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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관련 R&D 사업의 결과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정량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어떠한 정량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

발의 정량적 평가지표 선정에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 수준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ISO/ 
IEC25023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의 정량적 평가지표 생성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제안 프로세스는 2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ISO/IEC25023 표준규격의 품질특성과 부특성을 도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는 1단계 결과인 품질특성과 부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가이드를 도출한다. 제안하는 정량적 평가지표 생성 프로

세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정량적 평가지표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lthough various quantitative indexes are used as criteria for deciding the success of software R & D projects, it is 
somewhat difficult to find which quantitative indexes are appropriate. In this paper, we propose a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generation process for software product development using ISO / IEC25023, which is used as a standard of software 
quality level, to provide criteria for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of software development. The proposed process consists 
of two stages. In the first step, quality characteristics and subcharacteristics of ISO / IEC25023 standard specification are 
derived and in the second stage, we derive an evaluation indicator guides that matches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sub 
characteristics. The proposed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generation process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the selection of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oftware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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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

에서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중 정량적 평가지표는 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기술 및 기능의 기준과 목표치를 제시한 

연구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주요 성능지

표, 단위, 최종 개발목표, 세계 최고수준, 가중치, 측정기

관, 객관적 측정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주체들은 이러한 정량적 평가지표와 그 측

정방법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정량적 평가지표 선정에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평가지표 생성 프

로세스를 제안한다. 제안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품질

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제정된 ISO/IEC 25023 표
준규격에 기반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1단계 

모듈과 구체적인 평가지표 가이드를 제공하는 2단계 모

듈로 구성된다. 1단계 모듈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선행연구[2]에서는 소프트웨어 공인시험

기관에서 성적서를 발행한 시험제품을 산업분류별, ICT 
품목별로 분류하고, 기업들이 선정한 정량적 평가지표

인 시험항목을 ISO/IEC 25023 표준규격의 품질특성과 

부특성에 매핑 및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단계 모듈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1단계 모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된 시험제품의 정량적 평가 지표들 중에서 ISO/IEC 
25023 표준규격의 품질특성과 부특성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들을 선별 또는 신규 생성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량적 평가지표 생성 프로세

스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는 정량적 평가

지표 선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Ⅱ. 관련 연구

2.1. ISO/IEC 9126

ISO/IEC 9126은 소프트웨어 품질의 정량적 측정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품질의 특성을 정의하고 품질 평가

의 메트릭을 정의한 국제 표준이다. 해당 표준은 

ISO/IEC 9126-1부터 시작하여 ISO/IEC 9126-4까지 4
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ISO/IEC 9126-1은 소프

트웨어 품질 모델을 정의하고 ISO/IEC 9126-2는 시스

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실행할 수 있을 때 품질

을 측정할 수 있는 외부 메트릭을, ISO/IEC 9126-3은 개

발 단계 동안에 실행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을 측정할 수 있는 내부 메트릭을 다루고 있다. 또한, 
ISO/IEC 9126-4는 사용자의 생산성, 안전성, 만족도 등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사용 품

질 메트릭을 제공한다[3].
이 중에서 ISO/IEC 9126-2는 ISO/IEC 9126-1에서 정의

된 품질특성 및 부특성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외부 품질

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외부 메트릭을 정의하기 때

문에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 표준에서

는 6 가지의 품질 특성인 기능성(functionality), 신뢰성

(reliability), 사용성(usability),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이식성(portability), 효율성(efficiency)을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각 품질 

특성은 21개의 부특성으로 다시 분류되며 각각의 21개 

부특성은 소프트웨어를 평가할 수 있는 112개의 품질 

평가 메트릭을 제공한다[4].

