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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분의 정보시스템은 컴포 트 기반으로 아웃소싱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개발된 소 트웨어들은 통합되어 유지보수 되고 있다. 그러나 

유지보수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한 기반 연구인 비용 측정지표  비용 추정 모델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컴포 트 기반의 소 트웨어에 한 유지보수의 비용에 한 측정지표를 제안하고, 제안한 측정지표의 의한 컴포 트 소 트웨어

의 유지보수 비용 추정 모델을 연구한다.

컴포 트 기반의 유지보수 비용 측정지표를 추정하기 하여 기존에 제시된 지표들을 비교 정리하고, 정리된 측정지표가 컴포 트 소 트웨

어 유지보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용되는지를 분류하고 유형별 비용 측정지표를 제안한다. , 제안한 측정지표를 이용한 컴포 트 소 트웨

어 유지보수 유형에 따른 비용 추정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추정 모델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유효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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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Measurement Indicators and Maintenance Cost Estimation Model 

for Maintenance of Component-base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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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information systems are component-based and developed by outsourcing, and developed software is maintained integrative. 

However, studies on cost measurement indicators and cost estimation model have not been performed sufficiently, which are foundational 

to enhance th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maintenance. This study suggests indicators to measure maintenance cost for com- 

ponent-based software and examines maintenance cost estimation model of component software by the measurement indicators suggested. 

In order to generate the indicators to measure the component-based maintenance cost, the previously proposed indicators are summarized 

comparatively. To estimate the measurement indicators of component-based software, it makes a comparison of the previously proposed 

indicators and arranges them. We classify the measurement indicators by how to apply according to maintenance types of component 

software and then we propose the cost measurement indicators. Moreover, we propose the cost estimation model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types of component software using the suggested measurement indicators suggested. With the suggested estimation model, a 

case study is performed and its validity is verified.

Keywords : Maintenance, Measurement Indicators, Maintenance Cost, Maintenance Cost Estimation Model

1. 서  론 1)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다양하고 복

잡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반 하기 한 소 트웨어 

시스템의 규모는 더욱 커지며 복잡해지고 있다.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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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요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반 하기 해 재사용 기술인 

CBD 개발방법론(CBD : Component- Based Development)

이 두되었다[1].

하지만 재사용과 유지보수에 효율 인 컴포 트를 사용하

여 개발한 시스템이라도 소 트웨어의 결함과 오류, 기능개

선, 환경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은 소 트웨어 생명주

기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2].

증가하는 비용 문제는 소 트웨어 기를 가져온다. 이런 

기를 해결하기 해 유지보수 비용 연구는 다른 연구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비용연구의 핵심은 비용의 지표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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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autam Guliani, Dan Woods 측정지표

지표들은 계속해서 측정되고 리되어야하지만 기반연구인 

비용 측정 지표  비용 추정 모델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지보수 리를 효율 으로 하고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에 제시된 유지보수 지표들을 비

교 정리하고, 정리된 측정지표가 컴포 트 소 트웨어 유지

보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용되는지를 분류하고 유형별 비

용 측정지표를 제안한다. , 제안한 측정지표를 이용한 컴

포 트 소 트에어 유지보수 유형에 따른 비용 추정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추정 모델의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유효

성을 검증한다.

제안하는 유지보수 측정 지표는 유지보수 비용을 측하

고 유지보수 리를 효율 으로 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생

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컴포 트 소 트웨어의 유지보

수 비용을 정확하게 측하여 수․발주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비용을 추정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2. 련 연구

2.1 소 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측정지표

George E. Stark[6]는 소 트웨어 유지보수 시 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상 기간, 유지보수 로그램 기

능추가/변경/삭제, 고객 만족도 이 게 3가지 요소로 구분하

다. 유지보수 로그램 기능추가/변경/삭제에 한 구체  

는 컴퓨터 언어, Logic, 입력, 데이터 처리, 출력, 인터페이

스, 운 , 성능, 명세, 개선이다. 

Hunt, B.; Turner, B.; McRitchie, K의 사례연구에서는 유

지보수 시 유지보수기간, 인력, 도구, 형태, 자원, 로그램 

활동이 유지보수 비용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7].

