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rester Total Economic 
Impact™ 연구 

의뢰 고객: 

Amazon 

프로젝트 책임자:  

Michael Speyer 
Sarah Musto 
 
2016년 8월 

 

 

AWS(Amazon Web 
Services)에서 SaaS를 

구축하기 위한 ISV 

비즈니스 사례 
Total Economic Impact™ 분석 
 



 

 

 

목차 

개요 ................................................................................................................ 3 

정보 고지 ....................................................................................................... 5 

시장 개요: 기존 방식에서 SaaS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는 ISV .............. 6 

TEI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 ........................................................................... 11 

ISV 파트너의 여정 ....................................................................................... 12 

분석 .............................................................................................................. 19 

AWS(Amazon Web Services): 개요 ......................................................... 29 

부록 A: Total Economic Impact™ 개관 ................................................... 30 

부록 B: SaaS 매출 계산 .............................................................................. 31 

부록 C: 용어 정의 ........................................................................................ 32 

부록 D: 보충 자료 ........................................................................................ 33 

 

 

FORRESTER CONSULTING 소개 

Forrester Consulting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직에서 리더의 성공을 돕습니다. 단기 전략 세션에서 맞춤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는 Forrester의 컨설팅 서비스는 구체적인 

사업상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적 통찰을 발휘하는 조사 애널리스트와 고객을 직접 

연결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forrester.com/consulting을 참조하십시오. 

© 2016, Forrester Research, Inc. All rights reserved. 무단 복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입수 가능한 

자료 중 최선의 자료를 토대로 한 정보입니다. 견해는 해당 시점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Forrester®, Technographics®, Forrester Wave, RoleView, TechRadar 및 Total Economic Impact는 

Forrester Research, Inc.의 상표입니다. 그 밖의 모든 상표는 해당 기업의 자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forrester.com을 참조하십시오. 

 

 

 



 

 

   3 

개요 
AWS(Amazon Web Services)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ISV(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AWS를 기반으로 

하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시 참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례를 수립하기 위해 Forrester Consulting에 

TEI(Total Economic Impact™)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SaaS 제품 개발의 잠재적 경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Forrester는 SaaS 제품의 개발 및 출시와 관련된 수익,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AWS에서 실행되는 SaaS 제품을 개발한 ISV 10개 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대상 ISV 중 9개 사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서 SaaS 개발로 전환했으며, 한 곳은 

처음부터 클라우드로 시작하여 SaaS만 구축했습니다. Forrester는 전환 과정을 거친 ISV 9개 사를 바탕으로 분석 및 모델을 

구축했으며 열 번째 ISV로부터는 처음부터 SaaS를 구축하여 배포한 과정과 관련 사례를 통해 피드백을 구했습니다. 또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에서 SaaS로 전환한 ISV 106개 사(AWS 및 기타 클라우드 기반 활용 중인)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SV의 전환 동기, 행동, 성능 추이 변화에 대한 폭넓은 시장 동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인터뷰 대상 ISV 9개 사는 고객의 SaaS 솔루션 요구, SaaS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혁신 및 새로운 제품 

기능을 더 쉽고 빠르게 출시하려는 목적으로 SaaS 제품 개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문 조사 대상 ISV도 

고객의 SaaS 제공 요구에 부응하고(89%), SaaS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며(71%),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대한 민첩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80%) SaaS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대상 ISV 9개 사는 3-10년간 SaaS 제품을 판매해왔으며 7개 사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 및 지원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총 매출액 대비 SaaS 구독 매출의 비율은 10% 미만부터 100%까지였습니다. SaaS 총수익은 

일반적으로 40%-70%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투자 영역은 초기 SaaS 제품 개발, 세일즈 및 마케팅, 고객 지원 부문이었습니다. 인터뷰 대상 ISV 중 7개 사는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개발했지만, 여전히 단일 테넌트 배포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 대상 ISV 중 39%는 단일 및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모두 지원했으나 51%는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만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대상 ISV의 고객 지원 부문 

투자는 SaaS 제품을 통한 고객 가치 극대화, 이를 통한 고객 이탈률 최소화, 계약 갱신율 증대 목적의 지원에 

집중되었습니다. 

인터뷰 대상 ISV는 다양한 이유로 AWS를 인프라 공급자로 선택했으며, 그중에서도 AWS의 성숙한 기술적 역량과 서비스 

범위, 현지 시장 진출 상황, 폭넓은 활동 지역, 평판과 신뢰성이 주된 이유로 확인되었습니다. ISV는 또한 아키텍처 평가, 

모범 사례 안내, 백서와 같이 AWS가 제공하는 개발 지원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ISV가 AWS 및 

APN(AWS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이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에서 SaaS로 전환한 ISV로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106개 업체 중: 
 

x 82%는 SaaS 매출 총이익이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와 같거나 이를 능가했습니다. 

x 81%는 새 애플리케이션 출시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x 84%는 애플리케이션 유지 관리 관련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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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의 SAAS는 ISV의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강력한 플랫폼 제공 

이 분석을 위해 Forrester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SaaS로 전환한 9개 인터뷰 대상 ISV 및 106개 설문 조사 대상 

ISV로부터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복합 ISV를 개발했습니다. 복합 ISV는 SaaS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는 B2B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라이선스 판매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수수료를 통해 매출을 올렸습니다. 복합 ISV는 경쟁 압력에 대응하고 잠재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SaaS 제품을 개발하고 온-프레미스, 라이선스 기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SaaS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orrester의 경제 모델에 따르면 복합 ISV는 SaaS 제품 세일즈 시작 5년차에 SaaS 제품을 통한 새로운 고정 구독 매출액 

5,000만 달러(기존의 판매 플랫폼을 통한 매출 외 추가 수익) 및 63%의 매출 총이익을 올리게 됩니다. SaaS 사업부는 사업 

시작 후 4년차에 이르러 수익을 내게 됩니다(표 1 참조). 

이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 시트(seat)당 가격 150달러 

• SaaS 세일즈 성장률은 2년차에 100%, 3년차에 90%, 4년차에 60%, 5년차에 50%  

• 연평균 매출 이탈률 5% 

• 복합 ISV는 크로스셀링 및 업셀링 목적으로 신제품 및 보완 제품 개발 

표 1 

5년간 견적 손익 계산서(1,000달러) 

번호 
 

계산 초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PL1 구독 매출액   2,407  7,102  15,895  29,738  50,207  

PL2 온보딩 비용   406  813  1,463  2,356  3,494  

PL3 
클라우드 호스팅 및 타사 

기술 비용   1,375  3,733  7,280  12,513  15,083  

PL4 매출 총이익 PL1-PL2-PL3   626  2,557  7,153  14,869  31,630  

PL5 매출 총이익(%) PL4/PL1   26% 36% 45% 50% 63% 

PL6 세일즈 및 마케팅   1,358  1,868  2,995  4,374  5,810  

PL7 일반 관리   385  1,136  2,543  4,758  8,033  

PL8 고객 지원   335  419  503  586  670  

PL9 IT 운영   94  94  94  94  94  

PL10 R&D  1,406  750  938  1,125  1,125  1,313  

PL11 총 운영비 PL6+PL7+PL8+
PL9+PL10 $1,406  $2,922  $4,454  $7,259  $10,937  $15,920  

PL12 총 운영 수입 PL4-PL11 ($1,406) ($2,296) ($1,897) ($106) $3,931  $15,711  

PL13 운영 이익 PL12/PL1   (95%) (27%) (1%) 13% 31%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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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복합 ISV는 다음을 통해 SaaS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 고정 구독 매출. 이러한 매출은 주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고객을 SaaS로 전환함으로써 발생됩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직접 판매 방식으로 발생하며 일부는 파트너를 통해 발생합니다. 

› 투자 및 비용. 복합 ISV는 다음 영역에 투자하고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 고객 온보딩. 고객 관계 수립 초기부터 성공적으로 고객 관여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직원 인건비입니다. 

