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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Risk 창간호(봄호), 가을, 겨울호 각 4편으로 나누어 Safran Risk �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다음 사이트의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
금번 창간호는 시작하기와 PRA(Primavera Risk Analysis)를 대체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인 제1부 기술 소개 내용을 소개합니다. �
웨비나와 함께 소개된 인터넷 자료라 독자는 인터넷의 웨비나 내용과 함께 
Safran의 장단점과 특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 번역기사는 단순정보제공으로서 K-Risk의 일치된 견해가 아님을 이해
하기 바랍니다.

임종권 K-Risk 회장/(주)바름브레인 대표이사
jklim54@daum.net �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Oracle Primavera Risk Analysis에서  
Safran Risk로의 이동(migration)

(1) 시작하기
(2) Safran Risk는 어떻게 오라클 PRA분석을 대체했는가? – 웨비나
(3) 제1부 - 기술
(4) 제2부 - UI(사용자인터페이스)
(5) 제3부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리스크 분석
(6) 제4부 – 제외에 의한 분석
(7) 제5부 – 리스크와 불확실성
(8) 제6부 - 상관관계 
(9) 제7부 - 완화 분석
(9) Safran Risk로의 이동 – 웨비나
(10) 오라클 PRA에 대한 현대적인 대안 – 웨비나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https://www.safran.com/content/migrating-from-oracle-primavera-risk-analysis-to-safran-risk-knowledge-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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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Oracle Primavera Risk Analysis (OPRA)는 지난 20년 동안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2013년 개발이 중단되면서 2015년에 마지막 패치가 출
시되었고 2019년 오라클은 OPRA를 공식적으로 “Controlled Availability”(제한적 
활용가용성 제어) 상태로 강등하였다. 이로 인해 당연히 프로그램 지원에 심각한 영
향을 미쳤고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리스크를 초래하였다.

1.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이 없을 수 있다.
2. 프로그램 오류가 수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최신 소프트웨어 패키지 또는 환경에서 충돌하거나 호환되지 않을 수 있다.
4. 하드웨어의 작동이 멈출 수 있다.
5.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 툴에 계속 의존해 온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툴로 전환하는 것이 다소 두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OPRA와 같은 레거시 시스템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Safran Risk와 같은 더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업그
레이드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어려워졌다.

이를 염두에 두고 OPRA 사용자가 Safran Risk로 갈아탈 때 장점을 이해하고 시스템 
이동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방법을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인 지식 포털을 만들었다.

OPRA에서 Safran Risk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지식 포털의 주요 기능은 Safran Risk가 OPRA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 문서는 Emerald Associates의 솔루션 부사장이자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선도적 권위자인 Ian Nicholson이 작성한 일련의 기사를 기반으로 한다. 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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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요 차이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자가 리스크 환경을 어떻
게 제어하는지 설명한다.

앞으로 총 10개의 기사가 예정되어 있고 기사는 주당 한 회씩 추가되므로 앞으
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지식 포털에는 Safran Risk로 이동할 때의 장점과 함께, Safran CEO인 
Richard Wood와 Linear Project Software의 공동 창립자 Santosh Bhat이 
타사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Safran Risk로 빠르고 쉽게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자세한 웨비나가 포함되어 있다.

OPRA에서 Safran Risk로 이동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안내하도록 설계되었으
며 일반적인 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한다. 특히 당신이 이전에 OPRA를 유일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아래에서 당신이 필요한 주문형 웨비나를 찾을 수 있다.

[ Safran 리스크는 어떻게 Oracle Primavera 리스크 분석을 	
대체하는가 — 웨비나 ]

Rusty Johnson, Sarim Kahn 및 Glenn Jarrad가 2006년에 Pertmaster (현재 
Oracle Primavera Risk Analysis)를 떠났을 때 그들은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
다. 바로 우수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툴을 만드는 것이다.

최신 프로젝트 매니저의 요구를 충족하는 단순한 리스크 정량화를 넘어서는 것이 목
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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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Pertmaster에서 작업하면서 배운 교훈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
로 Safran Risk가 탄생했다.

아래 영상에서 Safran CEO인 Richard Wood와 Rusty Johnson이 두 제품의 차이점
을 설명한다.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Ian Nicholson의 심층 기사를 살펴볼 수 있다. 

Ian Nicholson의 심층 인사이트

안녕하십니까, 저는 Emerald Associates의 솔루션 부사장 Ian Nicholson입
니다.

저는 2001년부터 Oracle Primavera Risk Analysis (OPRA)에서 일해 왔습니
다. Emerald는 2006년 Primavera에 인수될 때까지 Pertmaster의 캐나다 독
점 유통 업체였습니다.

