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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하드웨어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통신처

리 능력 및 복합적인 정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는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최적 방법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점차 재사용 또는 이식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최근에는 Multi-bender화에 따른 이기종간의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어 왔으며,

기존의 프로그램 작성 방법은 프로그램의 기능이

나 성능, 품질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함으로써

Multi-bender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었고,

이런 이유로 프로그램에 이식성(portability)이 가

미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경우는 이식 대상에 대해

이식 전의 환경이나 프로그램 이식 시 이식성을

고려한 설계 방법, 이식의 복잡도 등이 검토 대상

이 되며, 이식 시 고려할 사항은 개발 환경 또는

시험 환경의 차이나 이식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에

대한 이식 공수의 산출이 뒤따르게 된다. 이식성

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식

을 고려한 코딩(coding)이 중요하며, 이런 방법은

이식을 행할 경우 각각의 결과마다 구체적으로 이

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1] 이식을 저해하는

요인을 총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2], 이식 규

모에 따른 이식 공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3].

또한 실제 예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4].

소프트웨어 개발 시 고려할 사항은 이식성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 프로그램 이식 공수의 정

량적 산출 및 이에 관한 모델에서 프로그램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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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증대되어 왔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식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으

며, 새로운 환경으로 효율적으로 이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잇달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이식 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실제 경험한 ATM 교

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식 저해 요인과 이식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2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규모 모델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 모델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

함으로써 향후 교환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 규모 모델에 의한 평가방법을 정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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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할 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

야 할 인적 요인, 환경 요인 등을 도출하고, 프로

그램의 규모에 따른 주요 지배 요인을 판단해 보

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이식 순서 및 이식

성 평가 요인에 대한 분석, 이식 평가 요인의 분석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 대형 교환 시스템의 프로

그램을 이식하는데 저해하는 요인과 N-ISDN 프

로그램의 이식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식 시 생산

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영향도나 이식 공수의

각 요인에 대한 관계 등은 복잡하여 생략한다.

고 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소프트

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제대로

인정 받기 어려워 자칫 개발자들의 의욕을 감소시

키기 쉽다. 따라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

다 객관적인 개발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H-프로젝트에서 수행한 이식

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98 소프트

웨어 사업대가 기준 해설’과 국제적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가격 계산 모델인 ‘COC

OMO-II(COnstructive COst MOdel)’에 입각하

여 생산성을 평가해 보았다. 또한 기존 모델에 적

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향후 교환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평가 모델을 정립하는 데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II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이식성에 대해 이식

순서에 필요한 작업과 각 이식평가요인에 대한 분

석 및 저해요인, 이식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고, 제III장에서는 프로젝트 규모 평가 모델인

정보통신부 모델과 COCOMO-II 모델을 적용하

여 프로젝트의 실제 개발경험을 앞에 소개한 두

모델에 적용,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평가하여 비교

해 보았다. 제IV장에서는 이식된 교환 소프트웨

어를 두 모델에 적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제

시하고 제V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

여 알아본다.

II. 소프트웨어 이식성 분석

1.  소프트웨어 이식 순서

소프트웨어의 이식 방법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

서 프로그램이 동작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작

업으로 이식하기 전의 환경 조사나 프로그램이 수

정될 때의 이식 환경 또는 이식 전 환경에 대한 동

작 시험 등 이식에 관련되는 일련의 모든 일이 포

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ATM 교환시스템 개발중 PST

N(Public Subscriber Telecommunication Net-

work) 연동기능을 위해 기 개발된 음성 및 N-

ISDN 교환 소프트웨어를 ATM 환경 하의 동일한

언어(CHILL 언어) 형태로 이식되는 경우를 가정

하였다.

가. 이식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분석

이식에 관련되는 기능이나 이식 횟수를 조사하

고 프로그램의 이식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함

으로써 필요한 이식 작업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상이 된다.