• 클라우드 호스팅 및 타사 기술 비용. AWS에 지불하는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비용과 SaaS 솔루션 제공 시 필요한 

기타 기술 및 솔루션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세일즈 및 마케팅. 세일즈 인력,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및 마케팅과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파트너를 통한 세일즈와 

관련된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 관리. 이 일반 관리 비용은 매출의 16%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SaaS ISV에 대한 제3자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부록 D 참조). 

• 고객 지원. 판매 후 고객 관계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고객 지원 매니저는 고객이 SaaS 제품을 통해 

최대한 높은 가치를 이끌어내고 추가적인 시트(seat) 세일즈 기회를 탐색하며 전반적인 고객 관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IT 운영. SaaS 제품에 대한 기술 운영 지원과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 연구 개발. 첫 출시 준비 제품 개발, 새로운 기능과 신제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버그 수정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보 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십시오. 

› 이 조사는 AWS의 의뢰로 Forrester Consulting이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를 경쟁 분석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Forrester는 다른 ISV의 잠재적 결과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AWS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 할 때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독자 자신이 직접 예측해야 합니다. 

› AWS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Forrester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편집권은 Forrester에 있으며 

Forrester의 조사 결과와 상충되게 조사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사의 의미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AWS는 인터뷰를 위한 ISV 파트너 명단은 제공했지만 인터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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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요: 기존 방식에서 SaaS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는 ISV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으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소비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Forrester는 

SaaS를 채택한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18-2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부록 D 참조).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대응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ISV는 SaaS 채택률 증가 및 기타 시장 변화에 의해 SaaS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SaaS 솔루션 공급을 계획 중인 ISV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에서 SaaS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광범위한 사항들과 관리 방법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이들의 사업 모델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V가 기존의 온 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세일즈로부터 SaaS 애플리케이션 제공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 및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Forrester는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전체 또는 일부를 SaaS로 전환한 ISV 106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조사 응답자들 중에는 AWS 기반이 아닌 업체도 있었으며, 이들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Forrester는 이들 ISV에게 SaaS 애플리케이션 제공 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하게 되기까지 어떤 목적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울러 SaaS 개발 및 제공 비용과 주요 경영 성과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ISV가 SAAS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 동인은? 

Forrester 설문 조사 대상 106개 ISV는 SaaS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된 중요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주요 동인을 제시했습니다. 

› SaaS 제공 또는 새로운 솔루션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 89%의 ISV는 SaaS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동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 조사 대상 ISV 중 90%는 새로운 솔루션(SaaS방식으로 제공됨) 요구에 부응하여 

SaaS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 SaaS 솔루션 제공에 대한 경쟁사 압박. 기존 경쟁사들이 SaaS 솔루션을 개발하고 신규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71%의 ISV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고객을 SaaS 경쟁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 SaaS 시장에 뛰어들게 

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대한 민첩성과 대응 능력 향상. 높아지는 경쟁사의 압력에 대응하여, 80%의 ISV는 변화하는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SaaS 제품을 개발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했으며 82%는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출시에 대한 열망을 강조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 절감. 77%의 ISV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개발 비용이 높아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제한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78%는 SaaS개발이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R%D) 및 제공 비용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 목표 시장의 확대. SaaS의 가격 책정 및 배포 편의성 덕분에 새로운 고객 부문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85%의 

ISV는 SaaS 제공을 새로운 지역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았으며 80%는 새로운 버티컬 시장 진입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78%는 SaaS 제품이 중소기업 위주의 새로운 부문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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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솔루션 개발의 결과 및 편익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SaaS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결정은 SaaS 구현이 이러한 전환과 관련된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ISV가 SaaS 솔루션 없이 오늘날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달린 것입니다. 설문 대상 ISV는 SaaS 솔루션 출시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전체 매출에서 SaaS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80%의 ISV가 주요 이익으로 SaaS로 전환된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매출 증가를 들었습니다. 2년 전에는 SaaS 구독을 통한 매출이 회사 총 매출액의 36%였고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45%였으나, 현재는 SaaS 구독을 통한 매출이 회사 총 매출액의 45%로 늘어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점유율 38%를 넘어섰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SaaS 매출 총이익이 증가합니다. ISV가 보고한 SaaS 매출 총이익은 6-70%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실적 상위 회사들의 평균 매출 총이익은 2년 전의 55%에서 현재 76%로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실적 하위 회사들의 매출 

총이익은 13% 이하였습니다(그림 1 참조). 어느 쪽이든 모든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으며 이는 비용 

억제, 멀티테넌트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규모의 경제 활용 또는 효과적인 가격 책정 전략 수립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림 1  

SaaS 매출 총이익 증가 

  
조사 대상: 미국 ISV 33개 사, 유럽 및 중동 32개 사, 남미 20개 사, 아시아 태평양 21개 사 

출처: 2016년 7월 AWS의 의뢰로 Forrester Consulting이 수행한 연구 

› SaaS 매출 총이익은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매출 총이익과 같거나 이를 능가합니다. 82%의 ISV에서 매출 총이익이 온-

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수익과 같거나 이를 초과했으며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수익보다 적은 곳은 18%였습니다. SaaS 

매출 총이익이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매출 총이익보다 크다고 보고한 회사들 중에서 47%는 SaaS 솔루션 세일즈 경력이 

2년 이상이었고 37%는 2년 미만이었습니다. SaaS 수익이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수익과 같거나 적은 ISV 중에서 75%는 

회사의 존립을 위해 SaaS 채택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지적했으며, 64%는 SaaS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39%는 SaaS를 통해 고객 기반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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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aaS 매출 총이익 

 

조사 대상: 미국 ISV 33개 사, 유럽 및 중동 지역 32개 사, 남미 지역 20개 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사 

*조사 대상: 미국 SIV 19개 사, 유럽 및 중동 지역 19개 사, 남미 지역 13개 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 사 

출처: 2016년 7월 AWS의 의뢰로 Forrester Consulting이 수행한 연구 

 

› SaaS 개발 및 지원으로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주 요인은 SaaS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ISV가 여러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지원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개발 및 지원 업무는 하나의 최신 버전으로 단순화됩니다. 또한 

SaaS를 통해 ISV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88%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고 지원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잠재적 절감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과 비교할 때, 

84%는 애플리케이션 유지 관리 관련 비용이 줄었고 81%는 SaaS 제품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비용이 줄었습니다.  

› SaaS 방식 제공을 통해 혁신과 민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81%의 ISV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기간 단축을, 79%는 

신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 능력을 중요한 결과로 제시했습니다. 테스트, 튜닝, 롤아웃의 차이를 감안하면 SaaS 

공급업체는 연간 여러 차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업그레이드 주기가 이보다 훨씬 깁니다. SaaS는 특성상 버전이 하나뿐이므로 공급업체는 소프트웨어를 방화벽 뒤에 

배포하는 경우에 비해 시스템에서 현재 사용되는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다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SaaS는 멀티테넌트 기반이므로 공급업체는 사용자 전체를 기준으로 향상된 분석과 벤치마킹이 

가능하여, 이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제품 개발 로드맵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aS 

통해 이루어지는 다대다(many-to-many) 실시간 협업 기능으로 공급업체는 기존의 라이선스 모델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의 경우 고객은 여러 아키텍처와 하드웨어로 다양한 버전을 실행하기 때문에 

고객 수가 늘어나도 그 혜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SaaS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설문 조사 대상 ISV의 80%는 신규 고객 부문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79%는 새로운 지역의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ISV의 51%는 새로운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46%는 새로운 버티컬 시장을, 42%는 회사 규모 측면에서 새로운 영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ISV는 계속해서 기존 고객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고객을 SaaS 

제품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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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주요 리스크 

SaaS 시장 진입은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변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 및 사업 모델을 SaaS 제공 방향으로 전환할 때 ISV는 여러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문 조사 대상 ISV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 SaaS 제품 개발 비용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59%의 ISV는 개발 비용이 예산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38%는 