Sommercille[8]는 유지보수 생산성 련 요소로 모듈의 

독립성, 로그램 언어, 로그램 스타일, 로그램 검증, 문

서화, 형상 리 이 게 6개의 기술  요소와 애 리 이션 

역, 요원의 안 성, 로그램 나이, 외부환경, 하드웨어 안

정성 이 게 5개의 비기술  요소로 도출하 다.

Gautam Guliani, Dan Woods는 오 소스 소 트웨어의 

각 비용 별 구성요소는 평가비용, 설치, 설정 비용, 통합․맞

춤 비용, 운 ․지원 비용으로 구분하여 (그림 1)과 같이 구

성요소 별 각각의 지표를 제시하 다[9].

기존 연구에서는 유지보수 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하여 지표로 제시하 지만 요인별로 얼마나 향을 미

치는지 향분석과 어떻게 측정하여 유지보수비용을 할당하

는지에 한 비용 추정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 이 

있다. , Gautam Guliani, Dan Woods의 측정지표는 오

소스의 측정지표로 유지보수 비용에 련되지 않은 지표도 

제시하고 있으며 오 소스 소 트웨어만을 상으로 한 문

제 이 있다.

2.2 컴포 트 소 트웨어의 유형

컴포 트 소 트웨어는 기 개발된 컴포 트를 조립하여 

개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컴포 트 개발 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의 개발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컴포 트 자체

를 개발하는 CD(Component Development)이며 다른 방법은 

이미 구축되어있는 컴포 트를 사용하여 소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CBSD(Component Based Software Development)

이다. CBSD는 이미 개발되어있는 컴포 트를 조립하여 비

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컴포 트를 그 로 

조립하거나 특화(Customization)시킨 후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이다[10].

기존 연구는 컴포 트 개발에 따른 유형이지만 이는 컴포

트 소 트에어를 유지보수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용된

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 의해 유지보수의 유형을 분류하면 컴

포 트의 직  재사용하는 경우와 커스터마이즈(Customized)

하는 경우, 컴포 트를 개발하는 경우 3가지로 분류된다.

2.3 컴포 트 소 트웨어 비용 추정 모델

컴포 트 소 트웨어는 일반 소 트웨어 시스템과 로세

스 활동이 상이하여 비용 추정 모델이 따로 연구되고 용

되어왔다. 이러한 모델로는 SELECT Estimator, CotsCost, 

COCOTS등이 있다[1].

SELECT Estimator는 SELECT사의 제품군  비용 추

정과 련된 도구로 기본 생명주기를 기본으로 비즈니스 객

체와 컴포 트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이 도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용 추정 모델은 Object Factory의 ObjectMetrix를 

기반으로 소 트웨어를 요소로 분류하고, 분류된 요소를 바

탕으로 소 트웨어 규모를 측하고 있다[1, 5].

CotsCost 모델은 Loral Federal 시스템 사에 의해 개발된 

COTS 기반 소 트웨어 비용 추정 모델이다. 이 모델은 기

능 수 기반의 규모 측 방법을 사용하며, COCOMO 모

델의 비용 유도자를 변형한 15가지 비용 유도자를 사용하여 

비용을 측하고 있다[1, 5].

COCOTS(COnstructive COTS Integration Cost Model)

은 COCOMO모델의 확장 모델로서 COTS기반의 소 트웨

어 비용 추정을 해 사용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COTS

기반 소 트웨어 개발을 크게 3가지 활동, 즉 컴포 트 평

가(Assessment), 컴포 트 수정(Tailoring), 루 코드(Glue 

Code) 개발  테스트를 고려하고 있다. 한 3가지 기본 

활동에 컴포 트 휘발성(Volatility)을 고려하여 비용을 추정

한다[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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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지보수 비용 요소 비교

황선명의 연구[1]에서는 화이트박스 컴포 트에 한해 설

계, 코드, 통합 수정 비율을 고려해 규모를 측하고 평가와 

이해도, 친숙도를 합하여 비용을 추정한다.