• 이식 대상 시스템 조사(하드웨어 및 OS)

• 이식 프로그램 조사

• 개발 환경 및 시험 환경 조사

나. 소스 프로그램 수정

사전 분석에서 밝혀진 이식 장애 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수정 방법을 검토하여 소스 프로그램

의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실행 파일 작성

수정된 프로그램을 이식 전의 환경에 컴파일

(compile)하고 링크시켜 파일 단위 또는 시스템

시험을 위한 실행파일(execution file: A. out)을

작성하여 이식 프로그램의 개별 또는 전체를 개발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4권 제5호 1999년 10월

18

환경 하에서 디버깅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시험

항목이나 시험 방법, 시험 수순 결정(test pro-

cedure), 시험 프로그램 작성(test program cod-

ing) 등이 포함되며, 이식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

라 전체 시험을 생략하고 개별 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라. 시험(Test)

이식 대상 이전 시스템에 이식 프로그램 디버

깅을 실시하고 최종 기능을 확인하며, 동일한 환

경 하에서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또는 전체

시험을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서는 구분이 필요하다. 필요 시 위에서 언급한 내

용에 대해 각각의 이식 작업 순서에 따라 반복 작

업을 행할 수 있다.

마. 문서화(Documentation)

이식 시 프로그램의 형식이나 사용법이 바뀌는

경우 이식 프로그램의 설계서 및 메뉴얼에 필요한

변경 내역을 기술한다.

바. 기타 부대 작업

이식 작업의 진도 관리나 이식 작업 공수에 관

련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  이식 평가 요인 분석

프로그램 이식에 필요한 공수는 이식 대상 프

로그램의 규모나 내용 즉, 언어 처리 및 하드웨어

의존 사항뿐만 아니라 이식을 행하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프로그램 이식성을 좌우하는 요인

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이식 저해 요인

• 공수의 증감 요인

• 인적 요인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식 저해 요인

프로그램 수정이 불가피한 요인으로 시스템 환

경 차이와 이식 프로그램의 내용을 들 수 있다.

1) 시스템 환경 차이

이식 대상과 이식 전 환경에 서로 위배되는 저

해 요인으로서 환경 차이에 대한 하드웨어나 OS

의 상이함, 언어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된다.

2) 이식 프로그램

이식 대상 프로그램에 이식 저해 요인이 잠재

하기 때문에 이식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이식성을

고려한 코딩이 필요하다. 특히 이식 저해 요인은

시스템의 환경 차이에 매우 민감하다. 다시 말해

서 이식 저해 요인은 이식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

스템 환경 차이간의 상호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식 공수 증감 요인

이식 저해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식을

위해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의

증ㆍ감에 따라 미치는 외부적인 영향이 존재한다.

다. 인적 요인

이식을 수행하는 개발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

한 요인으로서 이식 프로그램이나 이식 환경에 대

한 지식 전반에 걸친 문제다. 즉, 이식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지식, 경험 등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아

래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 이식 프로그램의 기능, 기능과 관련되는 지식

• 이식 전 시스템의 하드웨어나 OS에 대한 지식

• 프로그램 이식성 상의 문제점 및 요인에 대한

지식이나 이식 경험

• 사용 언어에 대한 프로그램 숙련도(지식/경험)

• 개발, 시험 환경에 대한 사용 경험(툴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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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법)

라. 환경 요인

이식을 행하는 개발 환경, 시험 환경 등 환경에

의한 요인으로서 개발 환경은 프로그램의 수정이

나 컴파일(compile), 링크할 프로그램 파일 작성

에 대한 작업 환경을 말한다. 또 시험 환경은 이식

프로그램을 개별로 시험하는 개별 시험 환경과 실

제 동작에 대한 시험을 행하는 실 시험 환경으로

구분한다. 환경 요인은 개발이나 시험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도구(tool)나 시험 프로그

램(test program)의 준비 등이 포함된다. 이식을

행하는 개발 환경, 시험 환경에 대해 작업의 효율

화를 위한 툴의 정비 상황 등 이식 작업에 대한 환

경 요인을 평가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컴파일러, 링크 수순을 기술하는 파일(file)

• 디버거(debugger)를 통한 시험 도구의 정비

• 환경간 변환이나 전송에 대한 이식 작업의 효율

화에 대한 도구의 정비

3 .  이식 저해 요인과 이식 경험

제Ⅱ장 2절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이식성의 평

가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을 도출하고 고찰해

본다.

가. 시스템의 환경차

이식 전/후 시스템의 환경에 대해 아래에 제시

한 저해 요인의 유ㆍ무를 평가한다.