첫 MVP(최소 한도로 실행 가능한) SaaS 제품의 개발 비용이 예산 계획을 초과했다고 답했습니다. 오래되었거나 복잡한 

코드를 사용하는 ISV의 경우 재설계 또는 재작성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ISV는 Agile 배포와 같은 변화 관리 및 새로운 접근 기법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법이 

기존의 개발자들에게는 낯선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SaaS 솔루션 채택을 주저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 대상 ISV의 80%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SaaS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SaaS에 대해 우려하는 고객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고객의 우려는 주로 경제적인 면, 애플리케이션 

성능, 규제 준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3%의 ISV는 고객이 동일한 공급업체에 재정적으로 Lock-in될 위험을 걱정한다고 

말했고, 40%는 라이선스 방식에서 구독형 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를 들었으며 39%는 고객이 총 비용의 급증을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40%의 ISV는 고객이 데이터 보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39%는 규제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42%는 고객이 SaaS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해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ISV는 

SaaS와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의 총 소유 비용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고객의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클라우드 

공급자의 보안 및 규제 준수 역량을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 SaaS 제품의 매출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SaaS 제품으로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얻은 ISV도 있었습니다. 제시한 

이유는 ISV의 SaaS 솔루션 세일즈 기간에 따라 달랐습니다. SaaS를 1-2년간 판매해온 ISV의 경우 70%는 세일즈 경험의 

부족을, 60%는 지리적인 가용성 제한 및 제품의 기능 부족을 들었습니다. SaaS를 2년 이상 판매해온 ISV도 비슷한 이유를 

제시했지만 그 비율은 달랐습니다. 61%는 기능 부족을, 48%는 지리적인 가용성 제한을, 45%는 다른 SaaS 공급업체와의 

경쟁을 예상에 못 미치는 매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ISV는 초기 SaaS 제품에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갖추고 이러한 제품을 적절한 시기에 출시하기에 충분한 개발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SAAS를 향한 여정: 고려해야 할 사항 

ISV가 SaaS 제공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비용 모델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가격 책정 전략을 수립하며 서비스 구독 관련 측정 

지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SaaS로의 전환을 계획 중인 ISV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존의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재작성이나 전환 또는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여부. 52%의 ISV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SaaS 제품으로 전환했으며 41%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의 클라우드형 새 버전 또는 파생 

상품을 생성했습니다. 80%의 ISV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하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SaaS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ISV는 SaaS 제품이 클라우드용으로 최적화되고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자동화의 이점을 활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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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세 가지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ISV는 기술적인 기능과 역량을 최고 우선순위로 들었습니다(42%). 이외에 우선적인 고려 

사항으로는 해외 활동 범위(10%)가 있었고 브랜드, 보안, 규제 준수가 동등하게 8%를 기록했습니다.  

› 멀티테넌트와 단일 테넌트 배포 중 무엇을 언제 지원할 것인가. 대부분의 ISV는 멀티테넌트 배포 또는 단일 테넌트와 

멀티테넌트의 혼합 배포 방식을 선택합니다. 51%의 ISV는 SaaS 제품을 멀티테넌트 솔루션으로만 배포했으며 39%는 

단일과 멀티테넌트 배포 방식을 둘 다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ISV는 단일 테넌트 배포 방식에서 멀티테넌트 배포 

방식으로 옮겨갔습니다. 단일 테넌트 배포 방식만 지원하는 ISV의 수는 2년 동안 13%에서 9%로 감소했습니다. 단일 

테넌트 아키텍처는 종래의 ISV로서는 가장 쉬운 경로이지만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고객이 SaaS로부터 기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통해 고객은 탄력성, 다대다 협업 및 원활한 자동 업그레이드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변경하면 되므로 솔루션 배포 및 관리 관련 작업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ISV는 단일 테넌트 배포가 필요한 

고객이나 단일 테넌트가 잘 맞는 고객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초기 SaaS 개발 비용을 위한 적절한 예산 수립 방법. ISV는 동료나 다른 개발자들과 상의하여 SaaS 제품을 일정과 예산에 

맞추어 출시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자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ISV는 최소 한도로 실행 가능한 첫 SaaS 제품을 

개발하는 데 14개월이 소요되지만 개발 기간은 3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합니다.  

› SaaS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 정책 책정과 가격 기준 수립 방법. 설문 조사 대상 ISV는 자사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 

결정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ISV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소비 기반 변수를 선택해 SaaS 가격 책정 공식에 

반영했습니다. 여러 변수들 중, 65%의 ISV는 사용자당 가격 책정 방식을 사용했고 55%는 제품당 가격 책정 방식, 53%는 

위치당 가격 책정 방식, 48%는 회사당 가격 책정 방식, 39%는 사용량 기반 요인(예: 트랜잭션 수)을 선택했습니다. 71%의 

ISV는 경쟁사가 수립한 가격 책정 모델과 가격 기준을 고려했습니다. ISV는 가격에 반영될 요소(예: 자원 소모량) 및 

비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비용과 요소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ISV는 또한 동료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가격 

책정 모델을 결정해야 합니다. 

› SaaS 사업의 재정 건전성 측정에 사용되는 지표. ISV는 여러 지표들을 추적하여 SaaS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지만 

중점적으로 추적하는 지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월간 고정 매출(MMR, Monthly recurring revenue)은  

1-2년간 SaaS를 판매한 ISV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표였습니다. 그러나 세일즈 경력이 2년 이상인 ISV의 경우 MMR 

증가율(41% 대 34%)과 이탈률(37% 대 18%)에 비교적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는 곧 더 성숙한 SaaS ISV의 경우 

장기적인 성장 및 수익성을 위해서는 이탈 억제가 관건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고객 유치 보다는 기존 

고객과의 계약 갱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 설문 조사에서는 매출 이탈과 고객 이탈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고객 

이탈은 매출 이탈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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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 

서론 

인터뷰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Forrester는 AWS에서 SaaS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ISV 파트너를 위해 TEI (Total 

Economic Impact)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이익, 유연성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접근 방식 및 방법론 

Forrester는 다단계 접근을 통해 AWS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평가했습니다(그림 3 참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Forrester 애널리스트가 AWS 담당 직원을 인터뷰하고, AWS 및 AWS 시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 비용, 이익 및 리스크 관련 데이터를 얻기 위해 현재 AWS(Amazon Web Services)를 사용 중인 IVS 10개 파트너 사를 

인터뷰하고 106개 ISV 파트너 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인터뷰 및 설문 조사 대상 ISV의 특징을 바탕으로 복합적 요소를 갖춘 ISV를 설계했습니다. 

› TEI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당 인터뷰 및 설문 조사 자료를 재무분석 모델로 구축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복합 ISV에 

적용하여 비용 및 매출 데이터를 만들고 이 값을 재무분석 모델에 입력했습니다. 