기존 컴포 트 소 트웨어 비용 추정 모델은 컴포 트의 

개발과 재사용 의 비용 추정이므로 유지보수 보다는 개

발과 재사용 에 비 을 두어 유지보수 조정 계수가 감

안되지 않은 문제 이 있다. , CostCost와 COCOTS모델

은 블랙박스 컴포 트인 경우의 비용추정 방안만을 제시하

고 있어 그 이박스 컴포 트, 화이트박스 컴포 트의 추정

방안에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3. 컴포 트 소 트웨어 유지보수의 비용 측정지표

본 장에서는 Administration Scorecard의 측정지표[11]와 

기존 유지보수 측정 요소  지표, 컴포 트 특성을 바탕으

로 컴포 트 소 트웨어의 유지보수 측정지표를 제안한다.

3.1 유지보수 비용 요소 비교

유지보수 비용 요소는 유지보수를 수행할 때 어떤 요인들

이 비용에 향을  수 있는지 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에 

한 요소들이다. 

유지보수 비용 요소를 식별하기 해서는 먼  유지보수 

리자 스코어카드에서 제공하는 7가지 항목과 기존 연구에

서의 요소를 비교한다. 

유지보수 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표 1>에서와 같

이 리자 스코어카드의 측정지표와 련연구 제 2.1 을 

분석해 유지보수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하 다. 식별

된 16가지의 요소  복되는 요소는 배재하 다.

3.2 유지보수 비용 측정 지표

유지보수 비용 측정 지표는 유지보수 비용에 향을 미치

는 요소로 <표 1>에서 분석한 4개의 사례에 모두 만족하는 

리 요소 14가지이다. 이  로그램 스타일과 검증은 유

지보수 로그램 추가/변경/삭제에 포함되므로 배제한다. 유

지보수 비용 측정 지표는 <표 2>에서와 같이 총 14가지로 

구성되며 유지보수의 총 기간과 로세스별 기간, 유지보수 

활동에 드는 자원, 유지보수 로젝트 크기, 유지보수 작업

의 우선순 와 그 비율을 추정하는 작업계획 비율, 유지보

수 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에 한 기능  요소들, 지연

되는 유지보수 기간과 인력, 크기, 유지보수 수행 후 잔여시

간, 고객 만족 평가, 유지보수 기간당 인력, 도구의 활용도, 

유지보수 형태, 유지보수 문서화 작업에 드는 인력, 시간과 

문서 목록, 각 모듈의 독립성, 형상 리 항목과 형상 리 툴

의 사용성이 있다.

<표 2> 유지보수 비용 측정 지표

3.3 컴포 트 소 트웨어의 유지보수 유형별 측정 지표

련연구 제 2.2 을 바탕으로 컴포 트 소 트웨어 유지

보수 유형을 분류하면 (그림 2)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컴포 트 자체를 개발하는 CD(Component Development), 

다른 방법은 이미 구축되어있는 컴포 트를 사용하여 소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CBSD(Component Based Soft- 

ware Development)이다. CBSD는 이미 개발되어있는 컴포

트를 조립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컴포 트를 그 로 사용하여 조립하거나 커스터마이즈(Custo- 

mization)시킨 후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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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컴포 트 소 트웨어의 유형

(그림 4) 컴포 트 소 트웨어의 비용 추정 차

제안하는 측정지표는 컴포 트 소 트웨어의 유형별로 컴

포 트 소 트웨어의 특성에 맞게 제 3.2 에서 제안한 유

지보수 측정지표를 기반으로 제안하 다.

총 3가지 유지보수 유형에 따른 측정지표는 (그림 3)와 

같다.

(그림 3) 컴포 트 소 트웨어의 유지보수 유형별 측정지표

종속 측정지표는 유형에 계없는 측정지표로 유지보수 시 

사용되는 측정지표이다. 개발 측정지표는 요구사항에 맞는 기

능의 컴포 트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측정지표이다. CBSD 

직 사용 측정지표는 기 개발된 컴포 트를 수정 없이 그

로 직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측정지표이다. CBSD 커스터

마이즈 측정지표는 기 개발된 컴포 트를 요구사항과 시스

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측정지표이다.

종속 측정지표  컴포 트 평가에 한 벨은 벤더의 

성숙도에 따라 컴포 트의 신뢰성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과거의 실 을 악하여 벤더의 실  수 한 고려되어야 

한다.

