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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소프트웨어 비중과 규모의 지수적 증가로 인해 관련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개발 지원도구를 활용한 개발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각 개발 조직간 상이한 
개발 지원도구의 사용과 관리로 인해, 협업 개발체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위 개발조직의

개발 지원도구의 추가 소요량 산정시 정량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확한 구매 예측으로 
인해 많은 개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 조직간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 도메인 환경하에 개발 지원도구의   
일원화된 관리와 개발조직간의 라인센스 사용량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개발 지원 
도구 추가 소요 발생시 정확한 소요량 예측과, 사용량에 근거한 공정한 비용 분배 절차를 제시 
하고자 한다. 

 

1. 서론 

기존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은 단위 개발   

조직별로 필요에 의해 개발지원 도구를 자유롭게   

도입하여 사용하여 왔다. 최근에 국내 CE 제품 개발

업체들은 표준 플랫폼에 기반한 개발 체계가 구축되

고, 컴포넌트 기반의 대규모 시스템 개발이 진행 되

고 있다. 표준 개발지원 도구를 활용한 개발의   경

우 해당 도구의 라이센스 부족 발생시, 단위 조직별 

개별 구매로 인해 도구 사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위 개발조직에서 사용하는  
표준 개발지원 도구의 사용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표준 개발지원 도구의 효율  
적인 사용과 사용량에 기반한 추가 소요 비용 배분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개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메인 통합 

환경을 구축한다. 
둘째, 개발지원 도구의 개발조직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라이센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한다. 
셋째,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사용량 분석 

및 공정한 비용배분 솔루션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관련 개발지원 도구 

2.1 형상관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발규모 증가와 개발기간의 증대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형상관리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개발 인프라의 효율화를 위해 IBM 사의 
형상관리 도구인 Clearcase 를 통해 개발코드 및 개발

산출물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프로젝트 진행시  발
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는 同社의 Clearquest 로 변경

관리 및 결함관리 표준 개발지원 도구로 사용  한다.   
 
2.2 소스코드 품질 측정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해 소스코드 품질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개발지원 도구가 활용된다. 단위 개발조직은 소스코드 
품질 측정도구인 Logiscope의 RuleChecker 기능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 작성되는 
소스코드의 품질을 측정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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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프트웨어 모델링 

 많은 CE 제품 개발업체의 제품 개발 추세를 보면 
표준 플랫폼을 기반한 모듈화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2]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분석단계부터 개발지원도구를 사용하여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으며, 모델링 작업을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는 Tau와 Doors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모델링 구성요소간 관계 

3. 시스템 구축 

3.1 도메인 통합 
 공동 라이센스 사용환경에서 라이센스 사용량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비용산정체계

가 중요하다. [3] 
당 조직에서는 라이센스 사용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 별로 독자적

으로 구축 운영되던 도메인(Active Directory)을 통합 
하여 단일도메인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라
이센스 사용자 및 개별조직의 라이센스 사용량을 정
량적으로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라이센스 유지보수 
및 추가구매 시 조직 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용

분배이 가능하게 되었다.[4] 
 

조직1 조직4

조직5

조직6조직3

통합도메인 환경

데스크톱 관리

통합 통합

조직2

 
 

(그림 2) Active Directory Service 구조 

3.2 라이센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 항에서 언급된 형상관리, 소스코드 품질측정,  모

델링 관련 개발지원 도구를 포함한 개발지원 표준 도
구의 라이센스를 통합하여 중앙 서버상에 각 개발조

직의 개발지원 도구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5]   

 
(그림 3) 라이센스 시스템 구조도 

3.3 구조적 분석/설계 
라이센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조적 분석 및 설계 

기법을 사용하여 개발 하였으며,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 블록 및 단위 모듈에 대한 설계를 실시  
하였다.[6]  

 
(그림 4) data flow diagram (Level1) 

 
3.4 시스템 구현 
라이센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Polling 방식의 파서 

프로그램이며 크게 다음의 3 단계 처리를 거치게 된다. 
1) ClearCase 의 현재 사용자 정보를 내부명령의  

호출을 통해 입력 받아 사용자 ID 정보만을 
파싱 한다. 

2) 개발조직별 사용자 정보가 담긴 Table 파일과 
 매핑작업을 통해 현재 사용자 ID 정보를 
 개발 조직별로 파싱한다 

3)  파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HTML 형식의 
Display Page 를 생성한다.  

 
- 각 개발 조직별 모니터링 
- 각 개발 조직별 사용량 검색 
- 기간별 사용현황 조회 
- 시스템 활용율 조회 

 
 
 
 

266



제2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 제1호 (2008. 5.)

 

아래 그림 5 와 6 은 라이센스 모니터링 시스템의 
초기 실행화면과 단위 개발조직의 Clearecase 사용량 
분석 화면이다.  

 

 

(그림 5) 라이센스 모니터링 시스템 초기 화면 

 

(그림 6) Clearcase 라이센스 사용량 분석 화면 

3.5 라이센스 운영 프로세스 수립 
 개발된 라이센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전체

개발조직 및 단위 개발조직의 개발운영 도구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전체 보유 라이센스 
대비 초과 사용량 발생시 정확한 모니터링과 추가  
구매시 각 개발조직간의 비용 분배를 위한 운영 프로

세스를 수립 하였다.[7]  
 
1) 라이센스 오버 플로우 

- 통합 라이센스 서버에서 운영중인 개발지원 
도구의 일주일 연속(working day 5 일기준) 
라이센스 오버 플로우 현상 발생  
  

2) 임시라이센스 발급 
- 정확한 초과 사용량 파악 및 추가구매량  
산정을 위해 해당 툴 벤더로부터 1 개월     이
상 사용 가능한 임시 라이센스를 발급받음 