› 인터뷰 대상 ISV가 강조한 문제와 우려 사항을 중심으로 재무분석 모델의 리스크를 조정했습니다. 리스크 요소 조정은 TEI 

방법론의 핵심 부분입니다. 인터뷰 대상 ISV가 비용 및 매출 추정치를 제공하였으나 일부 범주의 경우 답변의 범위가 

넓거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비용 및 매출 수치의 리스크를 조정했으며 

그 내용은 각 관련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Forrester는 AWS(Amazon Web Services)의 영향을 모델링하는 데 매출, 비용, 유연성, 리스크 등 TEI의 근본 요소 네 개를 

사용했습니다. TEI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3 

TEI 접근법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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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V 파트너의 여정 

인터뷰 주요 사항 

이 연구에서 Forrester는 총 10건의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그 중 9건이 심층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이들 파트너 

사의 CEO와 공동 창립자, 최고 기술 책임자(CTO), 최고 제품 책임자(CPO), 클라우드 제품 담당 부사장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대상 ISV의 주요 특성이 표 2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2 

프로필: 인터뷰 대상 ISV 

ISV 본사 SaaS 세일즈 기간 제품 유형 현재 애플리케이션 단일/멀티 테넌트 고객 프로필 

1번 유럽 3년 통합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IT 계획 

및 포트폴리오 관리 

제품의 SaaS 및 

온-프레미스 버전 

단일 테넌트 Fortune 1000대 기업, 

70개국 

2번 미국 10년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관리 

제품의 SaaS 및 

온-프레미스 버전 

대부분 멀티테넌트, 

일부 구성요소는 단일 

테넌트로 이용 가능 

글로벌 기업 및 

중소기업 

3번 아시아 

태평양 

4년 서버 관리, 메일 보안, 

메일 전달 소프트웨어 

제품의 SaaS 및 

온-프레미스 버전 

대부분 멀티테넌트, 

일부 고객은 단일 

테넌트 

현지의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공공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 

4번 미국 5년 ERP 소프트웨어 SaaS 및 온-

프레미스 버전 

단일 및 멀티 테넌트 글로벌 기업 

5번 아시아 

태평양 

4년 소매업, 고객 및 

공급업체 분석 

SaaS 버전만 판매  대부분 멀티테넌트, 

일부 구성요소는 단일 

테넌트로 이용 가능 

글로벌 기업 

6번 유럽 6년 파일 동기화 및 공유, 

협업 소프트웨어 

SaaS 및 온-

프레미스 버전 

단일 및 멀티 테넌트 주로 유럽 지역 기업 

7번 남미 6년 e-커머스 플랫폼 SaaS 버전만 판매 멀티테넌트 중소기업, 법인, 

대기업 

8번 아시아 

태평양 

3년 보안 소프트웨어 SaaS 및 온-

프레미스 버전 

멀티테넌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9번 미국 5년 분석, 이동성, 보안 

소프트웨어 

SaaS 및 온-

프레미스 버전 

단일 테넌트 글로벌 기업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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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전략 비즈니스 동인  

인터뷰 대상 ISV가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의 SaaS 버전을 추진하게 되기까지는 다음 능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 SaaS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요구 충족. SaaS 제품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게 된 주요 동인 중 하나는 고객의 요구 사항 

증가였습니다. 고객이 클라우드 솔루션을 요구한 이유로는 배포 용이성, 소비 기반 가격 책정, IT 비용을 자본 비용에서 

운영 비용으로 전환 가능성, 인프라 관리 대신 비즈니스 요구를 

위해 IT 자원 사용, 새로운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신속한 접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ISV는 고객의 RFP에 

포함되려면 클라우드 솔루션이 필수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 기존 고객 기반 보호. SaaS 제공 옵션을 갖춘 신규 진입자와 현재 

경쟁사들의 경쟁 압력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SaaS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 ISV도 있습니다.  

› 신규 시장 및 구매자에 대한 접근 가능. SaaS 솔루션은 

본질적으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관련된 지리적 

경계를 극복하고 높은 초기 비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시장 진입에 유리합니다. 신규 시장에는 버티컬 산업, 다양한 기업 규모 부문, 새로운 지역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터뷰 대상 

기업들은 현재 고객 기반에 속한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어 IT를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 혁신적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확보. 클라우드 환경은 더 빠른 제품 혁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독특한 

아키텍처 능력을 제공하므로 ISV는 고객의 요구와 경쟁 압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대상 업체 다수가 

제품을 더욱 빠르게 진화 시키고 새로운 기능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ISV는 경쟁 

우위를 높이기 위해 제품 기능성, 사용 편의성, 시장 내의 기술 트렌드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도입 장애물 제거. 데이터 분석 또는 ERP와 같은 특정 유형의 

소프트웨어에는 솔루션 활용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모두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ISV는 SaaS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러한 투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신규 시장(예: 소규모 고객) 진출도 가능해졌습니다.  

AWS를 선택하는 이유 

SaaS 제품 전략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후 인터뷰 대상 ISV는 적절한 개발 및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적합한 클라우드 공급자라면 뛰어난 제품 로드 맵을 구축하기 위한 확장성, 신뢰성, 가용성 및 보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는 불가능했던 글로벌 접근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SV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AWS(Amazon Web Services)를 선택했습니다. 

› 평판 및 신뢰성. 인터뷰 대상 ISV는 AWS가 고객은 물론 전반적인 IaaS 시장에서 1위 업체로 평판을 얻고 있어 ISV의 

호스팅 공급자의 신뢰성에 대한 고객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주한 대형 
거래 중 일부는 클라우드 기반 
제품이 없었다면 아예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 클라우드 담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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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장 및 폭넓은 지역에 진출. AWS가 전 세계 및 지역에 진출해 있다는 점은 모든 고객에게 SaaS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글로벌 ISV는 물론 현지 또는 지역 시장을 넘어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소규모 ISV에게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일부 ISV의 경우 AWS가 해당 지역 시장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공급자였기 때문에 AWS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 AWS 기술 능력의 성숙도 및 서비스 다양성. AWS 포트폴리오 안의 각종 툴을 이용해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성장을 

위한 안정되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인터뷰 대상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또한 

ISV가 고도의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 대상 ISV는 Amazon EC2(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uto Scaling, Elastic Load Balancing과 같은 컴퓨팅 서비스, Amazon S3(Amazon Simple Storage 

Service)와 Amazon CloudFront를 이용한 스토리지 기능, Amazon RDS(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와 

Amazon Redshift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Amazon CloudWatch와 같은 관리 도구 등, AWS의 폭넓은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AWS에는 고객에게 꼭 필요한 강력한 보안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인터뷰 대상자도 여럿 있었습니다.  

› AWS가 제공하는 개발 지원. 인터뷰 대상자는 SaaS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AWS로부터의 지원을 활용했습니다. 그 예로 참조 

아키텍처나 백서와 같이 내부 엔지니어가 SaaS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가 지원되었습니다. AWS는 또한 설계, 성능, 

보안 등의 영역에 대한 아키텍처 평가, 각종 트레이닝, 모범 사례 

안내도 제공했습니다.  

› APN(AWS 파트너 네트워크)이 제공하는 출시 지원. APN에 속한 

ISV의 클라우드 사업이 성숙되면 APN 등급 향상이 가능해지고 

POC펀드, 마케팅 펀드, 무료 체험 펀딩, 특정 프로그램 자격(AWS 

SaaS 파트너 프로그램 및 AWS 컴피턴시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수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되며 다수의 Go-To-Market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AWS는 공동 웹세미나,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 AWS 이벤트를 이용한 프로모션과 같은 출시 

활동으로 인터뷰 대상 ISV를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또한 특히 보안 영역에서 AWS 컴피턴시 프로그램(AWS 

Competency Program)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V의 보안 

역량에 대한 고객의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SaaS 개발 과정 

인터뷰 대상 9개 ISV 중 7개 사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AWS로 마이그레이션했으며 2개 사는 AWS에서 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제품의 성숙도와 복잡성 및 해당된 애플리케이션 재설계 작업량에 따라 ISV마다 다양한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과 같은 ISV의 개발 경험이 확인되었습니다. 

