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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점점 더 복잡, 다양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내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경쟁

력 향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개발 성공률을 보임에 따라 개발 효율성 측면에서 상

용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통한 해결 방안과 관련된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국내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

서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 개발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먼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과 정부의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 분야

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적합성, 유지보수성, 변경성 및 보안성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다르게 재사용 관점에서 SI와 상용 소프트웨어 간의 관계 및 적용 여부로 접근하여 상용 소프트웨

어 기반 개발(CBSD)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재사용 관점에서 CBSD 적용을 위해 공공 업무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류하고 이들 

간의 매핑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장성 관점으로 반복성을 가지는 시장 중심의 상용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업무 중심의 정

부 주도 상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지원에 대한 전략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 소프트웨어 영역의 개발 생산성과 품

질을 높이고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과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제공한다.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systems and policies to improve competitiveness and revitalize the market in order to adapt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software business in the domestic public sector. Nevertheless, software development still has a low development

success rate. Nevertheless, software development still has a low development success rate. In this paper, we aim to provide a strategy to 

increase development efficiency by reuse of COTS. So we carry out the following tasks so that software businesses in domestic public 

sector can move to a commercial software-based development environment. First, we analyzed the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 

in the public sector with four criteria: suitability, maintainability, changeability, and security based on the domestic software market 

status and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we presented commercial software-based development (CBSD) activities from a reuse 

viewpoint by differentiating from existing studies that focused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commercial software. In addition, we 

classified public activity and COTS for CBSD and presented a strategy for mapping between them. Finally, we presented the strategic 

results for the provision of market-oriented COTS with repeatability and for the development of business-oriented GO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basis for policy setting to increase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quality in the public software field and to 

revitalize the domestic commercial softwar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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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산업의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적용과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도 더욱 복잡하

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더 어렵고 만들고 더 많은 개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글로벌 소

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성공률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러한 낮은 소프트웨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

여 다양한 소프트웨어공학 기반 방법론과 도구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개발 효율성 측면에서 컴포넌트, 공개 소프트웨어 또는 상

용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에 대한 적용이 높아지고 있다[2]. 특히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 개발

은 전통적인 시스템 통합(SI) 형태의 개발보다 이해관계자들에게 높은 시장성과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 실패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시장에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 자체적인 소

프트웨어 개발 사업보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사용하는 생태계로 전환하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리발주의 확대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4]. 이것은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으로부터 단순히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때 발생하

는 비용적인 측면과 시장에서의 니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

는 연구를 통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발주자들이 SI 개발 대신 상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의 장점이나 개발 안

정성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분야에서 SI 중심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 개발 환

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재사용 관점에서 시장 현황과 개발 환경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개발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정의하고 정책적 방향 설정과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전략을 제시한다. 

그래서 2장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과 정책 지원을 이해하고 개발 환경 이슈와 문제를 분석하며, 3장에서는 공공 부분 소프

트웨어 사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와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개발하기 위한 패러다

임을 정의한다. 4장에서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 개발이 가지는 문제를 분석하여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5장 결론에서는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에 대한 개선과 중기수요예보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과 법제

도 개선의 토대를 제공한다.

2.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이슈와 문제 

2.1 시스템 통합(SI) 중심의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현재 소프트웨어 시장은 크게 시스템 통합(SI)과 상용 소프트웨어(COTS)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

장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 국내에서도 개발 프레임워크

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시스템 통합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COTS 구매 비율은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빠른 개발 시간과 적은 노력 투입 및 성공 가능성의 증대

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기존의 SI개발로 부터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6].

2.2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환경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 오

고 있다. 먼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서 초기에 개발 내용과 투입 노력을 가시화하여 적정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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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하여 과업심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적기 발주, 분리 발주 및 원격 개발의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해 왔다. 또한 공공사업 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발주 요구사항의 명확화를 통한 초기 발주 비용 구체화,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정

책 및 유지관리 요율 상향 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X(곱하기) 정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상

용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분야 소프트웨어는 기존 SI 방식의 자체적인 

개발로부터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들이 

공공 수요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중기수요 예보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상용 소프트웨어 조달 도입을 확대하는 것을 포

함한다.