오랫동안 OPRA는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의 최종결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러나 20년의 기술 발전 이후 리스크 관리 환경은 돌이킬 수없이 변화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OPRA 사용자가 기존 리스크 관리 플랫폼에 작별을 고하고 
Safran Risk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일련의 기사를 게시할 예
정입니다.

새로운 게시물은 Safran의 지식 포털에 게시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art 1 – 기술 ]

Pertmaster 초기 시절 	

* 영상 보기

https://youtu.be/wvfs9wVEY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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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master는 CPM (Critical Path Method) 스케줄링 툴로 시작된 후 2001년에 리
스크 분석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데스크톱 스케줄 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플랫 파일을 사용했다. P6
는 불과 2년 전에 출시되어 아직 널리 채택되지 않았으며, P3는 Btrieve 데이터베이스
에서 실행되었고 거의 무난한 파일 기반 시스템이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 백엔드를 
사용하여 주요 프로젝트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아이디어는 당시에도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었다. 그래서 Pertmaster는 보다 일반적인 플랫 파일 기반 구조를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 시작과 함께 대부분의 리스크 사용자에게 이것은 중요
하지 않았다. 스케줄 리스크 분석 (SRA) 자체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분석을 위해 특별히 구축된 스케줄을 사용하던 일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기껏해야 몇 백 개의 활동만 관리하면 되었다.

성능은 대부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큼 빨랐지만 *.rsk 출력 파일은 삭제되거나 덮
어 쓰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만 보관되었다. 또한 한 명 이상의 사용자가 특정 시간에 
어떤 파일에 액세스할 가능성도 극히 낮았다. 정원의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다.

최근 리스크 분석 	

20년이 지난 지금 스케줄 리스크 분석 분야의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우리는 그 출발
점으로 리스크 성숙도 모델을 정의했다.

조직은 SRA를 보다 광범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일부로 삼고 프로젝트 팀은 일
상적으로 개별 요구 사항에 맞게 자체 리스크 모델을 구축한다. 반대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모델을 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크 분석을 위한 독립형 
스케줄은 점점 더 드물어진다.

동시에 스케줄은 더 광범위해졌다. 다른 시스템과 통합을 통해 스케줄에 점점 더 많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기본 시스템의 성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
를 들어, 15 년 전에는 대규모 셧다운/턴어라운드 (STO) 스케줄이 5,000개의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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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다면 2020년에는 확장된 STO스케줄이 10만개 가량의 활동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리스크 분석을 실행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새로운 전용 
스케줄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스케줄링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한 향상 기능을 가진 SRA 툴이다.

기술적 요구 사항 	

오늘날, SRA 툴은 동시 다중 사용자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 및 리스크 
데이터와 함께 프로젝트 및 리스크 출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갖
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스케줄에는 64비트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도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당시 애용되었던 OPRA는 2013년에 개발이 중단되었고 마지막 패치
는 2015년에 발표되었다. OPRA는 데이터베이스 백엔드가 장착되지 않았거나 64비
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전 된 적이 없었다. 즉, 시스템은 단일 사용자이고 스케줄은 
10,000개 미만 활동으로 기록되도록 제한해야 했다.

Safran Project를 통해 이미 세계적 수준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Safran은 리스크 모
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강점이 있었다.

Safran 리스크 분석 입력 	

2015년 Safran Risk에서 개발이 시작되었을 때, SQL Server 또는 Oracle 데이터베
이스에서 실행되고 팀이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개선 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해주는 64
비트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특징으로 하였는데 이는 팀이 구축할 견고한 기반을 제공
했다. 당연히 사람들이 Pertmaster에서 Safran Risk로 이동하는 강점을 인식함에 따
라 Safran Project는 유럽과 중동에서 P6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계속 간주되었다.

Safran은 Safran Risk를 개발할 때 또 다른 장점이 있었다. 그들은 원래 Pert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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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팀의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Pertmaster에서 배운 교훈이 처
음부터 Safran Risk에 합쳐지도록 가이드 개발을 도왔다.

속도 향상, 확장성 향상 	

OPRA에 대한 대부분의 불만은 느리고 충돌하기 쉬우며 특히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
다는 것이었다. 특히 시스템 안팎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랬다.

그러나 OPRA를 계속 사용하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리스크 분석을 관리하
는 경우 기본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다. 보다 안정적이고 확장 가
능한 플랫폼을 원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Safran Risk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Safran Risk 유저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고 최신 UI가 당
신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에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여름호에 계속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