1) 프로세서 구조의 차이

기본 데이터 형태의 크기나 수식의 범주에 대

해 프로세서 구조에 의존하는 경우 프로세서의 동

작을 통해 언어 처리의 동작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프로세서 구조에 따라 언

어 처리의 저해 요인을 표시한다.

① 기본 데이터 형태

기본 데이터 형 수식의 범주나 처리에 대해 정

수형 형태의 기본형 크기에 따라 값의 범주가 변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동작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② 데이터의 내부 표현

문자 배열의 경우 정수나 부동점(floating point )

소수의 표현방법에 따라 프로세서에 이상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표현에 의존하는 경우 프

로그램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③ 메모리 저장 문제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서 프

로세스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프로세

스가 변하면서 메모리 데이터 해석이 달라지는 상

황이 발생한다. 즉, 1byte의 선두 부분 MSB(Most

Significant Bit)가 프로세스의 LSB(Least Sig-

nificant Bit)에 저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데이터 정렬 문제(Data Alignment)

프로세스 내의 데이터 배열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즉, 4byte의 데이터는 우수 어드레스부터 시

작하여 정렬하는 경우와 배수 어드레스로 시작하

여 배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수 어

드레스로 시작하는 영역을 표시하는 포인터를 통

하여 데이터를 액세스하여 배열하게 된다.

⑤ 구조 문제

고속 처리 또는 하드웨어의 제약이 뒤따르는

경우로 각 요소의 특정 부분을 정수배로 배치하는

경우 요소간의 미사용 영역이 존재하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이런 배치 룰(rule)은 처리부나 기동

옵션에 의존하게 된다. 동일한 구조인 경우에도

크기에 따라 요소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위치가 상

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OS 문제

이식 전ㆍ후의 OS 차이에 따라 이식성 저해 요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4권 제5호 1999년 10월

20

인이 발생한다.

① System Call Support 범위

동일한 OS에 대해 OS가 제공할 System call

support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동일 시스템

Call의 기능에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실장 의존 System Call

System call에 대해 기능 구조나 실장에 의존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언어 처리의 차이

① 컴파일러 사양의 차이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 언어 사양에 차이가

있는 경우로써 예를 들면 처리 언어계의 실장에

의존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② 라이브러리(library) 지원 범위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지원 범위(라

이브러리 함수의 종류)를 벗어나는 경우가 존재

하는 경우이다.

③ 실장 의존 라이브러리

기능의 구조나 실장에 의존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우로서 이상 시 동작에 대한 미 규정 부분

이 존재하는 경우다. 즉 기능 차이가 없는 Re-

entrance성 유ㆍ무에 대한 위반 여부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한다.

④ 하드웨어의 차이

액세스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장치나 시스템 고

유의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경우의 제어방법은 시

스템에 의존한다.

나. ATM 교환기 이식 저해 요인

가.항의 이식 저해 요인에 의거하여 ATM 교환

시스템에서 시스템 개발 환경 차이에 따른 이식

저해 데이터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메모리 스택 크기(stack size) 부족에 따른 프로

세스 kill 현상 발생

• 프로세서 시동 시 DB 처리 지연(라이브러리 초

기화 기능) 및 DB 타임 아웃(접근 권한 제한/지

연 처리)으로 인한 데이터 read 불가

• 동적(dynamic) 메모리 할당/회수(malloc/dea-

lloc) 기능 미비

• 각종 타이머 및 부하에 대한 상태 검사 오류 보고

• 데이터 정렬 문제(데이터 구조에 따른 리턴 값

처리 문제)

•  IPC 데이터 크기에 따른 데이터 수신 문제

(456byte → 496byte 확장)

• 프로세스 내의 내부 변수 처리 문제

• Cache 메모리 동기화(memory write 처리) 문

제, 데이터 type casting 문제

•  Bit operation 처리 문제(컴파일 불량)

• OS 프리미티브간의 상호 호환성(CROS → SR

OS로 변경) 문제

• 데이터 타입 선언부(syntext check 문제)의 코

드 인식 문제 등 이었다.

