항 없음 0.94

보안성 개인정보보호 0.97

※ 규모보정계수는 500FP 미만시 보정계수 1.28 적용함

※ 애플리케이션 복잡도별 보정계수는 “적용기준” 값을 난이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 보정 전 개발원가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보정 후 개발 원가를 산정한다.

보정 후 개발원가 산정

• 보정 후 개발원가 = 보정 전 개발원가 x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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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능
점수

기능 점수 
당 단가

보   정   계   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73 553,114 1.28 0.88 1.00 0.94 0.97 41,469,590

보정후 재개발원가 41,469,590

1.3.3 직접경비 산정

○ 직접경비의 범위에 따라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 산정

• 보고서인쇄비와 출장여비를 가정하여 산정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보고서인쇄비
 상세요구분석서 등 4종 × 4부

 (50원×1,000매×4부×4종=800,000원)
800,000

출장여비
 3인 × 2회(2박3일 기준)

 (200,000원×3인×2회=1,200,000원)
1,200,000

합 계  2,000,000

※ 직접경비 산출근거는 기관별 단가를 활용하여 산정

1.3.4 이윤 산정

○ 적정 이윤을 산정한다.

이윤 산정

• 보정 후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적용률 20%로 가정

산정기준 개발원가 적용률 금액(원)

개발원가의 25%이내 41,469,590 20% 8,2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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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41,469,590원 + 2,000,000원 + 8,293,918원

= 51,763,508원



391부 록

2.1 사례 개요

2.1.1 개발 내용

본 사례는 OO 기관에서 대국민 모바일 포털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사례로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SNS를 이용한 공유, 참여, 확산형 웹 페이지 구축과 모바일 포털 접속 앱 개발을 주

요 구축 내역으로 가지고 있다. 

2.1.2 목표시스템 개념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시스템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2.1.3 시스템 구축 내역

○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 회원정보, 로그인 정보, 마일리지 등 각종 Data의 상호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홈 아이콘 추가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사용되는 시스템, 서비스,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 웹 사

이트를 구축한다.

2017년 개정판

2 기능점수와 투입공수 혼합사례 

202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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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 예약을 모바일로 수강신청 및 결재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 SNS를 이용한 공유, 참여, 확산형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 대국민 콘텐츠가 SNS를 통하여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 일부 기능을 개

편한다.

– SNS를 이용한 시민토론, 시민제안, 설문기능 등을 구현한다.

– 소통채널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소셜허브 및 대쉬보드를 구축한다.

2.2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기준 선정

2.2.1 소프트웨어 개발범위 및 경계의 결정

○ 소프트웨어 개발범위는 시스템 구축 내역에 따라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과 SNS를 이용

한 확산형 모바일 웹 페이지 구축 등 2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이 2개 시스템을 개

발비 산정의 대상 범위로 정의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경계는 사용자 관점의 분리된 기능영역에 기초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때 기

술적이고, 물리적인 영역 분리는 배제되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의 독립성, 즉 각 시스

템 간의 업무연계가 높다면 동일 경계로, 낮다면 개별적 경계로 식별할 수 있다. 본 사

업은 2개 시스템간에 동일 성격을 가진 연계관계가 낮으므로 개별적인 경계로 식별하여 

기능점수를 측정한다.

2.2.2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기준 선정

○ 본 소프트웨어의 사업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대가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축 대상시스템의 구축 유형을 판단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기준에서 제시한 적

합한 적용 기준을 선정한다.

구축 시스템 구축 유형 적용할 사업대가 기준

1.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개발
SW개발비 산정기준 – 기능점수
모바일 웹 사이트 디자인 –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2. SNS를 이용한 확산형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개발
SW개발비 산정기준 – 기능점수
모바일 웹 사이트 디자인 –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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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시스템은 대표 홈페이지에서 이용률이 높은 주요 메뉴, 생활 밀

착형정보 등 모바일 특성에 부합하는 대국민 서비스 콘텐츠를 선별하여 모바일 웹 사이

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SW재개발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본 예제에서

는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바 신규 개발 기능으로 식별하여 산정하였다.

– 모바일 웹 사이트 디자인을 위한 SW 개발비는 기능점수로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투입

공수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 SNS를 이용한 확산형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업무는 국민들이 SNS를 이용하여 상호

간에 토론 및 제안, 설문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목적의 소통채널을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근 할 수 있도록 만든 메타 채널

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SW개발비 산정은 신규 기능에 대한 기능점수를 도출하여 SW

개발비를 산정한다.

– SNS를 이용한 확산형 모바일 웹 사이트 디자인을 위한 SW 개발비는 기능점수로 산정

하기 곤란하므로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2.3 시스템별 기능점수 및 개발원가 산정

2.3.1 모바일 웹 사이트 개발 기능점수 및 개발원가 산정

■ 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점수

모바일 웹 사이트 개발의 기능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데이터 기능

서브시스템 단위프로세스
내부논리

파일
외부연계

파일
구분

모바일
웹 사이트

회원정보 1 신규

로그인 정보 1 신규

마일리지 정보 1 신규

구인 정보 1 신규

구직 정보 1 신규

교육과정 정보 1 신규

수강신청 정보 1 신규

결재정보 1 신규

소 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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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잭션 기능