2.3 공공 분야의 SI 중심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

2.3.1 상용 소프트웨어 적합성 문제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요구하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정보 부족으로 활용이 어렵다. 또한 

공공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일부만 충족시키거나 또는 불필요한 기능을 포함하는 등의 커버리지 문제로 인해 추가 개발이

나 개선이 필요하여 비용 증가와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업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 조직

은 적합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매핑하기가 어렵고 상용 소프트웨어 조직은 재사용에 의한 시장 확보가 어렵다.

2.3.2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성 문제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정확히 충족시키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드물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해야 한다. 그러나 대

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변경성,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블랙박스화하여 개발되어 기능 변경이나 확장이 유연하게 이루어지

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결국 상용 소프트웨어 중심 개발은 초기에는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업그레이드나 소프트

웨어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2.3.3 상용 소프트웨어 변경성 문제

상용 소프트웨어는 커스터마이징과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Table 1과 같이 SI 개발조직과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조직 간

의 역할 결정이 필요하다. SI 조직은 고객 요구나 문제 발생 시 맞춤형 개발과 전체 개발 일정의 단축이 가능하지만 전체 SI 시장

의 축소를 우려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에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가 블랙박스화됨으로서 제품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거나 개발 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에 상용 소프트웨어 조직은 화이트박스 분석으로 고객의 요청에 

Table 1. Role and responsibility of SI vs. COTS SW development organization

SI 조직 중심 개발 상용소프트웨어 조직 중심 개발

고객의 요청에 맞춤형 제공과 개발 시간 단축
소프트웨어 White-box 분석으로 고객의 요청에 신속한 대응과 변경 

가능

발주 소프트웨어 문제 발생이나 변경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가능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기능 개선이나 변경 시 시간 단축과 품질관리 

가능

시장의 축소를 우려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중심 개발에 부정적 접근
상용 소프트웨어를 freezing하여 제품의 변경이나 기능 추가에 부정

적 접근 

상용 소프트웨어를 black-box화하여 SI 사업자가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접근이 불가
상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변경이나 추가 개발과정에서 시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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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과 품질보증이 가능한 MOTS(Modifiable COTS)를 제공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의 변경이나 기능 추가에 부정적

인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변경 후 품질 저하나 side-effect가 발생할 경우 조직 사이에 책임 소재가 모호

할 수 있다. 결국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 충족률에 

따라 하나의 사업안에서 여러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때 비용 증가나 유지보수 어려움이 높아질 수 있다.

2.3.4 상용 소프트웨어 보안성 문제

MOTS는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업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환경 설정을 하여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유지

보수성 및 품질 향상 등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의 조달, 개발 및 유지보수에서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상

용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취약성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공급망 

위험관리(Supply-Chain Risk Management, SCRM)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 국토안보부는 MOTS 사용 환경

에서 보안 문제를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7].

2.4 재사용 중심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기존 연구

소프트웨어공학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향상은 핵심 목표로서 다양한 개발 방법론뿐만 아니라 3R(Reuse, Reverse 

Engineering, Reengineering)을 포함하여 많은 기술적 기법을 제시하여, 특히 80년대 이후 소프트웨어 재사용 기법은 많은 접근 

방식과 각종 CASE 도구를 활용하여 발전해 왔다[8]. 이러한 소프트웨어 재사용 방법의 적용은 소프트웨어 제품 라인공학(Soft-

ware Product Line Engineering, SPLE)의 요구사항 및 테스트 단계에서 재사용과 일반 재사용 범주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 

재사용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CBD나 개방형 소프트웨어(OSS) 또는 SI 개발을 할 때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재사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9].

그러나 현재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COTS의 재사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COTS의 개발과 관리

에 대한 비용연구나 전체 시스템 중 일부 컴포넌트 단위에서 COTS를 단순 대체할 때의 비용 예측 그리고 COTS를 특성별로 분

류하는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10-13], 재사용 관점에서 COTS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효율성이나 생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TS의 비용 측면에 대한 기존 연구와 달리 재사용 관점에서 SI

와 상용 소프트웨어 간의 관계 및 적용 여부로 접근한다.