4. 컴포 트 소 트웨어의 유지보수 비용 추정 차 

 모델

4.1 컴포 트 소 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추정 차

비용 추정 차는 로젝트 정의, 유지보수 유형 정의, 유

지보수 기본 비용 추정, 원가 동인요소 용, 최종 비용 추정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 차는 (그림 4)과 같다.

4.2 로젝트 정의(Project Definition)

로젝트 정의는 유지보수 범 를 정의하고 CBD기반 소

트웨어가 아닐 경우를 배재시키는 단계이다.

유지보수 범 는 소 트웨어의 모든 오류를 제거하고 사

용자  발주자에게 인도 완료된 시 을 그 범 로 제한하

며, 유지보수 문 업체에 유지보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에 한하며, 컴포 트 소 트웨어의 유지보수로 그 범

를 제한한다. 컴포 트 소 트웨어  소스코드가 완  공

개되어있는 화이트박스 컴포 트  일부 공개 되어있는 그

이박스 컴포 트가 포함된다. 

, 유지보수 유형  신규 컴포 트 개발을 제외한 기 

개발된 컴포 트의 사용만을 범 로 한다.

본 연구의 유지보수 비용 측정 지표는 포 으로 제시하

나 비용 추정 모델의 범 는 와 같이 한정한다.

유지보수 범 가 확정되면 측정 지표 값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과 추정한 측정 지표 값에 조정

인자를 용하여 최종 비용을 추정한다. 추정한 비용에 

한 내용은 추후 유사한 유지보수 비용 추정을 해 정보

장소(Information Repository)에 장한다. 

4.3 유지보수 유형 정의 (Maintenance Type Definition)

유지보수 유형 정의는 3장에서 분류한 컴포 트 소 트웨

어의 유지보수 유형에 따라 소 트웨어를 분류하는 단계이

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컴포 트를 직  재사용 할 것인지, 

커스터마이즈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하여 구분한다.

4.4 컴포 트 소 트웨어 유지보수의 기본비용(Base-Line 

Pricing Decision)

기존 컴포 트 유지보수 비용 추정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

지보수 기간과 인력에 따라 비용을 추정하는 수 이었다. 

컴포 트 소 트웨어의 특징과 유형별로 비용을 추정하지 

못해 유지보수 업무에 따라 비용이 추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컴포 트 기능 수를 

산정해 기능 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비용 산정 시 

기능 수당 단가는 유지보수 가산정 기 [12]의 단가를 바

탕으로 각 기업에 맞게 조정한다. 

  기본비용(원가 동인요소 미 고려)

  = 컴포 트 기능 수(규모) × 기능 수당 단가 (4-1)

종속 측정지표 개발
CBSD

직 사용

CBSD

커스터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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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종속 측정지표에 따른 종속요소 가 치

<표 3> 컴포 트 이해도(SU)

4.5 기 개발 컴포 트의 직  사용 유지보수 비용

기 개발된 컴포 트를 직  사용하는 경우 유지보수 기본

비용에 (그림 5)의 종속 측정지표에 따른 종속 요소 가 치

와 (그림 3)의 CBSD 직 사용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원가 

동인요소 가 치를 곱하여 추정한다. 

(그림 5)에서는 종속 측정지표 요소  자원 사용률과 벤

더의 성숙도 벨을 분류하여 각각의 가 치 보정계수 구분

하여 비용을 추정 할 수 있다.

직  사용의 지표에 따른 가 치는 컴포 트 이해도, 컴

포 트 검색 시간, 컴포 트 라이선스 비용, 시스템 테스트/

통합 기간과 인력, 컴포 트 명세 기간과 인력의 가 치를 

더하여 추정한다.

컴포 트 이해도는 <표 3>의 황선명의 연구[1]에서의 

SU(Software Understanding) 결정표에 따른다.

  직 사용비용 = 기본비용 × 종속요소 가 치 

× 직  사용 원가동인요소 가 치 (4-2)

 종속요소 가 치 = 자원 사용율 보정계수

× (벤더 성숙도 수  보정계수) (4-3)

자원 사용율 =
사용하는 자원수

(4-4)
체 자원수

종속요소의 가 치는 제안한 지표를 바탕으로 자원사용율

과 총자원 사용 수, 벤더의 성숙도 벨의 보정계수를 곱하

여 추정한다.