 
3) 라이센스 추가구매량 결정 

- 툴 벤더로부터 임시라이센스를 발급받은 후 3
주간의 평균 오버 플로우 라이센스 수량의 
120% 를 라이센스 추가 구매량으로 책정함 

 
4) 개발조직 라이센스 사용량 계산 

- 이전 구매시점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통합    

라이센스서버를 사용하는 각 개발조직별 라이 
센스 사용량 계산 : 라이센스 모니터링 툴 활용   

 
5) 개발조직 라이센스 구매량 할당 

- 라이센스 추가 구매량이 결정되면, 개발  
조직별 라이센스사용량에 근거하여 라이센스 
구매량을 차등 할당함 

- 개발조직 할당량 계산공식 활용 
 

 
 
3.6 개발 조직별 사용 라이센스 할당 방식 
 
1) 초과 사용량 기준 라이센스 할당 방식 
- 초과 사용량: 보유수량 보다 초과해서 사용한 양  

(copy*시간) 
아래 그래프에서 보유수량 상단의 빨간색으로 표시

된 부분 면적이 초과 사용량을 나타낸다. 

 

(그림 7) 라이센스 사용량 분석(1) 

- 특징 : 각 개발조직의 보유수량보다 초과 해서 사
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 하게 함  

 
- 단점 : 동일한 라이센스 보유량을 가진 A 와 B 
조직의 경우 A 가 B 보다 전체적인 사용량은  
많으나 초과 사용량만 비교할 경우 오히려 B 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 8) 라이센스 사용량 분석(2) 

2) 사용총량 기준 라이센스 할당방식 
- 사용 총량: 라이센스를 사용한 총량 (copy*시간) 
아래 그래프에서 자주색 줄무늬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면적 합이 사용총량이 됨 

 
(그림 9) 라이센스 사용량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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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사용량에 정비례하여 구비해야 할 라이 센
스 수량이 정해짐 초과사용량은 고려하지 않음 

 
3) 초과사용량 VS 사용총량 기준 라이센스 할당 
방식 비교검토 
 

초과사용량 기준방식은 부족한 라이센스를 가진  
조직에서 보유량보다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비용분담을 하는 방식인 반면 보유량보다   
적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음 

사용총량 기준방식은 보유량보다 초과해서 사용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총 사용

한 양을 따져서 개발조직별 라이센스 적정보유율을 
정하고 추가구매 해야 할 라이센스를 보유비율이   
만족되도록 개발조직에 차등 분배함. 따라서 당 조직

에서는 사용 총량 기준 라이센스 할당 방식을 비용 
분배 산정기준으로 채택 하였다.  

 
4) 개발조직별 라이센스 할당 사례 
- 전제조건 : A 조직 : 10copy 보유 

B 조직 : 20copy 보유하고 있으며 
  A 와 B 의 사용량이 동일함, 추가구매 해야 할 
라이센스 수량이 20copy 

 
(그림 10) 개발조직 A, B 초과 라이센스 사용 현황 

초과사용량 기준 라이센스 할당방식 
A 와 B 의 초과사용량 비율= 9:1 → 라이센스 할당 
비율= 9:1 추가 구매해야할 라이센스 수량이 20copy  
이므로 A, B 할당 라이센스 수량 = A: 18, B:2 
 
사용총량 기준 라이센스 할당방식 
 
A 와 B 의 사용량이 동일하므로 배분했을 때 A 와 

B 의 라이센스 수량이 동일하게 맞춰지도록 20copy 를 
A 와 B 에 배분함 

 
계산공식:   10+X = 20+(20-X) →  X=15 
 

따라서 
A, B 할당 라이센스 수량 = A: 15, B:5 
 
따라서 라이센스 할당 방식은 사용량의 왜곡을  

막기위하여, 초과 사용량이 아닌 사용총량 기준의 
할당 방식을 채택 하였다.  

 
 
 

4. 성과 분석 

라이센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앙서버로

통합된 개발지원도구의 사용효율을 분석 하면  
그림 11 과 같이 개별 라이센스 사용 대비 69%의   
사용효율 향상을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단위 개발조직내 개발지원도구 사용시 초
과량이 발생하면, 대량의 개발지원도구 구매가   발생

하였으나, 통합 라이센스 체계에서는 유휴 개발조직 
소유의 라이센스를 타 개발조직에서 점유하여 사용함

으로써, 평균 60%이상의 사용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림 11) 라이센스 운영 프로세스 

5. 결론 및 향후계획 

본 논문에서는 단위 개발조직별 개발지원도구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 사용 효율 향상과 추가구매시 개발조직별   
비용분배 솔루션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본 솔루션은 국내 개발조직에 한해 시행  
되며, 개발협업이 이루어지는 해외연구소의 라이센스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외에서 사용되는 표준 개발지원도구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해 Global 라이센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향후 연구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이성독, “고신뢰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  
최신 기술의 동향 및 사례 연구, 정보과학회지
2006.5, P123~124 

[2] Nikkei Electronics, “Nokia 의 Cross 플랫폼 전략, 2008. 
1. 28  

[3]  Fullerton, Sean. “Using Microsoft Active Directory, 
    Prentice Hall, 2001 
[4] Alexis Leon.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Artech House Publisher, 2002 
[5]  라이센스 비용산정 기준, Version 1.21, 삼성  

DM 연구소,  2006.7 
[6]  Allen & Laura E.Hunter . “Active Directory Cook 

Book”, O'REILLY, 2005.7  
[7] Ray Harris, “Global Monitoring: The Challenges of 

Access to Data”, UCL Press, 2005.1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