이것을 통계 데이터로 표시해 보면 파이 차트

와 같다. 그 외에 파일 링크(file link) 수순에 관련

된 문제는 링크 주소 변경 및 프로시쥬어(pro-

cedure) 내의 테이블 위치 변경 등 OS와 밀접한

문제 등이 발견되어 OS 및 Application 프로그램

양쪽에서 변경해 주어야만 했다. 시스템의 OS 환

경은 기존 CROS에서 SROS(DOS 지원 환경)로,

제어계의 CPU가 MC68030(Clock Speed: 16

MHz, Memory: 32M(Extended 16M))에서 Sun

Super-SPARC(Clock Speed: 50MHz, Memory:

64M)으로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밖에

응용 프로그램의 수정 부분은 데이터 구조의 변경

에 따른 정합(interface)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다.

특히 시스템 환경 차이에 의해 발생한 초기 문제

점의 대부분은 컴파일러와 OS가 전체의 8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DBMS와 하드웨어

문제로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는 하드웨어 관련 문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 1)의 이식 저해 요인들을 제거하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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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TM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이식 저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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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범주

  dg: data(PLD), etc: i/omd, msg, signal, md 등

DB: relation add/delete, DB catalog/스키마 변경

CP: Call Processing,  AD: Administration

OM: Operation & Maintenance

(그림 2) 소프트웨어 이식 변경 내역 현황

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소요된 기간은 약 3개월 정

도로 시스템 개발 시 소프트웨어 이식 환경 차이

에 따른 제반 문제점 해결이 개발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이 기

간은 ATM 시스템에 대한 기본 기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로써 이식 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가 개발과정에 절실히 필요함을 실감했다.

다. 소프트웨어 이식 경험 예

N-ISDN 환경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ATM

환경으로 이식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약 2년 이었

으며, 프로그램 이식 작업에 따른 각 기능 범주별

변경요구 결과는 (그림 2)와 같다[5, 6].

새로운 환경으로 이식을 시도한 후 문제가 발

생한 횟수는 총 289건으로 새로운 환경에 직접적

으로 미친 영향은 21.1%(61건)를 차지했으며, 간

접적으로 미친 요인은 78.9%(228건)였다. 이식

전 프로그램 규모는 110만 라인 정도로 앞에서

언급한 이식절차에 의해 새로운 환경으로 이식된

프로그램 규모는 총 20개 블록, 323,800라인으로

1인당 약 32,380라인(평균 2개 블록 담당)을 이

식했으며, 월별로는 1,349라인 정도였다.

그밖에 이식을 수행한 개발자의 경험치 및 이

식 규모, 담당 블록 수 등 세부 이식 데이터는 <표

1> 및 (그림 3)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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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수(개)    2: 이식 프로그램 규모(line)

(그림 3) 개발자의 경험 데이터별 이식 프로그램

현황

III. 소프트웨어 생산성 평가

1 .  개발비용의 산정을 위한 가정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가정 및 기준을 설정하였다.

①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한 H- 프로젝트는 1차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까지의 소프트웨어

규모를 알고 있으므로 실제 개발된 라인 수를

파악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로 삼았다. 단 실

제 개발된 라인 수는 주석(comments)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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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그램 이식 세부 데이터 현황

블록수
규모

(/line)

개발경력

(/year)

비고(cate-

gory)

B1 3 50, 303 B CP

C1 4 33, 087 C CP

C2 2 72, 426 C DH + CP

A1 2 13, 502 A CP

B2 2 30, 390 B DH + CP

A2 2 40, 419 A AD

B3 3 45, 279 B OM

B4 2 38, 354 B CP

D1 - - C Manage

D2 - - C Manage

Total 20 323, 760

•  개발경력(A: < 5 year  B: 5∼10 year,  C: > 10 year )

•  개발자 A2의 주 기능은 시스템 형상데이터 관리 및 로더임.
•  소프트웨어 기능 범주(software functional category)

CP: Call Processing DH: Data Handling

AD: Administration OM:Operation & Maintenance

외한 프로그램 코드 라인 수(line of code)를 의미

한다.

②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 사업 노임단가 기준

(1998년)을 적용하였으며, 일당으로 되어 있

는 값을 월 단위(25일 근무 기준)로 환산하여

단위 소요공수(Effort in Man-Months: MM )

의 직접인건비로 간주하였다.

