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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력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R&D 소 트웨어 개발
이 연구의 목 으로써 는 수단으로써 상당한 역할과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 력
기술 분야와 특성  기능에 따라 개발되는 R&D 소 트웨어가 
다양하고 이에 용되는 S/W 개발언어도 여러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력기술 연구개발과 련하여 수많은 
R&D 소 트웨어가 개발되고 있으나 연구개발 분야와 특성에 따
라 용된 S/W 개발언어에 한 연구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로그래  언어별 특징을 알아하고, 력기술 연구개발 과
정에서 개발된 R&D 소 트웨어 황  S/W 개발에 사용된 
로그래  언어를 악하고자 한다. 한, 력기술 분야  기능
에 따라 용된 R&D 소 트웨어 개발언어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력기술의 분야  기능에 따라 개발되는 소 트웨어의 
로그래  언어 선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로젝트 개발에 있어서 로그래머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일 의 
하나가 로그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로그래  언어는 각각의 
특성과 장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하고자 하는 업무의 
특성  기능에 따라 합한 로그래  언어의 선택은 최 의 성능을 
발휘하기 해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력분야에서도 기술이 
발 하면서 이에 용되는 R&D 소 트웨어 개발도 함께 발 하
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력기술 연구와 련하여 수많은 
R&D 소 트웨어가 개발되고 있으나 력기술 특성을 반 한 체
계 이고 효과 인 소 트웨어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의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력기술 개발 연구와 련하여 
개발된 R&D S/W 황을 분석하고 력기술 특성에 합한 
로그래  언어의 선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및 특성
  로그램 개발에 있어 로그래  언어의 선택은 개발자에 있
어 시스템 성능과 기능을 구 하는데 매우 요한 요소이다. 
로그래  언어를 선택함에 있어 요한 요소는 첫째, 로그래  
시장을 넓게 확보하고 있는 언어인가 ? 둘째, 로그램을 작성할 
때 폭넓은 많은 기능이 가능한가 ? 셋째, 배우기 쉬운 언어인가 
? 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몇가지 로그래  언어의 종류  특성에 해여 설명 드
리고자 한다.
*C 언어 : C 언어는 시스템 로그램을 작성하기 해 만들어진 
언어로 하드웨어를 매우 정교한 수 까지 제어할 수 있다. 그러
나, 최근 로그래  언어에 비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
며, 로그램 오류를 찾는데 필요한 기능이 부족한 단 이 있다. 
주로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이나 자료구조  알고리즘 학습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C++ 언어 : C++ 언어는 C 언어의 특징을 포함하면서 객체지향
로그래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는 데이터 심의 
로그래 이 가능하며, 복잡하고 크기가 큰 응용 로그램을 개

발하는데 합한 로그래  언어이다. 주로 임베디드 소 트웨
어 개발분야에 사용되고 있다.[3]
*JAVA 언어 : JAVA 언어는 운 체제의 종류에 상 없이 동작
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로그램 개발방식으로 로그램 이식
성이 뛰어나다. 한 C++ 언어의 객체지향 로그래  기법을 
물려받아 용량 소 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다. 임베디드, 웹 
로그래 , 일반 응용 로그램, 게임 등 상당히 폭넓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3]
*Visual Basic 언어 : Visual Basic 언어는 로그램이 모듈(자료
처리)과 폼(Interface)으로 구성, 화식에 의한 개발(코딩-번역-
실행), 이벤트 심의 작동모델이 특징이다. Visual Basic 언어는 
코딩이 편리한 반면 속도가 느린 단 이 있어 개발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발 로젝트에 합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C# 언어 : 기존 언어들의 장 만을 살려서 만든 언어로 C++ 언
어를 표 화하고 발 시킨 언어이다. 웹 로그램, 도우 로
그램, XML 웹 서비스 등을 구 하는데 강 을 갖고 있으며, 
도우 응용 로그램 개발에 있어 JAVA 언어에 월등히 앞서고 
있다.

 <표 1> 프로그래밍 적용 분야별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구        분 C# JAVA C++

웹 로그래  분야 ○ ○ X

임베디드 로그래  분야 △ ○ ○

원도우 응용 로그래  분야 ○ △ ○

게임 로그래  분야 △ ○ ○

XML 로그래  분야 ○ △ X

시스템 로그래  분야 X X ○

  2.2 전력기술에 적용되는 R&D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다음 표는 력연구원에서 2000년부터 2010년에 걸쳐 연구분야
별 R&D 소 트웨어 개발 황을 자료이다.

