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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험 리는  더 로젝트 리자에게 있어서 요한 일 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개발될 소 트웨어 품질 혹은 로젝트 일정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험을 측하는 것을 포함한다. 험 분석의 결과가 생길 수 있는 험의 결과와 함께 로젝트에 문서화되어야 한

다. 효율 인 험 리는 문제에 쉽게 처할 수 있게 해주며, 그것이 수용할 수 없는 산이나 일정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 다. 본 연구에서

는 소 트웨어 개발 시, 로세스 이정표와 노력에 한 험요소 분석에 한 기 을 제시한다. 한 이를 정량화 하여 이단계를 제시한다.

키워드 : 험 리,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 결함 리, 생명주기, 이정표

A Study of Process Milestone for the Analysis of Risk Items

 Lee Eun-Ser†

ABSTRACT

Risk management is increasingly seen as one of the main jobs of project managers. It involves anticipating risks that might affect the 

project schedule or the quality of the software being developed and taking action to avoid these risks. The results of the risk  analysis 

should be documented in the project plan along with an analysis of the consequences of a risk occurring. Effective risk management 

makes it easier to cope with problems and to ensure that these do not lead to unacceptable budget or schedule slippage. This research 

provides criteria of analysis of risk items to the estimation of process milestone on software development. Also, In this paper propose to a 

fixed quantity and transi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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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공학 계통의 로젝트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여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로

젝트는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자원이 과 사용

되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길 험을 가지고 있다[1][2]. 

험 분석은 로젝트에 내재된 험요소를 인식하고 그 

향을 분석하여 이를 리하는 활동이다. 즉 로젝트를 성

공시키기 하여 험요소를 사 에 측하여 비하는 모든 

기술과 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험요소를 리

하기 하여 많은 활동과 시스템이 만들어 지고 있다.

결함 내성 시스템은 그 로 일부 시스템 결함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속 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결함 

내성 메커니즘은 시스템 결함이 시스템 고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시스템 고장이 큰 재앙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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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시스템의 운 의 손실이 경제 으로 큰 손실을 유발하

는 상황에서는 결함내성이 필요하다[3].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하여 각 사항들이 

험요소로 이되는 것을 방하고 측하여 품질 리를 하

려는 노력이 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질

리와 연 된 험요소 발생의 진척상황을 로세스 이정표 

에서 분석하여 방  원인 제거를 수행하 다. 이를 

수행하기 하여 수학 인 근방법과 기 을 제시하고, 각 

단계를 개발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험 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한 이를 활용하여 유사한 역의 로젝트에서 활

용하여 결함을 리할 수 있게 된다.

2. 기본 개념 

2.1 결함 

결함 정보는 다른 유형의 원시데이터이며, 소 트웨어 

로젝트에서 매우 요한 것이다. 결함은 소 트웨어의 품질

과 직  련이 있으므로 여러 의미에서 결함 데이터는 공

수 데이터보다 더 요하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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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데이터는 우선 로젝트 리를 해 필요하다. 

규모 로젝트는 수천개의 결함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결

함은 다른 사람들이 로젝트의 각각 다른 단계에서 발견하

게 된다. 흔히 로세스에서 결함을 고치는 사람과 결함을 

발견하거나 보고하는 사람은 서로 다르다. 보통 로젝트는 

소 트웨어가 최종 인도 에 발견한 모든 는 부분의 결

함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결함 보고

와 해결은 비공식 으로 수행할 수 없다. 비공식 인 메커

니즘의 사용은 발견한 결함에 해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결함을 제거하지 않거나 다시 찾는데 추가 

공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도 결함을 기록해

야 하고 해결할 때까지 추 해야 한다. 이런 차를 해서 

결함의 징후, 의심되는 결함의 치, 발견자, 해결자 등과 같

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결함이란 로젝트의 작

업 산출물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로젝트의 목표

를 달성하는데 부정 인 향을 끼칠 수도 있다[7][8].

결함에 한 정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결함 검출 활동을 통

해 발견한 결함의 개수도 포함 한다. 그래서 요구 사항 검토, 설

계 검토, 코드 검토, 단  테스트, 그리고 다른 단계에서 발견된 

모든 결함 등을 기록한다. 로젝트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발견

된 결함 개수의 분포 데이터 역시 로세스 역량 기 선

(Process Capability Baseline) 생성에 사용한다[9][10]. 아울러 

PDB(Process Data Base) 입력항목에 몇 가지 설명이 기록되는

데, 측에 한 설명과 험 리에 한 설명이 해당된다.