   직  사용 원가동인요소 가 치 = SU / 100

   + 라이선스 비용 + (테스트기간×인력×임 )

   + (명세기간×인력×임 ) (4-5)

4.6 기 개발 컴포 트의 커스터마이즈 유지보수 비용

기 개발된 컴포 트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하는 경우 

유지보수 기본비용에 (그림 5)의 종속 요소 가 치와 (그림 

3)의 CBSD 커스터마이즈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원가 동인요

소 가 치를 곱하여 추정한다. 직  사용의 지표에 따른 가

치는 컴포 트 이해도, 컴포 트 설계(DM: Design Modified)/

코드(CM: Code Modified)/통합 수정(IM: Integration Modi-

fied)비율, 커스터마이즈 인력, 테스트/통합시간, 인력, 명세 

기간/인력 가 치를 더하여 추정한다.

컴포 트 이해도는 황선명의 연구[1]에서의 SU(Software 

Understanding) 결정표에 따른다.

커스터마이즈비용 = 기본비용 × 종속요소 가 치

× 커스터마이즈 사용 원가동인요소 가 치 (4-6)

커스터마이즈 원가동인요소 가 치 

= SU / 100 + (0.4×DM) + (0.3×CM) + (0.3×IM) 

× (커스터마이즈기간×인력×임 )+(테스트기간×인력×임 )

+(명세기간×인력×임 ) (4-7)

커스터마이즈 비용은 직  사용 비용과 달리 설계 수정, 

코드 수정, 통합 수정의 비율과 그 가 치를 곱하여 커스터

마이즈 기간, 인력에 따른 비용과 테스트 기간, 인력에 따른 

비용, 명세 기간과 인력에 따른 비용을 더하여 추정한다.

4.7 최종 비용

컴포 트 소 트웨어 유지보수의 최종 비용은 기본비용에 

종속요소 가 치와 유형별 원가 동인요소 가 치 비용을 더

해 추정한다. 

   최종비용 = 기본비용 × 종속요소 가 치

+ 유형별 원가동인요소 가 치비용 (4-8)

5. 사례연구와 활용 방안

본 장에서는 실제 컴포 트 소 트웨어를 선정하여 유지

보수를 할 때의 비용을 측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소

트웨어는 기존 최정윤 논문에서 구축된 컴포 트 기반의 신

용카드 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을 구

하고 있으며  카드 기획 리, 회원 리, 카드 리, 가맹

리, 카드 승인 리, 포인트 리, 카드결제 리, 카드연체/사

후 리, 제휴 리, 행사 리, 기타 서비스 리 등으로 나타

낼 수 있다.

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회원 리 패키지와 카드 리 패

키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리 패키지는 총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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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용카드 리 패키지의 컴포 트 다이어그램[13]

컴포 트로 구성되며 회원모집 리 컴포 트(CustReer), 회

원심사 리 컴포 트(CustExam), 회원기본정보 리 컴포

트(CustInfo), 회원신용 리 컴포 트(CustCred)이다. 카드

리 패키지는 카드심사 리 컴포 트(CardExam), 카드기본정

보 리 컴포 트(CardInfo), 카드발 리 컴포 트(CardGive), 

카드발주 리 컴포 트(CardOrde), 카드배송 리 컴포 트

(CardSend)로 구성되어 있다.

신용카드 리 패키지의 컴포 트 다이어그램은 (그림 6)과 

같으며 이 로젝트의 유지보수 시 측비용을 구한다.

단, 회원 리 패키지는 그 로 사용하며 카드 리 컴포

트는 각 은행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하여 사용한다. 직  재사

용하는 비용과 커스터마이즈하는 경우의 비용을 추정한다.

5.1 기본비용 추정

구 된 시스템의 각 컴포 트들의 인터페이스를 기능으로 

분류해 확인해 본 결과 회원 리에는 4개의 기능이 구 되

어 있으며 각 기능은 추가, 수정, 삭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

다. , 카드 리에는 5개의 기능이 구 되어 있으며 각 기

능은 등록, 수정, 조회, 삭제의 기능을 가진다. 

구 된 기능을 바탕으로 FP산정방법에 의해 비용을 산정

할 수 있지만 이는 유지보수만을 한 비용이 아니다. 그러

므로 제 4장에서 제안한 비용추정식을 바탕으로 로젝트의 

유지보수 비용을 추정한다.