3.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

3.1 상용 소프트웨어 특징과 필요성

상용 소프트웨어(Commercial off-the-shelf SW, COTS)는 미 정부가 자체 또는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와의 계약하에 상업 시장에서 구매 및 사용 가능한 상품을 의미하는 연방 구매 시행령(FAR)에서 시작된 것으로, 공급업체

가 특정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사전 구축하여 구매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

프트웨어 제품이다[14].

상용 소프트웨어는 구매자의 환경에 통합할 수 있도록 맞춤화 사용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제공, 시스템 내부 구조 

및 행위에 대한 제한된 가시성 제공 등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제품 중심의 고정형(stand-alone)으로부터 서비스 중심의 이동형

(mobility)으로, 라이센스 개념으로부터 클라우드 중심의 상용 소프트웨어로 변화하고 있다[4].

CHAOS Report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30% 정도만 품질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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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예산과 관련하여 성공하고 있으며, 공공 도메인은 가장 낮은 개발 성공률과 가장 높은 실패율을 보이고 있다[15]. 또한 소

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개발 유형별 성공률을 보면 Table 2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처음부터 개발하는 유형의 실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 후 수정 없이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

공분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전통적인 SI 형태의 개발보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개발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Table 2. Success rate by SW development methodology (2015)

프로젝트 유형별 해결 Successful Challenged Failed

전통적 언어와 방법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개발 22% 61% 17%

현대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개발 23% 54% 23%

일부 컴포넌트는 개발하고 나머지는 구매 24% 59% 17%

컴포넌트 구매 및 통합 25% 59% 16%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후 수정하여 사용 42% 37% 21%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후 수정없이 사용 57% 28% 15%

기존 프로젝트 고도화 53% 38% 9%

기타 28% 47% 25%

3.2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 개발(COTS-Based SW Development, CBSD)은 Fig. 1과 같이 발주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행위

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글루웨어(Glueware) 및 인터페이스를 식별한다. 그리고 특정 운용 환경에 적용 가능

한 기능과 해당 기능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평가 및 선정한다. 이때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 방법 즉, 구

매 또는 리스를 결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해 설계, 코드 및 테스트 글루 코드 생성 및 수

정 후 시스템 통합과 테스트를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평가한다.

Fig. 1. COTS based SW development activities

일반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요구나 사용 환경에 따라 맞춤화(customizing)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CBSD는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에 다른 소프트웨어 기능을 통합하여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SI 개발에 비하여 개발 비용과 시간

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CBSD는 새로운 글루코드의 추가 개발과 통합으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변경과 관련된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BSD 방법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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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웨어 생성: CBSD를 위해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설계 및 통합 작업을 포함하며, 통합 노력은 글루웨어 생성과 

관련하여 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 통합 비용 발생: 초기 개발 비용과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상용 소프트웨어 사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다른 시스템 간의 

통합 작업 증가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 Side-effect 발생: 개발 업체에 대한 종속성 또는 의존성, 상황 변화에 따른 호환성 문제 발생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종

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맞춤 지원이나 대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4. 공공 분야의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개선 전략 

4.1 CBSD 적용을 위한 재사용 관점의 개선 전략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CBSD로 접근할 때 개발 비용 절감 측면만으로 고려하면 SI 기반 개발과 차별성이 높지 않거나 

제품 라이선스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CBSD의 핵심 가치(critical value)를 무엇으로 두는가?’에 따라 

SI와 상용 소프트웨어 간의 비용 절감 목적 대신 소프트웨어 개발 노력 절감과 품질 보증을 위한 재사용성/재활용 가능성 소프트

웨어의 적용 여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용 소프트웨어 재사용 관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상용 소프트웨어가 재사용 가능성이 있는가?

∙ 상용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시장)에 도움이 되는가?