2.2. ISO/IEC 25000 계열

ISO/IEC 25000 계열은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의 요구

사항 및 평가를 위해 제정한 국제 표준이다. ISO/IEC 
2500n은 ISO/IEC 25000 계열에서 상호 참조할 공통 모

델, 용어를 정의한다. ISO/IEC 2501n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데이터 및 사용상 품질에 대한 구

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ISO/IEC 2502n은 소프트웨어 

품질과 사용상 품질에 대한 측정을 위해 메트릭을 제공

한다. ISO/IEC 2503n은 품질 요구사항 도출의 프로세스

에 사용되며 ISO/IEC 2504n은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 권고 지침을 제공한다. ISO/IEC 25050- 
25099는 상업용 규격 소프트웨어의 품질 요구사항 및 

유용성 보고서에 대한 일반 산업 형식을 포함한다[5].
ISO/IEC 25000 계열 중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메트릭을 제공하는 ISO/IEC 25023은 기

존의 ISO/IEC 9126에서 활용하였던 6가지 품질특성에 

호환성과 보안성이 추가되어 8가지 품질특성으로 구성

된다. ISO/IEC 25023에서 정의한 8가지 품질 특성은 기

능적합성(Functional suitability), 성능효율성(Performance 
efficiency), 호환성(Compatibility), 사용성(Usability), 
신뢰성(Reliability), 보안성(Security), 유지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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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ability), 이식성(Portability)이며 각 품질특성

의 하위에는 31개의 부특성이 있고, 각각의 31개 부특성

의 하위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86개의 

품질 평가 메트릭을 제공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8
개의 주특성과 31개의 부특성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다. 

Ⅲ.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평가지표 생성 프로
세스

3.1. 제안하는 정량적 평가 지표 생성 프로세스 

Fig. 1 Design the process of software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평가지표 생성 프로세스는 해

당 소프트웨어의 산업분류와 ICT품목 등의 정보에 대

응하는 ISO/IEC 25023 표준규격의 품질특성과 부특성

을 추천하는 1단계 모듈과 추천된 품질특성과 부특성 

중 사용자가 선택한 요소에 맞는 평가지표 가이드를 제

시하는 2단계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은 제안 프

로세스의 구성과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다. 
1단계 모듈에서는 선행연구[2]에서 구축한 산업분류

와 ICT 품목에 따른 ISO/IEC 25023 표준규격의 품질특

성과 부특성들을 추천한다.
제안하는 프로세스의 1단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분류한 보건/의료, 
섬유/화학, 자동차/조선, ICT/가전, 철강/기계, 유통/금
융, 공공/국방, 건설/교통 8가지이며[7], 분류하고 있는 

ICT 품목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소프트웨어 및 디

지털콘텐츠 분류체계(2017년)에서 분류한 패키지 소프

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개

발·제작,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5가지이다[8]. 

3.2.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 도출을 위한 2단계 모듈

Fig. 2 The internal process of the 2nd stage module

그림 2는 2단계 모듈의 내부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2
단계 모듈은 1단계 모듈에서 추천한 ISO/IEC 25023 표
준규격의 품질특성과 부특성 중 사용자가 선택한 특성

에 대하여 평가지표 가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절한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를 제시한다.
평가지표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선행

연구[2]에서 활용된 시험항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선
행연구에서는 시험항목 데이터가 ISO/IEC 25023의 품

질특성과 부특성 중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분석하

였고, 본 연구에서는 후속연구로 시험항목 데이터가 해

당 품질특성과 부특성을 대표하는 시험항목인지를 선

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2]의 분석데이터

는 A소프트웨어 공인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발행한 69
개 기업 100개의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명시한 정량적 

지표 353개이며, 본 연구의 분석데이터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A소프트웨어 공인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발

행한 81개 기업 121개 시험제품에서 명시한 정량적 평

가지표 416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416개의 정량적 평가지표 중에서 ISO/IEC 25023의 

품질특성과 부특성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정량

적 평가지표 가이드들을 선별하였고(아래 표에서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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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 조사되지 않은 품질특성과 부특성 항목에서는 

신규로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아래 표

에서 “Existing”으로 표시). 가장 부합하는 정량지표의 

판단과 조사되지 않은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에 대한 

신규 생성은 A 공인시험기관에 소속하고 있으며 

ISO/IEC 9126-2, ISO/IEC 25023 표준규격을 이해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2년 이상 시험한 경험이 있

는 연구원 6명의 협의로 수행하였다. 