2.2 험분석

험이 소 트웨어 로젝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소

트웨어가 성공 으로 개발되고 고객에게 인도된 후에도 

험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험은 보통 장에서의 소

트웨어 실패와 련이 있다[11]. 

비록 잘 공학화된 시스템이 실패할 확률이 낮다고 해도, 

컴퓨터-기  제어 는 감시 시스템에서 검출되지 않은 결

은 막 한 경제  손실을 래하거나 사람이 부상하거나 

죽음을 래할 만큼 더욱 나쁘고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기  제어와 감시 시스템의 비용상의 이 과 기능상

의 이 은 보통 이러한 험보다 증요하다. 오늘날 컴퓨터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안 을 증시하는 시스템을 제어하

기 해 사용되고 있다.

소 트웨어 안정성과 험분석은 소 트웨어에 부정 으

로 향을 미치는, 그리고 체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게 만

드는 잠재 인 험의 식별과 평가에 을 맟춘 소 트웨

어 품질보증활동이다. 만약 소 트웨어 공학 로세스의 

기에 치명  험을 식별할 수 있다면, 소 트웨어 설계 특

징들을 명시할 수 있고, 잠재 인 치명  험을 제거하거

나 조정할 수 있다.

2.3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의 필요성

로세스를 개선하는 합리 인 방법은 로세스의 특정한 

속성들을 측정하고, 이들 속성에 근거해서 의미있는 메트릭

스의 집합을 개발한 후에 특성에 한 략을 이끌어 내는 

지표를 제공하기 해서 이들 메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 트웨어 메트릭스와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에 있어서 향을 말하기 에, 로세스는 소 트웨어 

품질과 조직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제어할 수 있는 많은 인

자 의 하나라는 것이다[12][13]. 따라서 소 트웨어 품질에 

많은 향을 주는 인자가 결함 리가 된다. 소 트웨어 품

질과 조직의 성능에 향을 주는 것으로는 로세스를 기반

으로 제품, 사람, 기술이 된다. 한 제품, 사람, 기술이 로

세스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결함들이 발생하여서 

체 인 소 트웨어 로세스의 수 을 격하 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결함 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게 된다.

로세스 개선을 하여 소 트웨어의 실패 분석이 필요

하며,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 모든 오류와 결함은 원인으로 분류한다.

∙ 각 오류와 결함을 수정한다.

∙ 각 범주에 속하는 오류와 결함을 계산하여 내림 차순

으로 정리한다.

∙ 결과 자료는 조직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범주를 발

견하기 해서 분석한다.

∙ 계획은 가장 비용이 드는 오류와 결함의 종류를 제거

할 의도로 로세스를 수정하기 해 개발된다.

기존의 험요소를 측정하기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다. 많은 기업에서 험요소의 분석 시, 개발되는 생산품에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험요소인지 부가기능에 의하여 주

요 요소에 향을 주지 않는 험요소인지를 식별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연구방향은 불량률을 이기 한 6-시그마

와 같은 도입을 가져왔으며, 정량 인 험요소 분석을 

한 필요성이 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험요소를 분석하여 연 성을 정량화 하여 이를 

분석하기 한 연구는 많이 진행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험요소의 연 성을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본론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소 트웨어 로세스 성숙도를 측정하기 

하여 험요소를 기반으로 분석하 다. 험요소를 정량

으로 분석하 고, 성숙도의 수 으로 분류를 하 다. 

분류된 험요소에 의하여 소 트웨어 로세스 성숙도의 

수 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험요소의 정량

인 평가에 의하여 소 트웨어 로세스 성숙도를 평가 모델

에 의하여 평가를 받지 않고도 수 을 측하고자 한다. 따

라서 수 을 측하는 경우, 복잡한 과정이 아닌 간략화 된 

과정을 통하여 평가 기간과 노력을 일 수 있게 된다.

