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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정보시스템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



학습목표

• 새로운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 문제해결단계는
무엇인가?

•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

• 시스템 모델링과 설계를 위한 주요 방법론은 무엇인가?

• 어떻게 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 어떻게 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관리할 것인가?



걸 스카우트의 새로운 쿠키 주문 시스템

• Problem: 비효율적인 수
동적 절차와 높은 오류 수
준.

• Solutions: 수동 절차를
제거하고 새로운 주문 절
차를 설계하여 , 데이터베
이스 구축 소프트웨어를
활용, 자동적으로 주문을
추적하여 주문에 대한 픽
업계획을 수립하게 함.



• Intuit’s QuickBase for Corporate Workgroups software 
service은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손쉬운 쿠키 주문 입력과 데이
터의 중앙관리를 통해 높은 오류율을 줄일 수 있게 됨.

• 전통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는데 있어서 정보기술
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

•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초점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설명하고 있음.

걸 스카우트의 새로운 쿠키 주문 시스템



걸 스카우트의 새로운 쿠키 주문 시스템



문제 해결과 시스템 개발

• 문제해결을 위해 구축된 새로운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4단계

• 문제의 정의와 이해

• 대안 해결책의 개발

• 해결책 선택

• 해결책 구축 및 이행

• 최초 3단계는 시스템 분석이라 불리워 짐.



Developing 
an 

Information 
System 
Solution

문제 해결과 시스템 개발



문제의 정의와 이해

• 문제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 문제의 반복 발생이유는 무엇인가?

•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해결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과 시스템 개발



대안이 될 수 있는 해결책 개발

• 시스템 분석을 통해 결정되는 해결책에 대한 경로

• 때로는 해결책은 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때로는 현존하는 시스템의 수정을 통해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 해결과 시스템 개발



해결책의 평가와 선택

• 실현 가능성

• 비용과 효용

• 장점과 단점

• 시스템의 비즈니스 가치

• 변화에 대한 관리

문제 해결과 시스템 개발



솔루션 구축 및 이행

• 시스템 설계

• 구축 및 이행의 완료
• 하드웨어 선택과 구입

•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그래밍

• 테스팅

• 교육과 문서화(documentation)

• 전환

• 실행과 유지보수

• 변화에 대한 관리

문제 해결과 시스템 개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할 때,
테스트되어질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는 것,
각각의 테스트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예측된 결과 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테스트 계획은
실무자와 정보시스템
전문가로 부터 의 입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A Sample Test Plan for the Girl Scout Cookie System

문제 해결과 시스템 개발



전통적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SDLC)

시스템 개발 방법론

• 가장 오래된 정보시스템 구축 방법론

• 정형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는 단계별 접근 방식

• 폭포수 접근

• 투입 인력의 명확한 업무 구분 요구

• 대규모 및 복잡한 시스템 구축에 활용

• 시간 소모적이며, 사용에 이르기 까지 많은 비용 소모



The Traditional Systems Development Lifecycle

시스템 개발 방법론



프로토타이핑 (Prototyping)

• 빠르고 저렴하게 구축될 수 있는 시범 또는 초기 모델

• 구축 4단계

• 사용자의 기초 요구사항 정의

• 초기 프로토타입 모델 개발

• 프로토타입 모델 사용

• 프로토타입의 반복적인 수정 및 개선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데 특히 유용

시스템 개발 방법론



The 
Prototyping 

Process

시스템 개발 방법론



최종 사용자 개발 (End-User Development)

• 실제 사용자가 기술적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간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 4세대 언어, 그래픽 언어, 데이터 접근, 보고서 생성,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PC software 도구 사용

• 전통적인 도구와 방법을 통해 개발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구축 가능

• 조직 측면에서의 위험도 존재

• 최종 응용시스템 개발에 요구되는 시간의 절약

• 높은 수준의 사용자 개입과 만족도

• 빠르게 구축된 시스템으로 인해 정형적인 개발 방법론이나 테스트의 과정이
생략됨. 이로 인해 위험도가 존재

시스템 개발 방법론



솔루션 패키지 구입과 아웃소싱 (Outsourcing)

• Request for Proposal (RFP)

• Application software packages

• 표준 프로세스를 가진 보편적 기능을 가진 일반화된 시스템

• Customization 필요

• 아웃소싱 (Outsourcing)

• Application service providers (ASPs)

• 해외 아웃소싱 (Offshore outsourcing)

시스템 개발 방법론



Total Cost of Offshore Outsourcing

시스템 개발 방법론



사례연구 (기술의 관점) OneView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Zimbra

• 다음의 사례연구를 읽고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

• Zimbra의 판매프로세스를 설명하시오. 과거의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지원하였는가?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 비즈니스 영향은 무엇인가? 