또한 획득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

된 정책 자료 및 국내외 문헌 그리고 개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4.1.1 공통 업무 분류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먼저 공공 부분에서 수행하는 공통업무를 분류한다. 공공 부분 서비스 대상은 Fig. 2와 같이 

서비스 제공 업무 중 유사 기능이나 공통으로 활용 가능 분야를 공통업무로 분류한다. 이때 공통업무 대상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을 적용한 업무 분석과 표준화로 기관 간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Fig. 2. Examples of common tasks in the internal business support serv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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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업무 분류를 통해 정보서비스 중복 개발로 인한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재사용으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서비

스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관 사이의 업무처리 수준 향상 및 평준화 및 동등한 업무로 인해 빠른 업무 적용과 기관

의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시스템 개발 운영 시 필수 업무로 적용이 가능하다.

4.1.2 공통 업무 표준화

또한 공공분야 공통 업무 표준화로 표준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업무에 대한 도메인 분류 및 도메인별 소프트웨어 아키텍

처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 데이터도 표준화하여 표준 형식을 정의하고 일괄 개방한다. 이러한 공통 업무 표준화는 불명

확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대가 없는 잦은 과업 변경에 대해 고정된 기능과 비용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발주 시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 감소와 개발 기관의 발주자 교육훈련 비용 감소 등의 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표준

화에 따른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상호운영성 향상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4.1.3 공공부분 적용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분류

최근 상용 소프트웨어는 모빌리티, 클라우드, 산업융합 자동화, 전사적 자원 관리(ERP)를 통한 최적화 중심으로 그리고 기능

적 차별성보다 무결성, 안정성 중심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할 경우 적용 유연성을 높이고 상호작용

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플랫폼 기반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용 소프트웨어 환경의 변화와 및 상용

소프트웨어 진화에 따라 공공분야 공통 업무 표준을 기반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분류 기준과 분류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10].

4.1.4 공공부분 공통업무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매핑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하여 간결하고 공통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품 비전을 정의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가

치를 도출해 낸다. 그리고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화하여 요구사항 중 필수적인 것과 고유한 것을 식별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과 매핑한다. 따라서 CBSD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를 통해 비즈니스 목표

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 구성의 최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통 업무에 재사용 가능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매핑할 때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변경, 통합 및 추가 개발요청에 대한 주체, 하

나의 사업안에 상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정도와 개발 비용을 고려한다. 미국에서는 CBSD를 적용하여 공공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전체 시스템 기능 중 최소 50%를 상용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구성한다[17]. 상용 소프트웨어 매핑을 위한 

요구사항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Requirement for COTS software mapping

∙ (가용성) 상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실행 가능한 대안인가? 

∙ (적합성) 가장 적합한 기능을 제공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 (정확성) 실제로 사용되는 제품의 기능이 무엇인가? 얼마나 사용되는가?

∙ (완전성) 사용가능하도록 API를 제공하는가?

∙ (데이터 상호운영성)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가?

∙ (데이터 표준화) 각각의 제품들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데이터 구조와 형식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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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데이터 자산화

비용 추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내역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소프트웨어 수요예보, 소프트웨어 사업

저장소 등에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만 정보 수준이나 품질 측면에서 사업 정보분석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 즉, 데이터 

자산화를 위해서는 사업 개발과정에서 생성되는 무결성 및 일관성을 가진 데이터의 수집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집중화 저장 및 분석하고 정보 수준이나 품질 측면에서 필터링과 검증을 통해 개선한다. 그리고 개발 사업에서 생성되는 모든 내

역 데이터의 표준화, 정량화를 통해 데이터 자산화를 하고 이후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추적성을 제공한다.

4.2 CBSD 적용을 위한 시장성 관점의 개선 전략

공통업무별 상용 소프트웨어 분류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우 Fig. 3과 같이 시장성이나 가격 경쟁력

이 높은 상용 소프트웨어(COTS)를 민간중심으로 개발하지만, 특정 도메인에 특화되어 낮은 재사용률을 가지거나 적은 수요 또

는 높은 개발 비용 등으로 시장성이 낮아 민간에서 개발하지 않을 경우는 GOTS(Government off-the-shelf) 개발을 지원하는 하

이브리드 전략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한다.