 

 

 

"AWS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도구 상자가 
있었습니다. 메일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컴퓨팅 
서비스, 로드 밸런스가 있었죠. 
그것은 우리 제품의 SaaS 
버전을 구축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 상자였습니다." 
~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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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제품 개발 시에는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클라우드용 경량 버전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고려한 ISV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고객이 해당 제품의 모든 기능을 SaaS 버전으로도 접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대상 업체는 모두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기능을 갖춘 SaaS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솔루션의 복잡성, 단일 테넌트 또는 멀티테넌트 배포 개발 여부, 사용한 개발 자원의 양에 따라 초기 개발에 걸린 시간은 

다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사항은 처음부터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채택하느냐(더 많은 초기 투자 비용 필요), 아니면 

처음에는 단일 테넌트 제품을 개발한 다음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로 확장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대다수 ISV는 처음에는 

단일 테넌트 모델로 출시 시간을 앞당긴 다음 나중에 대부분 또는 모든 기능과 고객을 위한 멀티테넌트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개발한 모든 ISV는 이에 따른 운영 비용 효율성은 높지만 그러한 가치를 얻어내려면 

충분한 비즈니스 볼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첫 SaaS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요 시간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대상 ISV의 개발 기간은 3개월에서 2년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개발 기간의 차이가 컸던 주요 원인은 제품의 복잡성, 재작성이 필요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코드의 양, 초기 제품에 내장되는 기능의 완전성, 멀티테넌트 플랫폼 개발 여부 등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개발에 투입된 

팀 규모도 3-16FTE로 다양했습니다. 이 초기 기간에는 실행 가능한 첫 SaaS 제품의 설계, 교육, 개발, 테스트, 배포가 

포함됩니다. 

› 정기 및 수시로 진행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인터뷰 대상 모든 ISV에게 점진적인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들은 평균 3-6개월마다 새 릴리스를 배포했습니다. 

초기에 진행되는 개발은 추가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클라우드로 

포팅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또한 많은 ISV가 초기에는 단일 

테넌트 환경에 배포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 추가 부문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ISV는 새로운 특징 및 기능 추가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결국 

초기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비용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 또는 모든 제품 구성요소와 고객을 멀티테넌트 

환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세일즈 전략 

SaaS 제품 도입을 위해서는 세일즈 조직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ISV가 다이렉트 세일즈, 파트너 세일즈 방식 및 

때때로 웹 채널을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판매 방식의 변화는 다음 부분에 집중되었습니다. 

›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의 지속적인 세일즈 및 지원 여부. SaaS 제품 도입 후의 세일즈 전략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에 세일즈의 초점을 맞추고 SaaS 사업은 유기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한 곳도 있었고 출시 전략을 완전히 SaaS로 전환한 곳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은 

SaaS 제품에 집중하는 한편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계속 판매하고 지원하는 중간 방식을 

취했습니다(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은 비교적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원 제공).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매출의 일부 자기잠식 효과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106개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이들 중 80%가 SaaS로 전환된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매출 증가가 SaaS 솔루션 제공을 통한 일차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는 고객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고객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는 초기 구독 
계약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 수석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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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즈 조직의 구조. 인터뷰 대상 업체들은 SaaS 제품 출시와 더불어 세일즈 조직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신규 

직원과 기존 세일즈 직원이 포함된 별도의 SaaS 제품 전담 세일즈팀을 만든 곳도 있었고 기존 세일즈팀을 사용해 두 가지 

형태의 제품을 모두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파트너 활용 방식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직접 모델 방식으로 판매하고 

배포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SaaS 세일즈 및 배포와 관련하여 파트너 의존도를 낮춘 곳이 

있었습니다. SaaS 제품과 관련하여 새로운 파트너 생태계에 참여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했으며(클라우드 경험이 많은 

파트너 선호) 이러한 파트너는 리드 창출, 해외 확장, 기술 통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곳도 있었습니다. SaaS 제품은 배포하기 쉽기 때문에 일부 ISV의 경우 웹 채널을 통해 직접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 대상 106개 ISV 매출 중 약 36%는 다이렉트 세일즈를 통해, 33%는 웹 채널을 통해, 31%는 

파트너를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 SaaS 제품의 판매 보상.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 업체들은 새로운 구독형 매출 방식에 맞춰 세일즈 성과 보상 체계를 

대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구독형 가격 책정 모델과 계약 갱신에 맞춰 판매 할당 및 수수료 구조가 

수정되었습니다. 고객 갱신 비용이 신규 고객에 대한 판매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고객 유지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 SaaS 제품에 적합한 세일즈 교육. SaaS 제품에는 대체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과 비슷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SaaS세일즈 교육은 SaaS 구매자의 니즈 및 SaaS 배포 모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소한 

ISV는 가격 정책, 세일즈 전략 및 SaaS 타깃 고객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운영상의 변화  

인터뷰 대상 ISV는 운영 면에서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온보딩 및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점진적인 투자 증가. 
인터뷰 대상자들은 고객의 초기 온보딩 과정부터 계약 갱신에 

이르기까지 SaaS 제품 이용 고객의 성공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고객 온보딩은 주로 배포, 마이그레이션, 

교육 팀 사이의 활동을 조율하여 SaaS 제품의 원활한 도입을 

돕기 위한 일에 일차적인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들 ISV는 

SaaS의 경우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에 비해 조달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온보딩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예로, 빅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 공급사 한 

곳은 고객 온보딩 기간을 "4-6개월"에서 "며칠 또는 몇 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배포 후에는 고객 유지와 심층적인 

고객 침투 방향으로 초점이 전환되었습니다. 고객 지원 

매니저는 고객이 SaaS 제품을 통해 최대한 높은 가치를 

이끌어내고 추가적인 시트(seat) 세일즈 기회를 탐색하며 

전반적인 고객 관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이렉트 세일즈 및 파트너 
세일즈 모델 모두 SaaS 기반 
제품 및 가격 책정 모델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고객 
유지 요소를 세일즈 전략에 
적용했습니다." 
~ 최고 제품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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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신규 팀.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특정 형태의 SaaS 전담 운영 팀을 개설했습니다. 

이 팀은 클라우드 인프라, 정책, 절차 관련 기술 지원 및 판매 후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기존의 온-

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지원 팀을 이용해 제품 문제를 관리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인프라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클라우드 

운영 팀을 개설한 곳도 있었습니다. 기존 운영 팀 외에 AWS 전문성이 있는 소규모 팀을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ISV는 DevOps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DevOp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D 참조).  

›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일부 ISV는 클라우드 보안 및 규제 준수 자원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존 직원을 교육한 곳도 있었고 외부 인력을 채용하여 클라우드 제품이 바람직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지식을 확보한 곳도 있었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 

SaaS 투자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ISV는 다음과 같은 여러 핵심 지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 가치 및 매출 관련 지표. 여기에는 연간 계약 가치(ACV), 총 계약 가치(TCV), 고객당 연간 수익(ARPC)과 같은 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ISV는 매년 SaaS 매출 총이익 및 SaaS 매출 증가율을 추적했습니다. 인터뷰 대상 모든 조직에서 SaaS 

제품은 핵심 매출 증가 영역을 보여주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40%를 초과했습니다. SaaS 제품의 매출 총이익은 

일반적으로 40-70%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클라우드 보안이나 보안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보다 단순한 제품 및 

멀티테넌트 환경의 매출 총이익은 더 높았습니다. 설문 조사 대상 106개 ISV는 모두 지난 2년간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으며 

82%는 SaaS 매출 총이익이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수익과 같거나 높았습니다. 실적 상위 ISV의 경우 평균 SaaS 매출 

총이익은 76%였습니다. 

› 고객 유지를 설명하는 지표. ISV는 고객 이탈률, 갱신율, 고정 매출과 같은 고객 유지 지표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표는 구독형 모델의 도입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2년 이상 제품을 판매해온 설문 조상 대상 

106개 ISV 중 41%는 월간 고정 매출 증가에 주력했으며 37%는 이탈률에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에서는 

매출 이탈과 고객 이탈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고객 이탈은 매출 이탈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세일즈 효율성 측정 지표. ISV는 시험 평가 기간 이후 유료 고객으로의 전환율, 신규 SaaS 예약, 주당 신규 테넌트, 고객 

유치 비용, 세일즈 사이클 등의 세일즈 효율과 관련된 지표를 추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은 시범 운영 기간 단축, 

무료 평가판 사용, "부분 유료(freemium)" 모델 덕분에 SaaS 세일즈 주기가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세일즈 사이클보다 

25-50% 단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일즈 사이클 단축은 곧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에 비해 고객 유치 비용 

단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SaaS 제품의 사용 및 성능 관련 지표. ISV는 또한 개별 사용자 수준과 제품 기능 면에서 SaaS 사용을 측정하기 위한 특정 

지표를 생성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고객 불만족 및 이에 따른 이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지표는 제품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으며 활성 사용자 수, 사용자 세션 지속 기간, 활성 작업 수, 트랜잭션 가치, 총 세일즈 가치, 

제공된 시간 또는 보호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스토리지 또는 대역폭과 같이 일정 한도가 초과될 경우 요금을 부과 가능한 

이벤트를 촉발하는 지표도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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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환경에서의 R&D, 혁신, 민첩성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결과는 혁신과 민첩성 향상 기회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 ISV는 전체 SaaS 비용의 상당 부분을 R&D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지속적인 개발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비용 절감을 위해 정교한 도구 및 아키텍처 혁신 활용. ISV는 

클라우드 공간 단순화, 프로세스 자동화, AWS 사용 최적화를 

통해 프로세스 효율 및 비용 절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일관되게 추구했습니다. 