③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한 H- 프로젝트는 CH

ILL-언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부

산정기준에서 CHILL 언어의 개발언어 보정계

수는 고급언어 수준(1.0)으로 가정하였다.

④ 정보통신부 산정기준에 사용된 적용기종별 보

정계수는 중, 대형컴퓨터와 같은 값(1.0)으로

하였다.

2 .  정보통신부 모델에 의한 접 근 방 법

정부는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다 객관

적인 개발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9

년 4월 과학기술처(1995년 이후 소프트웨어 육

성기능이 정보 통신부로 이관) 고시로 ‘소프트웨

어개발비산정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

<표 2> 공정별 기초 소요공수(10만 라인 기준)

개발공정 기초 소요공수(MM )
상세요구분석 25.83

설계 31.3

프로그램 작성 54.36

통합시험 및 설치 41.38

계 153.47

<표 3> 개발 언어별 보정계수

개발언어 보정계수

4세대 언어(4GL, Java Script) 0.65

RPG 0.7

C 언어, C++, Java, Perl 언어 1.3

기타 고급언어 1.0

Assembler 2.0

<표 4> 규모별 보정계수

총 라인 수 보정계수

10,000 0.65

30,000 0.85

70,000 0.97

150,000 1.05

300,000 1.11

500,000 1.17

700,000 1.21

1,000,000 1.24

*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규모별 보정계수 계산

의 개정을 통하여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보완되었

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모델에서 고려한 변

수들은 다음과 같다.

• Total source line 수(SLOC)

• 개발 언어별 보정계수(<표 3> 참조)

• 규모별 보정계수(<표 4> 참조)

• 프로젝트형태별 보정계수(<표 5> 참조)

• 적용대상기종별 보정계수(<표 6> 참조)

SLOC가 산출된 경우 위의 변수들을 고려해 다

음과 같이 소요공수( MM ) 및 개발비용을 산정한다.

• 기초 소요공수

= (개발 라인수 / 10만) × 10만 라인 기준 기

초 소요 공수(<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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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프로젝트 형태별 보정계수

프로젝트 형태 보정계수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1.0

과학기술용 소프트웨어 1.5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 2.0

지능정보형 소프트웨어 2.0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2.4

기종이 다른 시스템간의 접속을 위한

통신용 소프트웨어
3.0

공정제어용 및 교환기용 소프트웨어 3.2

지휘 및 통제 소프트웨어 4.0

<표 6> 적용대상 기종별 보정계수

기 종 보정계수

PC 0.8

워크스테이션 1.1

중ㆍ대형컴퓨터 1.0

• 보정된 소요공수

= 기초 소요공수 × 규모별 보정계수 × 프로

젝트 형태별 보정계수 × 적용대상 기종별

보정계수 × 개발언어별 보정계수

(단, 개발언어별 보정계수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중 프로그램 작성, 통합시험 및 설치 공정

에만 적용)

• 직접인건비

= 보정된 소요공수 × 10만 라인 기준 기술자

의 월급여

• 개발비 총액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는 당해 프로젝트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툴

사용료, 여비, 전문가 비용 등을 말함[9].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함.

*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

의 30%로 계산함.

3. COCOMO-II 모델에 의한 접근 방법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소요공수 예측 및

비용(cost)산정을 목적으로 1981년 Dr. Barry

Boehm[7]에 의해 최초의 COCOMO가 제안되었

으며, 진보된 정보화 기술을 반영하여 1995년 수

정된 모델인 COCOMO-II가 소개되었다. COCO

MO-II 모델은 개발 순기중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① Application Composition 모델: 개발 초기 pro-

totype 시제품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모델

② Early Design 모델: 개발될 제품의 규모를 알

기 어려운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 기능점수

(function point)와 같은 sizing metric을 이용

하는 모델

③ Post-Architecture(PA) 모델: 프로젝트 개

발이 완료되어 소프트웨어규모 및 가격요인

(cost drivers)들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한 H-프로젝트는 이식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서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알

고 있으므로 COCOMO-II PA 모델을 적용하였다.