3.1 소 트웨어 로세스 성숙도 평가를 한 험요소의 

정량 인 분석

소 트웨어 로세스 성숙도는 많은 평가 모델을 통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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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활동내용 이단계 상세 내용

1. 이슈단계 요구사항과 연 된 모든 사항을 이슈사항으로 분석함

2. 이슈사항의 연결그룹 분석단계 분석된 이슈사항을 요구사항과 연 된 카테고리별로 그룹화 함

3. 문제요소  분석단계 분석된 이슈 사항에서 요구사항 실 에 향을 미치는 요소

4. 문제요소의 연 성 분석단계 분석된 문제요소에서 서로의 연 성 분석

5. 결함요소 분석단계 문제요소가 실제 구 되는 기능상에서 실행을 해하는 요소

6. 결함요소의 인과 계 분석단계 결함요소간의 인과 계 분석

7. 험요소 분석단계 일정, 비용, 품질에 향을 미치는 요소

<표 1> 험요소 식별을 한 이단계

정을 해왔다. 평가모델로는 ISO/IEC 15504와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가 표 이다. 

소 트웨어 로세스 성숙도에서 가장 많은 향을 미치

는 것은 험요소로서 일정과 품질과 비용에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일정, 품질과 비용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한 노력이 요구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연구를 

개선하여 험요소의 정량 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소

트웨어 로세스의 성숙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로세스의 성숙도를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험요소

의 향을 분석하 다. 험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14].

추이분석을 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험요소로 

이되는 단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되는 단계를 정의함으로서, 험요소로 이되는 상

황을 단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험요소로 이되

는 것을 방하고 비할 수 있게 된다. 한 리자나 개

발자는 재 자신과 연 된 험요소를 악하여 연 된 요

소들을 리하여 험요소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

게 된다. <표 1>과 같은 이 단계를 제시한다. 

✱ 이슈단계는 요구사항과 연 된 모든 사항을 이슈사항

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요구사항을 시스템으

로 기능화하기 하여 필요한 세부기능의 사항도 포

함하게 된다. 이를 해서는 역분석을 수행하면서 

요구사항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 각 이슈사항

을 비 기능   기능 으로 분류를 해서 추출을 하

고 이를 활용하여 험요소가 시스템에 연 된 사항

인지 고객의 요구사항에 연 된 사항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분은 하드웨어와 련된 험요소

인지 소 트웨어와 연 된 험요소인지를 구분하는 

요한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 이슈사항의 연결그룹 분석단계는 요구사항 분석과 연
되어서 기능별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을 구별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은 기능에 문제가 발생

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손쉽게 찾아서 유지 

 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능의 범

주를 추출하기 하여 기능별로 그룹화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토 로 추가되는 기능에 하여서는 주기

으로 범주와 기능이 추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문제요소 분석단계는 요구사항을 시스템으로 기능화 
하여 구 하는 과정에서 구 에 요한 요인이 무엇

인지를 분석하고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은 기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요한 기능이 아

님에도 로젝트나 개발에 치명 인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비하기 한 단계이다. 

✱ 문제요소의 연 성 분석단계는 요구사항을 시스템으로 

기능화 하여 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향에 하

여 분석을 하는 단계이다. 시스템에 구 하는 과정에

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기능에서 그 향을 

받는다면 험요소를 그 로 다른 기능에 이하게 된

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하기 하여 문제요소 분석

단계를 거쳐 방을 하기 함이다.

✱ 결함요소 분석단계는 각 단계에서 가장 요시하고 노
력승수를 많이 투여해야 하는 단계이다. 그 이유는 이

단계에서는 험요소로 이되는 것이 명확하게 나

타나지 않게 된다. 험요소로 이되는 것은 결함요

소로 발생하면서 실제 인 기능상의 오류나 문제를 야

기하게 된다. 따라서 결함요소 분석단계에서부터는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한 결함 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결

함 리를 하여 결함종류를 분석하고 결함의 향 정

도를 악하여 주 기능을 해하는 결함인지 주 기능

과 연 성이 없는 결함인지를 악하여 결함정도가 미

치는 향을 정량화하여 리하여야 한다.

✱ 결함요소의 인과 계 분석단계는 실제로 험요소 

이가 되는 결함간의 연 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결

함의 연 성을 분석하여 발생하는 결함의 추 성과 

수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험요소 분석단계는 발생된 요소가 일정을 지연시키

고, 제한된 개발비용이나 로젝트 비용을 과하며, 

기 개발 목 에서 요구되었던 품질에 미치지 못하

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한 단계이다.