› 정기적으로 새 기능을 발표하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 대부분의 ISV는 경쟁 우위를 높이기 위해 SaaS 

모델을 통한 업데이트 배포의 편의성을 활용했습니다. 이들 ISV는 새로운 기능을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여 늘어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사를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어떤 ISV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에서는 릴리스를 연 3회 제공할 수 있었으나 SaaS에서는 3주마다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해, 시장 1위로 인정받고자 했던 한 ISV는 업데이트의 빈도와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분기별 또는 연 2회 기준으로 발표되었으며 이 부분에는 유연성이 매우 컸습니다. 인터뷰 대상 ISV 중 세 곳은 SaaS 제품 

개발 및 운영 전담 DevOps 팀을 수립했습니다. 

› 신규 지역으로의 확장에 대한 투자.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신규 지역으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대체로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ISV는 SaaS 제품의 새로운 

해외 확장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ISV는 신규 지역에서 제품 세일즈를 위해 현지 파트너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특별 기능 출시 면에서 분명히 
더 민첩해졌으며 대체로 매 
분기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고 기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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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복합 ISV 

이 TEI 연구에서 Forrester는 복합 ISV를 만들어 SaaS 전략을 추진할 경우의 수치적 매출 및 비용을 나타냈습니다. 복합 

ISV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직원 수 500명 이상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나타냅니다. 이 회사는 

여러 국가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합니다.  

복합 ISV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은 자체 환경에 솔루션을 완전히 배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전문 서비스에 초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ISV로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개발 및 배포 비용 때문에 새로운 

특징과 기능을 출시하기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개발 비용 때문에 고객이 릴리스 주기를 

건너뛰게 되어 새로운 기능의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합 ISV는 SaaS 솔루션을 이용해 

민첩하게 대응하는 경쟁사들이 자사의 핵심 고객 기반을 잠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합 ISV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SaaS 전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고객의 새로운 기능 요구에 부응 

› 기존 고객의 SaaS 제공 요구 충족 

› 신규 지역 시장 진출 

› 신규 시장 진출 업체의 경쟁에 대응 

SaaS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합 ISV는 처음부터 멀티테넌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단일 테넌트 배포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복합 ISV는 SaaS 호스팅 공급업체 선정 시 다음 요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플랫폼의 기술적 특징과 기능 

› 보안 기능 또는 현지 규제 준수 요건 충족 능력 

› 해당 공급업체의 글로벌 활동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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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복합 ISV는 SaaS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원을 경험했습니다. 

고정 구독 매출 및 매출 총이익 

인터뷰를 통해, SaaS 매상 총 수익이 ISV마다 큰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ISV가 통제 가능한 매출 

성장의 동인은 세일즈 및 마케팅 투자, 매출 이탈률 관리 능력, 제품 성숙도, 비즈니스 모델을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에서 SaaS로 전환하려는 ISV의 의지 등이었습니다. 세일즈, 마케팅,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 시점도 

제각각이었는데, 이는 성장, 수익, 제품 개발에 대한 각 ISV의 요구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SaaS 비즈니스 모델에서 매출 원가(판매된 물품의 원가와 같음)에는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스팅 및 제3자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 온보딩 비용입니다. 호스팅 및 제3자 비용은 인터뷰 대상 ISV마다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사용된 호스팅 서비스의 볼륨 및 다양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온보딩 비용은 이러한 작업 

수행에 할당된 인원 수에 따라 달라졌으며 그 이후에는 세일즈 성장률과 고객 지원 관리 전략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복합 ISV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했습니다. 

• SaaS 매출은 주로 기존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고객을 SaaS로 전환함으로써 발생됩니다. 이 

전략은 신규 고객 세일즈에 비해 세일즈 비용이 절감되고 고객당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이 빨라지는 

효과를 낳습니다. 

• SaaS의 가상 성장률은 신규 계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누적된 고정 매출이 아닙니다. 

• 매출 총이익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며 5년 운영 후 63%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구독형 매출을 

누적하고 복합 ISV가 호스팅 비용을 여러 고객에게 분할 상환한 결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 ISV는 처음부터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추진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대상 ISV의 경우 매출 총이익이 40-70%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매출 

총이익은 5년 이상 SaaS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결과였습니다.  

• 연평균 매출 이탈률은 5%였습니다. 매출 이탈률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와 계약 기간 중 계약 

규모를 조정한 경우(예: 사용자 수 축소)를 의미합니다. 이탈률은 그에 따라 고정 매출을 조정하여 

처리됩니다. 

• 온보딩 비용은 고객 증가에 비례합니다. 온보딩 비용은 성공적인 솔루션 제공 및 SaaS 제품의 초기 

채택과 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온보딩 비용은 투자 및 비용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트(seat)당 가격 및 세일즈 성장률에 대한 가정은 표 3에 나와 있습니다. 

표 4는 복합 ISV의 SaaS 운영에 대한 매출 및 매출 총이익을 보여줍니다. 복합 ISV는 5년째에 5,020만 달러의 

누적 구독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고정 매출 계산 방법은 부록 B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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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매출 생성 가정 

번호 측정 대상  값 

A1 시트(seat)당 가격  $150 

A2 연간 매출 이탈률  5% 

A3 1년차에 판매된 시트(seat) 수  
59개 고객에서  

18,000개 

A4 세일즈 성장률  2년차 
100% 

3년차 
90% 

4년차 
60% 

5년차 
50% 

A5 평균 매출 총이익 1년차 
26% 

2년차 
36% 

3년차 
45% 

4년차 
50% 

5년차 
63%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표 4 

SaaS 매출 및 매출 총이익(1,000달러) 

번호 측정 대상 계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PL1 구독 매출액  $2,407  $7,102  $15,895  $29,738  $50,207  

PL2 온보딩 비용  $406  $813  $1,463  $2,356  $3,494  

PL3 클라우드 호스팅 및 타사 기술 비용  $1,375  $3,733  $7,280  $12,513  $15,083  

PL4 매출 총이익 PL1-PL2-PL3 $626  $2,557  $7,153  $14,869  $31,630  

PL5 매출 총이익(%) PL4/PL1 26% 36% 45% 50% 63%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22 

투자 및 비용 

복합 ISV는 다음 영역에 투자했습니다.  

› 초기 제품 개발 

› 점진적인 제품 개발 

› 세일즈 및 마케팅 

› 고객 온보딩 

› 고객 지원 

› 운영 지원 

› 일반 관리 

이것은 SaaS 제품의 개발, 세일즈, 운영에 필요한 내부 비용을 나타냅니다. 투자 및 비용에 대한 5년간의 요약 내역은 표 5에 

나와 있습니다. 