Fig. 3. GOTS and COTS development

미국의 공공분야에서 CBSD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수행한다.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 획득은 가장 일반적인 CBSD 방식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정부와 계약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라이센스를 도입하여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두 번째 경우는 GOTS 개발 방식으로 민간 부분에서 경제성 등으로 수요가 적은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용역개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4.2.1 시장성 중심 상용 소프트웨어(COTS)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의 CBSD 적용을 위해 시장성을 가진 상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제공한다. 첫 번째는 ‘상

용 소프트웨어 제품 자체가 얼마나 반복성을 가지는가?’와 두 번째는 ‘CBSD가 생태계(소프트웨어 시장)에 도움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반복성을 강조하여 재사용성이 높은 공통 기능 중심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은 잠재적인 시장 크기, 제품의 시장 점유율, 판매 가격, 개발 기간 및 R&D 비용 회수 기간, 매

출 증가 요인 등을 분석하여 시장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한다.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기능을 제공하지만 시

장의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비용-기능을 절충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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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정부주도 상용 소프트웨어(GOTS) 개발 지원 및 유지

정부 주도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사업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 경쟁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은 정부가 제공하는 요구사항과 개방형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

발 경쟁을 하거나 정부와의 계약하에 구매 및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 제작을 직접 제작하거나 정부가 규격을 정한 후 

외주제작하고 제작된 소프트웨어(GOTS)는 무료로, 하드웨어는 실비만 지불하고 공유하였다. 이후 미 국방부는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SI 개발로부터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개발로 전환하였고 또한 미 해군과 국방

부에서는 복잡하고 존재하지 않는 상용 소프트에 대해 GOTS로 맞춤 제작하였다[12].

그러나 GOTS는 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 주도 개발로 인해 사업적 의지가 약할 수 있고 정

부 기관이 요구할 때만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하여 기능 또는 상호 운용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GOTS는 특정 기관의 고

유한 요구와 인프라에 맞게 설계 및 구축되기 때문에 품질과 성능은 높지만 크고 복잡하며 또한 개발자가 기관의 요구에 대해 전

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GOTS 개발은 높은 개발 비용과 실패 위험을 가지며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

의 지속적인 프로젝트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 

5. 결 론

5.1 연구 결과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SI 개발 방법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COTS 소프트웨어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에는 대부분 전체 시스템 중 일부 컴포넌트 단위에서 COTS를 단순 대체하거나 소요 비용 예측, 

COTS를 특성별로 분류하는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시스템적 재사용 관점에서 COTS를 활용한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보고되

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CBSD)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활동과 개선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상용 소프트웨어 적합성, 변경과 확장 유연 정도에 대한 유지보수성, 변경 주체 및 책임 관련 

변경성 및 보안성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

∙ CBSD 개발 절차를 글루웨어와 인터페이스 식별을 포함한 요구사항 분석부터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과 기능 적합성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개발 시스템의 통합 단계로 정의 

∙ 공공 분야의 CBSD 적용을 위해 재사용 관점에서 정책 자료와 개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통업무 분류와 상용 소프트

웨어 분류 그리고 이들 공통업무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매핑 방법을 제시

∙ 시장성 관점의 개선 전략으로 공통 업무 영역의 높은 시장성과 재사용성을 가지는 COTS의 제공과 업무에 특화되어 낮은 

시장성과 재사용성을 가지는 GOTS의 개발 지원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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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와 높은 사업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 분야에서 SI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

계를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로 만들기 위한 정책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공통업무를 분류, 표

준화하고 공통 아키텍처를 정의하거나 공통업무와 상용SW의 매핑 그리고 COTS 또는 GOTS의 개발 지원을 정의할 수 있다. 향

후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매핑하여 CBSD 개발과 SI 중심 개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경제적 측면에

서의 효용성을 확보하며 또한 이력 데이터 관리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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