험요소 식별을 한 단계는 와 같이 제시하 으며, 

이를 토 로 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험요소 식별을 하여 이 단계를 제

시하 다[14]. 이를 토 로 소 트웨어 로세스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한 마일스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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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험요소 식별을 한 마일스톤

험요소 분석을 한 마일스톤 내용 분석요소

1. 험요소 식별 (Risk Item Identification : RII)

- 험 상요소를 식별함

- 이슈, 문제, 결함, 험요소로 정도를 구분

- 험 상요소의 향 분석

- 험 상요소와 연 된 기능 악

개별 험 상요소

2. 험요소 구조화 (Risk Item Architecture : RIA)

- 험 상요소의 상호연 성 악

- 식별된 험 상요소의 구조화

- 험 상요소의 상충 계 악

다수의 험 상요소 (1:다, 다:다, 다:1, 1:1)

3. 험요소 제거 (Risk Item Remove : RIR)
- 험 상요소를 제거함

- 남아있는 험 상요소의 향 악
구조화된 험 상요소의 그룹

<표 3> 마일스톤의 험정도에 따른 이단계

험 상요소 분석을 한 마일스톤의 이 단계 내용

0단계 - 험 상요소의 향이  식별되지 않음

1단계 - 험 상요소를 식별함

2단계 - 험 상요소의 연 성을 분석함

3단계 - 험요소가 제거됨

(그림 1) 험 상요소 마일스톤 운용

3.2 로세스 성숙도 측정을 한 마일스톤 

3.1 에서 제시된 험요소 식별을 한 이단계는 개발 

을 기반으로 제시된 연구이다. 그러나 험요소를 심

으로 개발 을 분석하기 한 마일스톤이 요구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에서는 험요소 심으로 로세스 성숙도를 

측정하기 한 마일스톤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일스톤은 3

단계로 제시하 다. 각 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험요소를 식별하기 하여 3단계를 

제시하 다. 

험요소 식별 (RII) 마일스톤은 험요소를 식별하고,  

상태의 험요소를 이슈, 문제, 결함, 험요소로 구분하게 

된다. 한 험 상요소가 다른 요소에 향을 주는가를 

식별하여 험이 이되는 것을 분석한다. 이되는 과정에

서 연 된 기능이 하되는 원인이 되므로, 해당 기능에 

한 비를 하고 인식을 하여 험 상요소와 연 된 기능

의 악도 동시에 수행된다.

험요소 구조화 (RIA) 마일스톤은 험요소가 식별된 

이후에 진행되게 된다. RII 마일스톤에서는 험 상요소 각

각에 한 분석과 식별작업이 이루어지지만, RIA 마일스톤

에서는 식별된 각각의 험 상요소간의 상호 연 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RIA 마일스톤은 식별된 험 상요소의 연 성을 분석하

여 구조화한다. 구조화시 계층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그룹화

하여 해당 험 상요소가 핵심기능인지 응용과 연 된 기

능인지를 악한다. 한 험 상요소가 제거되는 과정에

서 다른 기능에 향을 주거나 다른 험 상요소에 향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하여 험 상요소간의 상

충 계를 악하여 2차 인 험 상요소가 생성되는 것을 

방하고자 한다.

험요소제거 (RIR) 마일스톤은 구조화와 계층화된 험

상요소를 최종 으로 제거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제거가 

완 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남아있는 

험 상 요소를 악하여  개발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험 상요소인지 해결이 불가능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때 

구조 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분석하여 해당 험

상요소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노력과 시간을 약할 수 있

다. 구조 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는 환경과 인 자원, 

하드웨어와 연 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마일스톤에 의하여 험 상요소를 리하는 경우 각각의 

마일스톤마다 험 상요소의 정도에 따라서 험 상요소의 

험과 이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를 하여 각각의 마일

스톤마다 상태에 따라서 험과 이 정도를 악할 수 있게 

된다. 마일스톤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제시하 다.

<표 3>은 <표 2>와 동시에 수행되게 된다. 를 들면, 

RII 마일스톤의 정도를 악하는 과정에서 험 상요소가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는 RII(0)으로 표시를 하여 험

정도의 진척도를 악할 수 있게 된다. RII(3)의 경우는, 

험요소가 제거된 경우를 의미한다. 각각의 마일스톤은 한번

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험요소를 제거하기 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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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비 지연일정 C( ) 가 치

71～100% 0.9

51～70% 0.7

31～50% 0.5

16～30% 0.3

0～15% 0.1

<표 5> 험 상요소 향도 산출기

결함 향 D( ) 가 치

상

상(0.9)

(0.8)

하(0.7

상(0.6)

(0.5)

하(0.4)

하

상(0.3)

(0.1)

하(0.1)

<표 4> 험 상요소의 개발진척 향 정도

복 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동일한 마일스톤이 반복 수행되

는 경우에, 마일스톤의 진척도를 악할 수 있게 된다.