표 5 

총 투자 및 비용(1,000달러) 

번호 비용 범주 초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Btr 초기 제품 개발   $1,406 $0  $0  $0  $0  $0  

Ctr 점진적인 제품 개발 $0   $750  $938  $1,125  $1,125  $1,313 

Dtr 세일즈 및 마케팅 $0   $1,358  $1,868  $2,995  $4,374  $5,810 

Etr 고객 온보딩 $0   $406  $813  $1,463  $2,356  $3,494 

Ftr 고객 지원 $0   $335  $419  $503  $586  $670 

Gtr 운영 지원 $0   $94  $94  $94  $94  $94 

Htr 일반 관리 $0   $385  $1,136  $2,543  $4,758  $8,033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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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제품 개발 

인터뷰 대상 ISV의 경우 실행 가능한 첫 SaaS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가 개발자 3명의 3개월 작업량부터 

개발자 50명 이상의 1년 작업량까지(특별한 경우)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개발 비용의 차이가 큰 

이유로는 제품의 복잡성을 포함한 제품 자체의 여러 요인, 재작성이 필요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코드의 양, 

초기 제품에 내장되는 기능의 완전성, 멀티테넌트 플랫폼 개발 여부 및 초기 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초기 개발 비용이 높은 것은 주요 코드 재작성 및 멀티테넌트 아키텍처 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10명의 개발자가 12-18개월 작업을 통해 실행 가능한 첫 SaaS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복합 ISV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개발하며 일부 코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 개발자 5명이 1년 반 동안 작업하여 출시 준비된 제품을 개발합니다. 

• 초기 SaaS 제품에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능이 모두 들어있지 않으며 이러한 기능은 SaaS 

운영 첫 해 동안에 개발되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초기 개발 비용은 1,406,250달러입니다(표 6 참조). 

각 ISV의 초기 개발 비용은 큰 차이를 보이며 실제 비용도 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요구사항을 

점검한 후 AWS와 상의하여 초기 SaaS 제품 개발 예산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표 6 

초기 제품 개발 

번호 측정 대상 계산 초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B1 개발자 수   5           

B2 개발자 연평균 임금  $150,000      
B3 간접비 이익(%)   25%           

B4 개발자 연평균 보수 B2*(1+B3) $187,500      

B5 
실행 가능한 첫 SaaS 

제품 설계에 필요한 예상 

시간(년) 
 1.5           

Bt 초기 제품 개발  B1*B4*B5 $1,406,250  $0  $0  $0  $0  $0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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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인 제품 개발 

인터뷰 대상 ISV는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정기적인 릴리스 주기는 SaaS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ISV는 새로운 혁신과 기능, 버그 수정을 쉽고 빠르게 배포함으로써 고객에게 미치는 

장애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점진적인 제품 비용은 총 비용의 5-55%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문 조사 자료를 통해 점진적인 제품 개발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의 5-40%로 확인되었습니다. 

복합 ISV의 경우 FTE(전일종사 환산) 개발자 수가 운영 1년차의 4명에서 운영 5년차에는 7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점진적인 제품 개발 연간 비용은 표 7에 나와 있습니다. 

표 7 

점진적인 제품 개발 

번호 측정 대상 계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C1 개발자 수   4 5 6 6 7 

C2 개발자 연평균 임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C3 간접비 이익(%)   25% 25% 25% 25% 25% 

Ct 점진적인 제품 개발 C1*(C2*(1+C3)) $750,000  $937,500  $1,125,000  $1,125,000  $1,312,500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세일즈 및 마케팅 

인터뷰 대상 ISV는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여 세일즈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세일즈팀을 교육하는 일, SaaS 세일즈를 전담할 완전히 새로운 세일즈 인력을 채용하여 교육하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일즈팀은 대체로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을 혼합하여 구성했습니다. 세일즈팀의 규모는 

세일즈 성장 목표와 파트너 또는 기타 간접 채널 사용 여부에 따라 달랐습니다. 전체적인 세일즈 및 마케팅 

비용에는 세일즈팀 비용, 세일즈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및 마케팅 비용이 포함됩니다. 

복합 ISV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 SaaS 및 기존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세일즈를 담당하는 세일즈팀이 있습니다.  

• 세일즈에는 프리세일즈 역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마케팅 비용은 매출의 5%입니다. 

세일즈 및 마케팅 비용은 1년차에 130만 달러이나 5년차에는 58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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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세일즈 및 마케팅 

번호 측정 대상 계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D1 세일즈 직원 수    6 6 10 14 16 

D2 세일즈 직원 연평균 임금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D3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수   3 5 6 7 8 

D4 엔지니어 연평균 임금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D5 간접비 이익(%) 25% 25% 25% 25% 25% 25% 

D6 연간 총 세일즈 비용 ((D1*D2)+(D3*D4))*(1+D5) $1,237,500 $1,512,500 $2,200,000 $2,887,500 $3,300,000 

D7 연간 세일즈 마케팅 비용 5%*연 매출 $120,372 $355,098 $794,757 $1,486,882 $2,510,332 

Dt 세일즈 및 마케팅  $1,357,872  $1,867,598  $2,994,757  $4,374,382  $5,810,332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고객 온보딩 

성공적인 제품 배포 및 초기 채택이 전반적인 고객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고객 경험은 결과적으로 낮은 고객 이탈률과 교차 판매 및 상향 판매 가능성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고객 온보딩은 고객 참여 경험의 첫 단계였습니다. 고객 온보딩은 일차적으로 고객과 ISV 사이의 

온보딩 활동 조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볼 때, 안내 및 교육 이메일 발송, 성공적인 데이터 

가져오기 및 로그인 보장, 점검 전화 걸기 등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필요한 온보딩 담당 인력의 수는 제품 

고유의 셀프서비스 정도, 데이터 가져오기 및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 필요성, 세일즈 성장률, 고객 교육 요구, 실행 

일정, 전반적인 제품 복잡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고객 온보딩을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매출 원가의 일부이고 손익 계산서에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복합 ISV는 고객 12곳에 대해 온보딩 FTE 약 1명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년차에는 

5FTE가 필요하지만 5년차에는 43FTE로 늘어납니다. 고객 온보딩 비용은 1년차에 406,250달러이지만 

5년차에는 350만 달러로 증가합니다(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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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고객 온보딩 

번

호 측정 대상 계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E1 고객 온보딩 지원 인력 수   5 10 18 29 43 

E2 
고객 온보딩 담당자 

연평균 임금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E3 간접비 이익(%) 25% 25% 25% 25% 25% 25% 

Et 고객 온보딩 E1*(E2*(1+E3)) $406,250  $812,500  $1,462,500  $2,356,250  $3,493,750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고객 지원 

고객 지원(고객 성공 관리라고도 함)은 주로 초기 배포 기간 이후의 고객 지원 활동에 관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고객 지원은 전반적인 고객 관계를 육성과 관련되며 계약 갱신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술적 측면에서, 고객 지원은 1단계 및 2단계 헬프 데스크 지원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 

온보딩(위에 설명)은 전체적인 고객 지원 관리 노력의 일부이며 고객 온보딩과 판매 후 고객 지원 관리자의 

역할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객 지원 기능에는 세일즈팀도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합 ISV의 경우 1년차에는 4FTE가 필요하나 5년차에는 8FTE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고객 지원 비용은 

1년차에 335,000달러이나 5년차에는 670,000달러로 증가합니다(표 10 참조). 

표 10 

고객 지원 

번호 측정 대상 계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F1 고객 지원 매니저 수   4 5 6 7 8 

F2 
고객 지원 매니저 

연평균 임금  $67,000 $67,000 $67,000 $67,000 $67,000 

F3 간접비 이익(%) 25% 25% 25% 25% 25% 25% 

Ft 고객 지원 F1*(F2*(1+F3)) $335,000  $418,750  $502,500  $586,250  $670,000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27 

IT 운영  

인터뷰 대상 ISV의 경우 운영 지원은 주로 SaaS 플랫폼의 기술적 운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SaaS 운영 지원 

담당자는 프로덕션 환경에 적절한 수준의 자원이 확보되고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적절히 확장 가능하게 

설계되도록 보장하는 일, 고객 지원팀이 제기한 SaaS 고객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일, 지원팀과 개발팀 

사이를 연결하여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전반적인 인프라의 신뢰성, 성능, 지원 가능성을 최적화하는 일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직원 수준은 인프라의 범위, 규모, 복잡성 및 단일 테넌트 환경에서의 맞춤형 

사용 사례가 있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복합 ISV에는 1FTE가 필요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평균 운영 지원 비용은 93,750달러입니다(표 11 참조). 직원 

수준은 각 ISV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사 자체의 사용 

사례에 따라 직원 수준을 추정하시기 바랍니다. 