PA 모델에서 고려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 Total source line 수(SLOC)

• 규모요인(scaling drivers);

- Precedentedness, Flexibility, Process Ma-

turity,

- Architecture/Risk Resolution, Team Co-

hesion

• 가격요인;

- Product Factors: Required Software Re-

liability, Database Size, Product Com-

plexity, Required Reusability, Documen-

tation match to life-cycle needs

- Platform Factors: Execution Time Con-

straint, Main Storage Constraint, Platform

Volatility

- Personnel Factors: Analyst Capability,

Programmer Capability, Application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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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ence, Programmer Experience, Lan-

guage and Tool Experience, Personal Con-

tinuity

- Project Factors: Use of Software Tools,

Multistate Development, Required Devel-

opment Schedule

SLOC가 산출된 경우 위의 변수들을 고려해 다

음과 같이 소요공수 )(MM 를 구한다.

  EM[KSLOC]A
i

i
B ∏××=MM

DriversCostofsMultiplierEffortEM

CodeofLinesSourceofThousandsKSLOC

DriversScalingofsMultiplierB

ConstantA

i =
=

=
=

• 직접인건비

= 소요공수 )(MM × 기술자의 월 급여

위에서 소개한 변수들 이외에 요구사항의 변경

으로 일부 코딩되었던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Breakage 변수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프

트웨어를 수정해서 재사용할 경우 기존 소프트웨

어의 수정된 비율(Percent Design Modified,

Percent Code Modified, Percent of Integration

Required), 소프트웨어의 이해 정도(software

understanding) 등의 변수들이 고려된다. 위 식

에서 상수 A , 규모요인 B , 가격요인 iEM 들의

값은 COCOMO-II 1997에 소개된 값을 적용하였

다[8].

4 .  개발 비용 산출 결과

정보통신부 모델과 COCOMO-II 모델을 이용

하여 산정한 H-프로젝트의 개발 소요공수는 <표

7>과 같다.

정보통신부 모델과 COCOMO-II 모델에 의해

산정된 H-프로젝트의 개발 소요공수가 각각 1,765

MM 와 1,322 MM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보

통신부 모델이 실제 투입된 개발요원들의 특성과

<표 7> 개발 소요공수

모델명 소요공수(MM )
SLOC 32만4천

COCOMO-II 1,322

정보통신부 1,765

실제 참여인원 315

무관하게 10만 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요원들

의 등급분포를 골고루 둔 반면, COCOMO-II 모델

에서는 실제 투입된 개발요원들을 대상으로 보정

계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표 7>에서 실제 참여

인원수와 2개 모델(정통부/COCOMO-II)과의 개

발 소요공수의 차이는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환경으로 이

식하는 경우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실제 소프트

웨어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소프트

웨어 생산성 평가결과와 비교해 볼 때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식하는 경우가 신규 개발보다 소

프트웨어 생산성 측면에서 약 3배 정도 더 향상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제Ⅲ장 5절의 이식 생산성

평가 데이터 참조).

그 이유는 이식에 참여한 개발자가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을 이미 습득하였고, 개발

환경(compiler & OS, 제어계)이나 시험환경, 시험

툴, 언어(CHILL-Language)에 대한 이해 등이

기 습득되어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식이 손쉽게 이

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총 소스 110만 라

인 중 32만4천 라인 정도가 이식된 것으로 각 기

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세부 분석결

과가 있어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소

프트웨어 이식 결과는 각 기능 범주별로 기본 기

능만 확인된 상태로 종결되었음).

5 .  소프트웨어 이식 생산성 평가

소프트웨어 생산성이란 소프트웨어 개발팀원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코딩한 라인 수 )(SLO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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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양적인 면만을 고려

한 것으로 질적인 면까지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개

발조직의 규모와 전문성, 분석과 설계기법, 시스

템의 복잡도 및 요구사항 변경횟수, CASE 툴의

이용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COCOMO-

II 모델과 정보통신부 모델을 이용하여 H-프로젝

트의 소프트웨어 이식 생산성을 구하고, 개발과정

중 실제 투입된 인력을 바탕으로 계산된 H-프로

젝트 소프트웨어 생산성과의 비를 구함으로써

H-프로젝트 개발 참여자들의 소프트웨어 생산성

을 평가하여 보았다.