<표 2>와 <표 3>을 기반으로 반 인 마일스톤 운용 

알고리즘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3 험 상요소를 한 마일스톤의 정량 인 측정방법 

험 상요소의 이정도는 다양한 형태로 측정할 수 있

다. 본 에서는 3.2 에서 제시된 마일스톤을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험 상요소의 마일스톤을 측정하기 하여  상태의 

악을 선행되어야 한다.  상태의 험정도를 악하기 

하여 다음 수식을 제시하 다.

),()()(),(
3

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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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 험 상요소 마일스톤 산출

t : 형태

p : 단계

C( ) : 험 상요소별 개발진척 향정도

D( ) : 험 상요소별 향정도

EF : 험 상요소를 해결하기 한 노력승수

i : 험 상요소 마일스톤의 각 단계 색인 

j : 험 상요소 마일스톤 이단계의 색인 

정량화된 수식은 험 상요소의 향정도를 측정하여 이

를 해결하기 한 노력승수를 포함하여 마일스톤을 산정하

게 되어 있다.

험 상요소 마일스톤을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하여 

와 같은 식을 제시하 다.

수식에서는 험요소별 측정을 단계별로 산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각 요소별로 험요소로 이되는 것을 

측정하기 함이다. 수식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는 험 상요소의 형태를 구분하기 함이다. t에 의하

여 험요소가 어떤 형태인지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다. 형

태는 역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므로 역과 개발하는 

로젝트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p는 험요소가 이되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재 요소가 어디까지 이되었는지 단계를 제시하여 어느 

정도까지 이가 되었는지 인지할 수 있다.

C( )는 험 상요소별 개발진척 향 정도이다. 개발 과

정에서 발생하는 험 상요소는 개발과정에 많은 향을 주

게 된다. 그 분야는 비용과 일정, 품질이다. 따라서 험 상

요소가 발생되면 비용, 일정, 품질에 향을 주어서 개발진행

과정에 향을 주게 되어 로젝트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개발진척 향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계획 비 일치

하지 않는 비율을 측정하게 된다. 계획 비 지연된 일정은 

상된 산출을 기 으로 측정을 하고자 한다. 산출물이 만들

어진 것과 계획 시에 작성한 산출물 목록을 기 으로 계획

비 지연일정을 산출하여 C( )의 가 치를 제시한다.

험 상요소 에서 개발진행과정에 향을 주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요한 요인이 된다. 향 정도에 따라서 

로젝트에 치명 인 요인을 확인하여 험 상요소를 심으

로 한 마일스톤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D( )는 험 상요소 자체의 결함으로 이되는 향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각 결함이 얼마나 향을 주

는지를 측정하기 하여 다음의 기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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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환경(0.5) 개인능력(0.5)

산출(환경 + 개인능력)

상(0.1) - 모든 것이 구축됨 상(0.1) - 동일분야 7년이상 경험

(0.3) - 요구하여 지원이 됨 (0.3) - 동일분야 3~5년 경험

하(0.5) - 지원이 되지 않음 하(0.5) - 동일분야 1~3년 경험

<표 7> 험 상요소 마일스톤별 가 치

험 상요소 마일스톤 가 치

험요소식별 (RII) 0.9

험요소구조화 (RIA) 0.5

험요소제거 (RIR) 0.3

<표 8> 마일스톤의 험정도에 따른 가 치

마일스톤 가 치

0 0.9

1 0.5

2 0.3

3 0.1

<표 6> 험 상요소를 해결하기 한 노력승수

결함의 향을 악하기 하여 결함이 주요한 기능인지 

부가 인 기능인지를 측정하여 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

발과정에서 기 을 정한 우선순 를 참조하여 결함이 주요

한지 부가 인지를 악하게 된다. <표 5>에서는 주요한 결

함을 상으로 분류하고 간은 , 부가 인 결함은 하로 분

류하 다. 결함의 향정도를 상, , 하로 분류하 으며, 세

부기 으로 상, , 하를 분류하여 가 치를 용하 다.

EF는 험 상요소가 발생하여 험요소로 이 되거나 

향을 주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 승수를 의미

한다. 치명 인 험 상요소는 개발내용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 개발 후반부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고 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며, 추가 으로 인

력과 시간과 비용과 같은 노력이 요구되게 된다.