표 11 

IT 운영  

번호 측정 대상 계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G1 운영 지원 인력 수   1 1 1 1 1 

G2 운영 지원 인력 연평균 임금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G3 간접비 이익(%)   25% 25% 25% 25% 25% 

Gt IT 운영 G1*(G2*(1+G3)) $93,750  $93,750  $93,750  $93,750  $93,750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일반 관리 비용 

복합 ISV의 경우 일반 관리 비용을 매출의 16%로 가정합니다. 일반 관리 추정치는 2015 Pacific Crest SaaS 

Survey 결과를 참조한 것입니다(부록 D 참조). 연간 일반 및 관리 비용은 표 12에 나와 있습니다. 

표 12 

일반 관리 비용 

번호 측정 대상 계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H1 연 매출   $2,407,443 $7,101,958 $15,895,146 $29,737,645 $50,206,647 

Ht 일반 관리 16% $385,191  $1,136,313  $2,543,223  $4,758,023  $8,033,064  

출처: Forrester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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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Forrester는 이 분석에 두 가지 리스크가 따른다고 정의합니다. 바로 "구현 리스크"과 "임팩트 리스크"입니다. 구현 리스크는 

SaaS 제품에 대한 투자 제안이 원래 또는 예상했던 요구사항으로부터 멀어져 예상보다 더 큰 비용이 야기될 리스크입니다. 

임팩트 리스크는 SaaS 제품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업무상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 결과 전반적인 총 매출 및 수익이 

감소할 리스크를 말합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비용 및 이익 추정치의 결과 범위도 넓어집니다.  

재무 추정치를 직접 조정하여 구현 및 임팩트 리스크를 수량적으로 포착하면 더욱 의미 있고 정확한 추정치가 될 것이고 ROI 

예측이 보다 정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는 원래 추정치보다 비용을 늘리고 이익은 감소시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리스크 조정 수치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예측한 값이므로 "현실적" 예측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임팩트 리스크가 매출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일즈 성장률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이탈률은 각 ISV의 이탈 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온보딩 비용은 각 ISV의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구현 리스크가 지출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초기 및 지속적인 개발 비용은 제품의 복잡성, 특징과 기능 및 멀티테넌트 또는 단일 테넌트 아키텍처 배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AWS 비용은 SaaS 제품의 기능과 사용되는 AWS 자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금 및 관련 간접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기능에 필요한 인력 수준은 각 ISV의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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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mazon Web Services): 개요 
AWS(Amazon Web Services)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신뢰성과 확장성이 높은 저비용 인프라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190개 국가의 기업, 정부, 창업사 등 백만 개 이상의 고객 조직에 동력을 제공합니다. 2006년에 출시된 Amazon Web 

Services는 Amazon의 자체 백 엔드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자 고객에게 웹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알려진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항상 Amazon.com 기업 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을 확장성 

높은 웹 애플리케이션 Amazon.com의 구축과 실행에 힘써온 이 회사는 대규모 기술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성공적인 핵심 역량을 쌓았다는 분석하에 웹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 및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고객 부문에 도움이 될 

더욱 광범위한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AWS는 사실상 모든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분석,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배포, 관리 및 모바일에 이르는 7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aws.amazon.com을 방문하십시오.  

  

http://aws.amazon.com/


 

 

   30 

부록 A: Total Economic Impact™ 개관 
Forrester Research가 개발한 통합 경제 효과는 기업의 기술적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공급 업체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 제안을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론입니다. TEI 방법론은 고위 경영진 및 기타 핵심 비즈니스 

관계자 모두에게 IT의 실질적 가치를 입증하고, 정당화하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EI는 기술 공급업체가 고객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EI 방법론은 이익, 비용, 유연성 및 리스크의 네 가지 요소로 투자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익 

이익은 제안된 제품 또는 프로젝트가 사용자 조직(IT 및/또는 업무 부서)에 전달하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제품 또는 

프로젝트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IT 비용과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전사적으로 미칠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TEI 방법론 및 그 방법으로 얻는 재무분석 모델은 이익 측정과 비용 측정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술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를 계산하려면 사용자 

조직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가 창출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측정한 이익 

추정치와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익 추정치 사이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익 추정치가 순이익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비용 

비용은 제안된 프로젝트의 가치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나타냅니다. IT 또는 사업 부서에 정규직 인력, 하도급 

업체 또는 원자재 등의 형태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가치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투자 및 지출을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TEI의 비용 범주에는 기존 환경의 솔루션 관련 상시 비용 외에 추가되는 증분 비용도 포함됩니다. 모든 

비용은 이익 창출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유연성 

TEI 방법론에서 직접적인 이익은 투자 가치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직접적 이익을 통해 통상적으로 프로젝트를 

정당화할 수는 있지만, Forrester는 조직이 투자의 전략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성은 이미 

실행한 초기 투자 외에 앞으로 추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전사적으로 업무 생산성 

제품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자하면 표준화 수준이 높아져서 효율성이 증가하고 라이선스 비용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업 기능을 이용할 경우 직원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협업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교육에 추가로 투자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 그러한 이익을 실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PV(현재 가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TEI의 유연성 구성 

요소는 바로 그 값을 포착합니다. 

리스크 

리스크는 투자에 내포된 이익 및 비용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측정한 값입니다. 불확실성은 1) 비용 및 이익 추정치가 원래 

예상을 만족할 가능성과 2) 비용 및 이익 추정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하고 추적할 가능성, 두 가지로 측정합니다. TEI 

리스크 요인은 입력된 값에 "삼각 분포"라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최소한 세 개의 값을 계산하여 각 비용 

및 이익의 리스크 요인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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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SaaS 매출 계산 
SaaS 고정 매출 계산 방법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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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용어 정의 
NPV(순 현재 가치): 주어진 이자율(할인율)에 대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나타냅니다. 다른 프로젝트의 NPV가 더 

높지 않은 한, 프로젝트 NPV가 양수이면 일반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PV(현재 가치): 주어진 이자율(할인율)에 대한 할인된 현재 비용 및 이익 추정치를 뜻합니다. 비용 및 이익의 PV는 현금 

흐름의 총 순 현재 가치(NPV)에 반영됩니다.  

ROI(투자 수익률):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 측정치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ROI는 순 이익(이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비용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투자 회수 기간: 투자의 손익분기점을 의미합니다. 순 이익(이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초기 투자 또는 비용과 같아지는 

시점입니다. 

할인율: 현금 흐름 분석에 사용된 할인율은 현금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기업은 사업 및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할인율을 직접 설정합니다. 이 분석에서 Forrester는 연간 할인율을 10%로 설정했습니다. 기업은 현재 환경에 따라 통상 

8%에서 16% 사이의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독자는 해당 기업 환경에 가장 적합한 할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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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보충 자료 

관련된 Forrester 조사 

기업의 SaaS 애플리케이션 채택 추정치는 다음 Forrester Research 보고서를 참조한 것입니다. “Application Adoption 

Trends 2016: SaaS Expands Across The Enterprise And Across The Globe,” Forrester Research, Inc., 2016년 3월 30일 

온라인 리소스 

일반 및 관리 비용 추정치는 2015 Pacific Crest SaaS Survey(http://www.forentrepreneurs.com/2015-saas-survey-part-2/에서 

확인 가능) 결과를 참조한 것입니다. 

DevOp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aws.amazon.com/devop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forentrepreneurs.com/2015-saas-survey-part-2/
https://aws.amazon.com/devo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