3.3.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 선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안하는 정량적 평가 지표 

생성 프로세스 중 2단계는 1단계에서 제시된 ISO/IEC 
25023의 품질특성과 부특성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에 대하여 실제 정량적 평가지표들을 제안하는 단계이

다. 본 단계에서 제안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해당 소프

트웨어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응용할 수 있다.
2단계에 활용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A소프트

웨어 공인시험기관에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

지 성적서를 발행한 81개 기업 121개 시험제품의 정량

적 평가지표(시험항목) 416개를 ISO/IEC 25023에서 정

의한 8가지의 품질특성과 31가지의 부특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결과 기업에서 제시한 정량적 

평가지표(시험항목) 중 ISO/IEC 25023의 품질특성 및 

부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지표가 있다면 이

를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업에

서 제시한 정량적 평가지표(시험항목)가 없는 품질특성 

및 부특성에 대해서는 신규로 정량적 평가지표(시험항

목)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기업에서 제시한 416개 정량

적 평가지표(시험항목) 중에서 2단계에 활용된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는 25개이며, 37개의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는 신규로 생성하여 총 62개의 정량적 평자지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기업에서 제시한 정량적 평가지

표 416개를 ISO/IEC 25023의 8가지 품질특성과 하위의 

31가지 부특성에 매핑하여 분석한 결과 416개 중 375개
의 정량적 평가지표(시험항목)가 기능적합성과 성능효

율성 품질특성으로 분류되어 매우 심한 편향성을 보였

기 때문에 신규로 생성한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가 기

업에서 제시한 정량적 평가지료를 활용한 것보다 많은 

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관한 

가이드는 표 1 ~ 8과 같다. 각 표는 부특성(Sub-Characteristics),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Evaluation index guide), 기준

(Standard), 비고(Remark)로 구성된다. 부특성(Sub- 
Characteristics)은 ISO/IEC 25023에서 정의하고 있는 

품질특성의 하위에 있는 부특성이고,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Evaluation index guide)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관한 가이드이다. 그리고 기준

(Standard)은 제안하는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의 시험

기준(Standard)이고 끝으로 비고(Remark)는 기업이 제

시한 정량적 평가지표(시험항목)에서 선정한 정량적 평

가지표 가이드(Existing) 인지 기업에서 제시되지 않아

서 신규 생성한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New)인지 구

분하고 있다.
표 1은 제안하는 2단계 모듈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기

능적합성의 정량적 평가지표에 관한 가이드이다. 기능적

합성은 제품에서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는 

항목으로, 부특성 “기능정확성” 항목만 기존 자료가 활

용될 수 있었고, 나머지 두 개의 부특성에 대한 정량적 평

가지표 가이드는 신규로 생성하였다. 제품의 종류가 다

양하고 제품에서 지원하는 기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편

적인 시험 도구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험자가 직접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Sub-Charact
eristics Evaluation index guide Standard Remark

Functional 
completeness

Number of data transfer 
functions implemented

More than 
00 EA New

Functional Implementation 
Ratio

(against requirements)

More than 
00% New

Functional 
correctness

Record and listen to your 
own pronunciation

The 
recorded 
word file 
should be 

played

Existing

Table recognition accuracy MOre than 
00% Existing

Sensor data transfer success 
rate

More than 
00 % Existing

Functional 
appropriaten

ess

The number of functions that 
meet the stated purpose of use

More than 
00 EA New

Table. 1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Guide of Functional 
Suitability

표 2는 성능효율성에 대해 제시하는 정량적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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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관한 가이드이다. 성능효율성 시험은 제품의 성능

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픈소스 도구인 Wireshark, JMeter 
등의 도구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JMeter는 수용

력 부특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시험도구로 시스템(서
버)의 성능 측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원 사용률 부

특성은 OS가 MS의 Windows 계열이라면 작업관리자

의 리소스 모니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OS가 리눅스 계

열인 경우에는 top 명령어 등을 통해 CPU, 메모리의 사

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Sub-Charact
eristics Evaluation index guide Standard Remark