험 상요소를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해서는 환경과 개

인의 능력에 한 인 라를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인 라

를 측정하기 하여 환경에서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지원 체계와 능력을 측정한다. 개인 능력에서는 주로 로

그래  능력  리 능력을 평가한다.

체 수식은 험 상요소 마이스톤을 산출하기 해서 

환경과 개인능력이 상이지만 가 치가 낮게 부여된다. 따라

서 험 상요소에 의한 마일스톤의 정량화에서 환경과 개

인능력이 높으면 험요소가 낮게 산출되게 된다.

i는 험 상요소 마일스톤의 3단계( 험요소식별, 험요

소구조화, 험요소제거)를 표 하기 한 색인이다.

j는 험 상요소 마일스톤의 각 단계에서 이되는 4단

계(0～3단계)를 표 하기 한 색인이다. 4단계는 <표 3>에

서 제시하 다.

3.3 에서 제시된 수식을 기반으로 험 상요소 마일스

톤을 정량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 사례 연구

3장에서 제시된 험 상요소를 한 마일스톤의 정량

인 산출을 하여 실제 과제에 용하 다. 용분야는 시

스템 통합과 연 된 과제 개발에 용하 다. 용 과제는 

개발 생명주기를 반복(iteration)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동일한 생명주기를 반복 으로 수행해서 험요소를 

이고자 했다. 반복 으로 수행된 생명주기를 네 부분으로 

나 어서 산출하 으며,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 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다.

산술식은 3장에서 제시하 으며, 각 항목과 식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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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 험 상요소 마일스톤 산출

t : 형태

p : 단계

C( ) : 험 상요소별 개발진척 향정도

D( ) : 험 상요소별 향정도

EF : 험 상요소를 해결하기 한 노력승수

i : 험 상요소 마일스톤의 각 단계 색인 

j : 험 상요소 마일스톤 이단계의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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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7%

43%
요구사항분석단계

설계단계

구현단계

(그림 2) 단계별 험요소 분포도

단계 C( ) D( ) EF 험 상요소 마일스톤별 가 치(i) 마일스톤의 험정도에 따른 가 치(j)

요구사항 분석 0.1 0.8 0.6 0.9 0.5

설계 0.5 0.8 0.8 0.5 0.3

구 0.7 0.5 0.4 0.3 0.1

<표 9> 험요소 산출 자료

1) 요구사항 분석 단계 

   (0.1 X 0.8 X 0.9)  + (0.6 X 0.5) = 1.02

2) 설계 단계 

   (0.5 X 0.8 X 0.5)  + (0.8 X 0.3) = 0.44

3) 구  단계 

   (0.7 X 0.5 X 0.3)  + (0.4 X 0.1) = 1.09

<표 7>은 각 항목을 기 으로 로세스의 성숙도를 측정

하 다. 산출된 수치가 높을수록 험에 노출된 정도가 크

며, 산출결과에 의하여 요구사항분석과 구 단계에서 험

요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

하여 설계 단계는 0.44로 험 리를 충분히 수행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산출결과에 따라서 과제 수행  발생하는 험요소는 요

구사항분석과 구 단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으며, 이에 한 안으로는 요구사항분석과 구 단계에서 

험요소를 이기 한 생명주기를 채택하여 추가 인 

험 리를 수행해야 한다.

<표 7>의 결과를 기반으로 단계별 험요소를 분석하

다. (그림 2)와 같이 체 단계에서 요구사항분석과 구 단

계에서 험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단계에서는 구 기술의 경험부족과 요구사항과 설계의 험

요소가 된 경우가 원인이 되었다.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로세스 성숙도를 측정하기 

하여 험요소를 기반으로 분석하 다. 험요소를 정량

으로 분석하 고, 성숙도의 수 으로 분류를 하 다. 

분류된 험요소에 의하여 소 트웨어 로세스 성숙도의 

수 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험요소의 정량

인 평가에 의하여 소 트웨어 로세스 성숙도를 평가 모델

에 의하여 평가를 받지 않고도 수 을 측하고자 한다. 따

라서 수 을 측하는 경우, 복잡한 과정이 아닌 간략화 된 

과정을 통하여 평가 기간과 노력을 일 수 있게 된다.

향후 연구로는 재 제시된 정량화 식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 산출식의 정확도를 

검증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한 보정작업과 함께 여러 

과제에 용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이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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