• 정보통신부 모델에 의한 소프트웨어 이식 생산성

기초 소요공수 )(MM

= (32만4천/10만) ×  153.47 )(MM

= 497

보정된 소요공수 )(MM

= 497 ×  1.11 ×  3.2 ×  1.0 ×  1.0

= 1,765

소프트웨어 생산성 
= 32만4천(SLOC)/1,765 )(MM

= 183 )(SLOC/MM

• COCOMO-II 모델에 의한 소프트웨어 이식 생

산성

∏××=
i

i
1.12 EM[KLOC]AMM

0.7[324](2.45) 1.12 ××= 1112=

소프트웨어 생산성 
= 32만4천(SLOC) / 1,112 )(MM

= 291 )(SLOC/ MM

• 실제 투입인원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이식 생산성

• 소프트웨어 생산성

= 32만4천(SLOC) / 315 )(MM

= 1,028 (SLOC/MM )

• 정보통신부 모델에 대한 실제 투입인원을 적용

한 소프트웨어 생산성의 비율

= 1,028 / 183 = 560%

<표 8> H-프로젝트 참여인원

개발년도 이식 참여인원(MM )

1997 180

1998 135

합계 315

* 총 개발기간 24개월

• COCOMO-II 모델에 대한 실제 투입인원을 적

용한 소프트웨어 생산성의 비율

= 1,028 / 291

= 353%

정보통신부 모델을 기준하여 실제 투입인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생산성의 비율을 구해보면 이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제Ⅲ장

4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 모델이 실

제 투입된 개발요원들의 특성과 무관하게 10만

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요원들의 등급분포(초

급 기능사∼특급 기술자)를 골고루 두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실제 투입된 개발요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COCOMO-II 모델을 기준으로 H-프로젝

트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본다. 그러나 COCOMO-II 모델을 기준으로

H-프로젝트의 실제 투입인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평가해 보면 위에서와 같이 생산성이 다

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은 소프트웨

어 수/발주자가 협약에 의해 직접 개발부터 상용

화까지 전담하는 특성을 지니고 추진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 재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

산성 평가 모델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위주의 생산성 평가 모델에 적용

하였을 때 각 평가 요인에 대한 평가치 적용 문제

들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생산성 평가 결과

는 ’98년 초 실제 개발 투입 인력을 위의 2개 모

델에 적용되어 소프트웨어 생산성 비율이 97%∼

130%로 평가된 예가 보고되었다[10].

앞에서 언급한 제Ⅱ장 3절 다.항의 이식 경험

데이터와 제Ⅲ장 5절의 실제 투입 인원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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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이식 생산성의 차이는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packaging, system

engineer(test 인력), 하드웨어 지원 인력, pro-

ject manager 등이 누락되어 실제 이식에 직접

관여한 인원만 적용하여 평가된 반면 제Ⅲ장 5절

의 이식 생산성은 지원 인력이 고려된 데이터이다.

IV. 소프트웨어 이식 생산성 평가 모델

적용상의 문제점

COCOMO-II Post-Architecture 모델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규모요인과 가격요인을 결정해야

하는데 가격요인의 경우 17개의 factor[11]들을

모두 곱하여 그 값으로 기초 소요공수 )(MM 를

보정하므로 각 factor 값의 근소한 차이로도 보정

된 소요공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프로젝트 규모요인과 가격요인에 대한 결정이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각 요인에 대한 현실

적인 값으로 조정하였다.

소프트웨어 생산성 평가 시 기존의 소프트웨어

를 수정하여 재사용하려는 경우의 소프트웨어 개

발비 산정 기준에는 구체적인 모델의 제시 없이

수/발주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

어 있어 이 부분의 객관적인 모델 제시가 필요하

다고 본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이식 시 생산성을 좌

우하는 요인을 정의하고 실제 프로그램 이식 결과

데이터를 프로젝트 평가 모델에 적용하여 생산성

분석과 고찰을 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프로

그램 이식에 필요한 각 요인에 대한 평가 척도를

도입한 이식 공수를 이식 평가 모델에 적용하고

검증한 사례가 이미 발표된 바 있다[12]. 이와 같

은 프로그램 이식 작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이

용할 수 있다.