Time 
behaviour

Web page response time Within 00 s Existing

Data Throughput 000 EA/s Existing
Keyword processing 

extraction time Within 00 s Existing

Resource 
utilization

CPU utilization Below 00% Existing

Average Memory Usage Below 
00MB Existing

Capacity
Concurrent users 00 people Existing

TPS(Transaction per second) 00 EA/s Existing

Table. 2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Guide of 
Performance efficiency

다음부터 기술하는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시한 정량

적 평가지표(시험항목) 데이터가 매우 적어 대부분 신

규로 생성하여 제시하였다.
호환성은 제품이외의 타 제품(시스템) 사이에 데이터 

또는 파일 등을 교환할 수 있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정

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타 제품(시스템)과 주고 받는 데이

터가 있는 경우 평가가 가능하다. 타 제품과 연동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이 핵심 기능인 제품에서는 중요

한 정량적 평가지표로서 선정될 수 있다. 표 3은 호환성

에 대해 제시하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관한 가이드이다.

Sub-Charac
teristics Evaluation index guide Standard Remark

Co-existen
ce

Number of software available to 
share data of the product 00 EA New

Interoperab
ility 

Number of gateway 
connection protocols

More than 
00 EA Existing

Compatible image file types More than 
00 EA New

Table. 3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Guide of Compatibility

사용성은 제품(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

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호

감도 부특성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제품의 평가

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다른 부특성보다 높다. 사용성

은 정부지원 R&D 사업에서는 기술 개발이 주요한 목표

이므로 사용성 관련한 부특성을 정량적 평가지표로 선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표 4는 사용성에 대해 제시하는 정량

적 평가지표에 관한 가이드이다.

Sub-Charac
teristics Evaluation index guide Standard Remark

Appropriat
eness 

recognizabi
lity

Number of functions for 
which demo function is 

provided

More than 
00 EA New

Number of landing pages 
implemented

More than 
00 EA New

Learnability

The number of input fields 
for which default data is 

automatically input
00 EA New

Number of help features 
provided by the product 

(online help, etc.)
00 EA New

Operability
Monitorable fault types 00 EA New

Number of devices that can 
be input 0 EA New

User error 
protection

System malfunction 
avoidance rate

More than 
00% New

User error recovery success 
rate

More than 
00% New

User 
interface 
aesthetics

Convenient UI Usability More than 
00% New

UI design satisfaction More than 
00% New

Accessibility
Number of languages supported 0 EA Existing

Types of functions supported 
by the type of failure

More than 
00 EA New

Table. 4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Guide of Usability

신뢰성은 제품(시스템)이 명시된 기간 내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고장 및 결함

의 발견, 결함 발견 시의 조치능력 등을 확인한다. 신뢰

성 관련 시험항목 수가 적지만 4가지 부특성에 해당되

는 시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표 5는 신뢰성에 대해 제시

하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관한 가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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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harac
teristics Evaluation index guide Standard Remark

Maturity
Defect rate for control 

functions (front and rear) Within 0% Existing

Software defect rate Within 0% Existing

Availability
Multi-node connectivity test More than 

00% Existing

Program duration More than 
00 hours New

Fault 
tolerance

Emergency signal detection time Within 00 s Existing
Sensor network disconnection 

detection Within 00 s Existing

Recoverabi
lity

Recovery time in case of error Within 00 s Existing
Backup data type 00 EA New

Table. 5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Guide of Reliability

보안성은 제품(시스템)이 명시된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공

인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시험항목에서는 0건으로 집계

되었다. 이는 정부지원 R&D 사업의 특성상 사업 목표

인 기술 개발 등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제

품이 보안 분야의 제품인 경우에는 위의 보안성 항목에 

대하여 주요한 정량적 평가지표로 선정이 가능하겠지

만 기업측에서 정량적 평가지표 달성을 위해 관련 비용

의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표 6은 보안성에 대해 제시하

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관한 가이드이다.