 <표 2> 연구분야별 R&D 프로그래밍 개발현황 및 그래프

구  분 원자력 수화력 녹 색 송배 합  계

2000년 12 16 - 15 43

2001년 29 4 - 19 52

2002년 20 8 - 14 42

2003년 38 9 - 14 61

2004년 18 15 - 20 53

2005년 20 30 - 27 77

2006년 29 20 - 28 77

2007년 34 12 - 19 65

2008년 8 13 - 20 41

2009년 5 11 11 9 36

2010년 21 14 26 22 83

합    계 234 152 37 207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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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개발 황을 보면 력연구원에서 약 10여년에 걸쳐 개
발된 소 트웨어야 6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력분야 기
술개발 연구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소 트웨어가 개발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개발이 진행된 력분야의 성장동력
인 녹색분야는 앞으로 연구개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상되며 
이에 따라 련 R&D 소 트웨어 개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향후 R&D 소 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연구과제에 
합한 로그래  언어의 선택은 S/W 품질  성능면에서 상

상히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1]

  2.3 전력기술 R&D 소프트웨어의 특성
  력연구원에서 력기술개발 연구와 련하여 최근 약 10여년 
동안 개발된 R&D 소 트웨어 630건 해 로그래  언어별 
유 황을 악하고, 그 에서 약 16%인 100건에 해서 력기
술 용분야, S/W성격, 운 체제, 개발언어 등에 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2.3.1 R&D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언어별 점유현황
  조사결과 력기술 개발 연구에 용되는 R&D 소 트웨어 개
발의 로그래  언어별 유 황을 보면 5개 언어(Visual C++, 
C++, Visual Basic, Fortran, JAVA)가 체의 약 76%를 유하
고 있어 R&D 소 트웨어 개발언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최근 일반 소 트웨어 개발 언어로 JAVA 언
어가 각 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력기술 R&D 소 트웨어 개
발 언어로는 JAVA 언어(7%) 보다는 C++ 언어 계열(39%)이 주
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력기술 
연구개발에서 각종 력기기 데이터를 측정하고 제어하기 해
서는 시스템 로그램을 작성하기 편리한 C++ 언어 계열이 합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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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D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별 점유현황

2.3.2 전력기술 적용분야별 R&D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 특징
  력기술 연구과제에서 R&D 소 트웨어 개발 용 분야는 입
력 데이터를 계산하여 출력  평가/해석하는 분야와 력기기로
부터 취득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출력하거나 평가/해석하는 분야
가 체 R&D 소 트웨어 개발의 약 78%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력 데이터를 계산하여 평가/해석하는 소 트웨어 개발
언어는 주로 Fortran, Visual Basic, C++ 계열 언어로 약 78%를 
유하고 있으며, 한, 취득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가/해석하는 

소 트웨어와 력기술 운 과 제어용 소 트웨어 개발언어는 
C++ 계열 언어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입력  취
득 데이터를 계산하고 분석하는 소 트웨어가 다양한 언어(기타)
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력기술 용분야의 특성 보다
는 S/W 개발자의 성향  기술습득 여부에 개발언어 선택이 결
정되는 것으로 단된다.[1][2]

 <표 3> 적용분야별 R&D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 현황

구    분
V-
C++

C++ V-B FTN JV
기  
타

합  
계

입력/계산/출력 2 1 3 2 1 6 15

입력/계산/평가 2 2 5 8 　 　 17

입력/변환/ 장 2 　 1 　 1 2 6

취득/분석/출력 2 4 1 2 1 1 11

취득/분석/평가 7 6 4 3 4 11 35

수집/ 장 1 　 2 　 　 2 5

운 용 1 2 　 　 　 　 3

제어용 3 3 　 　 　 2 8

합   계 20 18 16 15 7 24 100

주) V-B : Visual Basic, FTN : Fortran, JV : JAVA

  2.3.3 전력기술 업무별 R&D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 특징
  력분야 업무별 연구과제에서 R&D 소 트웨어 개발언어의 
특성을 알아 보면 첫째, 녹색성장 분야의 경우 개발언어의 특징
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녹색성장 분야가 여러분야에 걸쳐 
용이 되기 때문에 언어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단된

다. 둘째, 송배  분야의 경우 C++ 언어 계열이 체의 약 47%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송배  업무의 
특성상 C++ 계열 언어가 복잡하고 개발규모가 큰 로젝트 개발
에 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 셋째, 수화력 분야의 경
우 Visual Basic 과 Fortran 언어로 개발된 건이 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발 설비로부터 취
득된 데이터를 단순히 보여주고 계산하는 소규모의 개발건이 
다수 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끝으로, 원자력 분야는 개발
언어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술 인 소규모 개발
건과 주변 환경 인 규모 개발 로젝트가 공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1][2]

 <표 4> 업무별 적용 R&D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 현황

구    분
V-
C++

C++ V-B FTN JV
기  
타

합  
계

녹색성장분야 1 2 1 1 3 2 10

송배 분야 10 4 0 3 1 12 30

수화력분야 3 3 11 6 1 6 30

원자력분야 6 9 4 5 2 4 30

합   계 20 18 16 15 7 24 100

주) V-B : Visual Basic, FTN : Fortran, JV : JAVA

3. 결    론

  력기술 연구개발에 용되는 R&D 소 트웨어 개발 언어로
는 주로 C++ 언어 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
는 력기술 연구개발에서 각종 력기기를 측정하고 제어하기 
해서는 시스템 로그램  요소가 강한 C++ 언어 계열이 합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입력 데이터를 “계산  평
가/해석”  수화력 분야에는 발 설비로부터 취득된 데이터를 
단순히 보여주고 계산하는 소규모 개발건이 다수 이기 때문에 
개발언어로 Fortran, Visual Basic 언어가 합한 것으로 단된
다. 그리고, 취득된 데이터를 “분석  평가/해석”  송배  분
야에는 복잡하고 개발규모가 큰 로젝트 개발에 합한 C++ 계
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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