• 이식 공수의 산출

• 이식 조건의 차이에 따른 이식 생산성의 평가

• 이식 효율화 대책과 공수 삭감 효과간의 관계

파악

• 이식에 관련된 작업 공정의 배분이나 공정 관리

등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주로 OS 및 제어계 등

개발환경에 관련된 것으로 추후 확장된 분야의 프

로그램 제반 이식 전 환경에 대해 적용 시 이식 요

인이나 이식성 분석 수단의 계량과 이식 공수 모

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일을 미리 정하는 데

이용된다. 그 밖에 이식 저해도에 대한 각 요인에

대해 평가 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예

측해 보는 것이다.

이식 프로그램에 대한 이식 저해도 파악은 프

로그램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 작업으로 시스

템의 환경차에 따른 정보를 미리 입력함으로써 소

스 프로그램 해석을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토

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식 작업 지원 도구나 앞

에 기술한 이식 작업 지침 작성, 특히 실제 이식

작업에 적용 시 이식 생산성의 향상 효과에 대한

관계를 검증하고 모델의 적합성과 평가를 정하는

것이다. 또 기 개발된 환경의 소스 프로그램을 새

로운 환경으로 이식했을 경우 이식 전과 이식 후

의 문제점에 대한 실측 데이터의 비교ㆍ분석을 통

해 차세대 교환 시스템 개발 시 소프트웨어 이식

성에 대한 사전 평가작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H-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이식

생산성을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모델과 소프트웨

어 가격계산 모델인 ‘COCOMO-II’에 입각하여

평가하여 보았다. 또 평가결과 H-프로젝트의 두

모델 모두 실제 수행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COCOMO-II 모델에서 표준편차 1을 허용

하는 범위가 0.80E∼1.25E(Effort)임을 감안해

볼 때 본 프로젝트와 같이 기능개발이 완료되어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알고 있을 경우의 교환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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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에 대한 생산성을 평가할 때 정보통신부 모

델 또는 COCOMO-II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본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한 달 동안

코딩한 라인 수 )(SLOC/MM 를 일컫는 소프트웨

어 생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COCOMO-II 모

델에서 계산된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기준으로

H-프로젝트 개발 참여자의 이식 생산성을 평가

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하는 경우에 적정한 가

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일이며, 더욱이 개발 초기에 적절한 소

프트웨어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적용한 COCOMO-II Post-Architecture 모델(총

개발 라인 수 사용) 외에 Application Composi-

tion 모델, Early Design 모델 등에서 사용하고 있

는 Object Point, Function Point 들을 추정하는

부분 검증 및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多田好克, “UNIXのワ－クステ－ションへの移植性

について,” 情處學論, 1985. 6. 26., pp. 1033–1040.

 [2] Tanebaum A. S. Guidelines for Software Portabil-

ity, Software-prac. & Exper., 1978. 8., pp. 681–

698.

 [3] 中村英兒 et al., “通信處理プログラムの移植に關す

ゐ檢討,” 信學硏資 ソフトウェア工學, 72-2, 1990,

pp. 1–7.

 [4] Ohta T, Terazaki T, Wasano T. and Hanazawa M.,

“Evaluating Software Portability in CTRON,” IEEE

2nd Int. Workshop on Software Reusability, 1992.

 [5] 이재기, “SV3.4 블록 소스코드 파일 리스트,” S/W

공학연구부, 교환기술연구단, ETRI, 1997. 8.

 [6] 이재기, “소프트웨어 등록/변경 요구서 목록,” S/W

공학연구부, 교환기술연구단, ETRI, 1997. 8.

 [7] B. Boehm, Software Engineering Economics ,

Prentice Hall, 1981.

 [8] B. Boehm, COCOMO-II Model Definition Manual ,

Univ. of Southern California, 1997.

 [9]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위원회, ’98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해설,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1998.

[10] 신용연 외 2인,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분석 및 생산

성 평가,” COMSW ’98, 1998.

[11] 山田 戌, 高喬 宗雄, “ソフトウェアマネジメントモデ

ル入門 —  ソフトウェア品質の可視化と評價法,” 立

出版社, 1993, pp. 25–46.

[12] 白田 光有 et al ., “ソフトウェアの移植性評價に關す

ゐ考察,” 電子情報通信學會論文誌 D-1, Vol. J78-

D-1, No. 3, 1995, pp. 31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