서브시스템 단위프로세스
외부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

구분
추가 수정 삭제

모바일
웹 사이트

회원정보 관리 1 1 1 1 신규

로그인정보 관리 1 1 신규

마일리지 관리 1 1 1 신규

구인 관리 1 1 1 1 신규

구직 관리 1 1 1 1 신규

주말 강좌 관리 1 1 1 1 신규

교육과정 관리 1 1 1 1 신규

수강신청 관리 1 1 1 1 1 신규

결재관리 1 1 1 2 신규

소 계 9 8 7 4 7

■ 기능점수 계산

앞서 산정된 데이터 기능 및 트랜잭션 기능의 기능수를 바탕으로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의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여기서는 기능점수 간이법을 사용하여 평균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기능유형
가중치

합계
평균복잡도

내부논리파일  ( 8 ) × 7.5 60.0

외부연계파일  ( 0 ) × 5.4 0.0

외부입력 ( 24 ) × 4.0 96.0

외부출력  ( 4 ) × 5.2 20.8

외부조회  ( 7 ) × 3.9 27.3

모바일 웹 사이트 개발 기능점수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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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계수 결정

구  분 내  용 비고

개발규모 0.4057 x (loge(기능점수) - 7.1978)2 + 0.8878 1.28

연계복잡성 타기관 연계 없음 0.88

성능 요구수준 응답성능 요구 없음 0.91

운영환경 호환성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 1.06

보안성 암호화, 개인정보보호 1.00
 

※ 규모보정계수는 500FP 미만시 보정계수 1.28 적용함
※ 애플리케이션 복잡도별 보정계수는 “적용기준” 값을 난이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 개발원가 산정

– 개발원가 : 153,323,091원

(단위 : 원)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204.1 553,114 1.28 0.88 0.91 1.06 1.00 122,658,473

보정후 개발원가 122,658,473

이윤 (25%) 30,664,618

합계 153,32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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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SNS를 이용한 확산형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기능점수 및 개발원가 산정

■ 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점수

SNS를 이용한 확산형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의 기능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데이터 기능

서브시스템 단위프로세스
내부논리

파일
외부연계

파일
구분

SNS 확산형 
홈페이지

국민토론 정보 1 신규

국민제안 정보 1 신규

설문 정보 1 신규

외부기관 콘텐츠 정보 15 신규

소 계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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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잭션 기능

서브시스템 단위프로세스
외부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

구분
추가 수정 삭제

SNS 확산형 
홈페이지

국민토론 관리 1 1 1 1 신규

국민제안 관리 1 1 1 1 신규

설문 관리 1 1 1 1 신규

콘텐츠별 메타채널 구축 15 신규

대쉬보드 3 신규

소 계 3 3 3 3 18

■ 기능점수 계산

앞서 산정된 데이터 기능 및 트랜잭션 기능의 기능수를 바탕으로 SNS를 이용한 확산형 모

바일 웹사이트의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여기서는 기능점수 간이법을 사용하여 평균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기능유형
가중치

합계
평균복잡도

내부논리파일 ( 3 ) × 7.5 22.5

외부연계파일 ( 15 ) × 5.4 81

외부입력 ( 9 ) × 4.0 36

외부출력 ( 3 ) × 5.2 15.6

외부조회 ( 18 ) × 3.9 70.2

SNS를 이용한 확산형 모바일 웹사이트 기능점수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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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계수 결정

구  분 내  용 비고

개발규모 0.4057 x (loge(기능점수) - 7.1978)2 + 0.8878 1.28

연계복잡성 3~5개 타기관 연계 1.00

성능 요구수준 응답성능 요구 없음 0.91

운영환경 호환성 요구사항 없음 0.94

보안성 암호화 0.97
 

※ 규모보정계수는 500FP 미만시 보정계수 1.28 적용함
※ 애플리케이션 복잡도별 보정계수는 “적용기준” 값을 난이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 개발원가 산정

– 개발원가 : 172,047,316원

(단위 : 원)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 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234.3 553,114 1.28 1.00 0.91 0.94 0.97 137,637,853

보정후 재개발원가 137,637,853

이윤 (25%) 34,409,463

합계 172,04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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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모바일 웹 디자인 투입공수에 의한 개발비 산정

모바일 웹 사이트와 SNS를 이용한 확산형 모바일 웹사이트의 디자인 부분은 기능점수로 산

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투입공수로 산정하여 개발비에 포함시킨다.

모바일 웹 사이트와 SNS를 이용한 확산형 모바일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위한 투입공수는 3

개월 동안 웹디자이너 2명으로 산정되었다.

○ 투입인력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기준에 근거한 개발비 산정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웹 다자인 UI/UX개발 2 3 100% 5,406,750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6 M/M

직접인건비 합계 32,440,500

제경비 110% 35,684,550

기술료   20% 13,625,010

합계 81,750,060

  

※ 2020년 적용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 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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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직접경비 산정

■ 직접경비 산정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 직접경비 산정

– 보고서인쇄비와 출장여비 등을 가정하여 산정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보고서인쇄비
 분석서 등 10종 X 5부

 (50원×1,000매×5부×10종=2,500,000원)
2,500,000

합 계  2,500,000   

    ※ 직접경비 산출근거는 기관별 단가를 활용하여 산정

2.5 총 개발비 산정

SW개발비는 개발원가, 이윤, 직접경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단위 : 원)

구분 시스템 금액

기능점수방식 개발비

모바일 웹사이트 153,323,091

 SNS 웹 사이트 172,047,316

투입공수방식 개발비 모바일 웹 사이트 디자인 81,750,060

직접경비 2,500,000

총 개발비(부가세 별도) 409,62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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