• Zimbra의 새로운 마케팅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요구사항 내역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만약 당신이 Zimbra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RFP를 준비하고 있다면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 싶은가?

• 새로운 마케팅 시스템이 Zimbra의 비즈니스 운영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 성공적이라 생각하는가? 

시스템 개발 방법론



E-비즈니스를 위한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 민첩성과 확장성

•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RAD)

• 최단 기간에 작동가능한 시스템 구축

• Joint application design (JAD)

• 최종사용자와 정보시스템 전문가가 설계에 동시 참여

시스템 개발 방법론



• 구조적 방법론 : Structured methodologies

• Data flow diagram (데이터 흐름도)

• Process specifications (프로세스 명세서)

• Structure chart (구조도)

• 객체지향 개발 : Object-oriented development

• 클라스와 상속의 개념에 기초 (class and inheritance)

• Component-based development와 웹서비스

• Computer-aided software engineering (CASE)

시스템 모델링과 설계



Data Flow Diagram for Mail-in University Registration System

시스템 모델링과 설계



High-Level Structure Chart for a Payroll System

시스템 모델링과 설계



Class and Inheritance

시스템 모델링과 설계



객체지향 개발 : Object-Oriented Development

• 시스템 분석과 설계의 기초 단위로써 객체를 사용
• Class

• Inheritance

• 전통적인 구조적 방법론에 비해 반복적이며, 점진적

• Component-based development
• 객체의 집합이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로 조합됨.

• 전자상거래 응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로 사용

시스템 모델링과 설계



Computer-Aided Software Engineering (CASE)

• 사전 기술된 방법론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공
• 시스템 개발에서 반복작업의 감소

• CASE 도구는 개발팀의 노력에 있어서 협력과 명확한 문서화를
촉진
• 도구의 적절하고 올바른 사용은 개발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

시스템 모델링과 설계



프로젝트 관리 목표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Project)
• 특정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일련의 관련 활동

• 프로젝트 관린 (Project Management)
• 명시된 예산과 시간 및 그 밖의 제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 기술, 도구, 기술의 응용

• 영역 (Scope)

• 시간 (Time)

• 비용 (Cost)

• Quality

• Risk



사례연구 (인간의 관점):
엉망이된 Kaiser Permanente 신장이식 센터 프로젝트

• 다음 사례를 읽고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

• 이식센터 설립에 직면 Kaiser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서의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러한 문제에서의 인간, 조직, 기술 측면의 책임요소는 무엇인가?

•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처는 무엇인가?

• 실패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의 선택: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 개발

• 프로젝트 비용과 효용을 결정
• 유형의 효익 (Tangible benefits)

• 무형의 효익 (Intangible benefits)

• 투자 자본 수익율 (Capital budgeting methods)

• 정보시스템 계획

• 포트폴리오 분석 (Portfolio analysis)
• Scoring model

프로젝트 관리



A System Portfolio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위험과 시스템 관련 변화 관리

• 구축과 이행, 변화 관리
• 이행 시 문제점 (Implementation)
• 사용자와 설계자 사이의 갭(gap)

• 위험 요소의 통제
• 정형적인 계획과 도구 활용
• Gantt Chart
• PERT chart

• 사용자의 저항을 극복
• 인간공학(Ergonomics)
• 조직적 저항과 충격을 분석

프로젝트 관리



Figure 11-10A

A Gantt Chart

The Gantt chart in this figure shows the task, person-days, and initials of each responsible person, as well as the start and finish 
dates for each task. The resource summary provides a good manager with the total person-days for each month and for each 
person working on the project to manage the project successfully. The project described here is a data administration project.

프로젝트 관리



Figure 11-10B

A Gantt Chart

프로젝트 관리



Figure 11-10C

A Gantt Chart

프로젝트 관리



A PERT 
Chart

프로젝트 관리



글로벌 규모의 프로젝트 관리

• 글로벌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도전은 국제적인 환경과
결합이 된다.

• 사용자 정보 요구, 비즈니스 프로세스, 작업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에서
기인

• 글로벌 시스템의 채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 글로벌 기업의 각각의 국가별 단위에 따른 자국 내 응요 시스템
개발을 허용

• 범국가적 센터의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와 시스템 분석, 설계, 
테스팅을 수행하게 함

프로젝트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