Sub-Charac
teristics Evaluation index guide Standard Remark

Confidentia
lity

Data encryption algorithm type 00 EA New
Percentage of Successful 

Executable Functions by User
More than 

00 % New

Integrity

Static testing 
(buffer overflow fault count)

Within 0 
EA New

Data forgery prevention 
success rate

More than 
00 % New

Non-repudi
ation

Implemented Digital 
Signature Types 00 EA New

Digital signature usage rate More than 
00 % New

Accountabi
lity

User login history accuracy More than 
00 % New

System Log Retention Period 00 hours New

Authenticity
Types of user authentication 0 EA New

Privacy Protection Act 
Compliance Rate

More than 
00 % New

Table. 6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Guide of Security

유지보수성은 제품(시스템)의 유효성 및 효율성이 유

지보수자로 인해 변경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

로 모듈화 부분과 재사용성 관련한 시험도구로는 상용 

도구인 QAC, Codesonar, Sparrow 등의 정적 분석 도구

가 있다. 분석성과 변경성, 시험성 부특성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제품이 필요하지 않고 제품에서 지원하는 

기능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표 7은 유지보수성에 대

해 제시하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관한 가이드이다.

Sub-Chara
cteristics Evaluation index guide Standard Remark

Modularity

Code metric verification 1
-Cyclomatic Complexity

Less than 
00 Existing

Code metric verification 3
-Maximum Function Calling 

Number

Less than 
00 Existing

Reusability

Check coding rules
(MISRA C Rule)

More than 
00% Existing

Static testing of the 
acquisition software

(Active Warning Number)
0 EA Existing

Analysability

Number of logs to record the 
main job

More than 
00 EA New

Number of functions that 
provide diagnostics

More than 
00 EA New

Modifiability
Maintenance service 
response efficiency

More than 
00 % New

Defect recurrence rate Below 00 % New

Testability Types of automatic check 
function

More than 
00 EA New

Table. 7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Guide of Maintainability

이식성은 제품(시스템)이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전환할 경우의 유효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모바일앱 제품에서 평가지표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동작 가능

한지 다양한 OS 환경에서 동작 여부를 보거나 웹 제품

에서는 Chrome, Internet Explorer 등의 다양한 웹브라

우저에서의 동작 등을 확인하였다. 이식성 관련한 시험

도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제품에서 지원하는 기능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표 8은 이식성에 대해 제시하

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관한 가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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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hara
cteristics Evaluation index guide Standard Remark

Adaptabili
ty

Supported OS types 00 EA Existing

Number of smart devices that 
can be driven 00 EA Existing

Available web browser More than 
00 species Existing

Installabili
ty

The type of installation you can 
choose from

More than 
0 EA New

Product installation time Within 00 s New

Replaceab
ility

Reusable data types More than 
00 EA New

The number of functions to 
calculate the same result as the 

result of other products

More than 
00 EA New

Table. 8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Guide of Portability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소

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정량적 평가지표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평가지표 생성프로세스를 제안하

였다. 제안 프로세스는 ISO/IEC 25023 표준규격의 품질

특성과 부특성에 기반하여 정량적 평가지표 가이드를 

생성한다. 제안 프로세스는 제품의 산업분류, 제품의 

ICT 품목의 입력을 통해 해당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활

용되는 ISO/IEC 25023 표준규격의 품질특성과 부특성

을 제시하는 1단계 모듈과 이러한 품질특성과 부특성에 

해당되는 평가지표 가이드를 제시하는 2단계 모듈로 구

성되어 있다. 
1단계 모듈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선행

연구[2]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2단
계 모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416개의 정량적 지표 중 부특성 31개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총 62개의 표준 품질부특성에 맞는 정

량적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이중에서 25개는 기존 

정량적 평가지표에 활용된 것을 선정하였으나 37개는 

신규로 선정하였다. 
총 2단계로 구성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정

량적 평가지표 생성 프로세스를 활용하면 새로운 제품

에 대한 정량적 평가지표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로는 1단계에 R&D 사업계획서와 요구사

항 명세서를 포함하고 자동으로 품질특성에 맞는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활용하기 위한 부분과 1단계, 2단계

에서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는 부분이 있다. 또한 제안한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실제 

정량적 평가지표를 선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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