     기본비용(원가 동인요소 미 고려) 

     = 컴포 트 기능 수(규모) × 기능 수당 단가

     = 103FP × 572,933원= 59,012,099원

기본비용은 소 트웨어 가 기 [12]에서의 기능 수 간

이법을 이용하여 기능 수를 구하고 그 단가를 곱하여 계산

한다. 여기서 기능 수 당 단가는 유지보수 가기 [12]에

서 분석, 설계, 구 , 테스트단계의 비용을 합한 값이다.

5.2 컴포 트의 직  사용 유지보수 비용

이  회원가입 컴포 트를 직  재사용하는 비용을 구하

면 다음과 같다. 

단, 유지보수의 가 치 요소는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유지보수자의 컴포 트 이해도가 보통 일 때(N) 테스트 

기간은 10일, 테스트 인력은 3명이며 모두 기술자로 

가기 의[12] 노임단가를 기 으로 한다. 자원 사용율은 35%, 

유지보수 벤더사는 유사경험이 있고 경력이 3년 이상 된 높

은 벨의 회사이다. 단, 이 컴포 트는 오 소스로 라이선

스 비용은 제외한다.

 종속요소 가 치 = 자원 사용율 0.7 × 벤더 0.8 = 0.56 

 직  사용 원가동인요소 가 치 비용

 = 0.3 × [(10 × 3 × 174,432) + (3 × 3 × 174,432)]

 = 0.3 × [5,232,960 +1,569,888]

 = 0.3 × 6,802,848 = 2,040,854.4원

최종비용 = (59,012,099원 × 0.56) + 2,040,854.4원

= 33,046,775원 + 2,040,854.4원 = 35,084,629.4원

컴포 트 재사용 비용은 기본비용에 종속요소 가 치와 

재사용 가 치 비용을 더한 것으로 최종 비용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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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컴포 트의 커스터마이즈 유지보수 비용

이  회원가입 컴포 트를 커스터마이즈하는 비용을 구

하면 다음과 같다. 

단, 유지보수의 가 치 요소는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유지보수자의 컴포 트 이해도가 보통 일 때(N) 커스터 

마이즈 인력은 3명, 임 은 모두  기술자로 가기 의

[12] 노임단가를 기 으로 한다. 테스트 기간은 10일, 테스트 

인력은 3명이며 모두 기술자로 가기 의[12] 노임단가

를 기 으로 한다. 자원 사용율은 35%, 유지보수 벤더사는 

유사경험이 있고 경력이 3년 이상 된 높은 벨의 회사이다. 

단, 이 컴포 트는 오 소스로 라이선스 비용은 제외한다.

, 컴포 트의 기능  회원 모집 리, 회원심사 리의 

컴포 트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이며 수정 비율은 설계 10%, 

코드 수정 30%, 통합 수정 30%로 한다. 

종속요소 가 치 = 자원 사용율 0.7 × 벤더 0.8 = 0.56 

커스터마이즈 원가동인요소 가 치 비용

= 0.3 + [(0.4×0.1) +(0.3×0.3) +(0.3×0.3) 

× [(10×3×174,432)+(10×3×174,432) + (3×3×174,432)]

= 0.3 + 0.03 + 0.09 + 0.09 = 0.51

= 0.51 × [5,232,960 + 5,232,960 + 1,569,888]

= 0.51 × 12,035,808 = 6,138,262.08

최종비용 = (59,012,099원 × 0.56) + 6,138,262.08원

= 33,046,775원 + 6,138,262.08원

= 39,185,037.08원

컴포 트 커스터마이즈 비용은 기본비용에 종속요소 가

치와 커스터마이즈 가 치 비용을 더한 것으로 최종 비용을 

추정한다.

6. 결론  향후 연구

소 트웨어 로젝트의 형화, 복잡화에 따라 유지보수

의 요성이 차 높아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

다.  증가하고 있는 소 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

화하고 리하기 해서는 유지보수를 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활동을 해야 하며 분석한 자료를 지속 으로 리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지보수 비용 산출근거의 부족을 

해결하 고 유지보수 시 수주자와 발주자 모두에게 타당한 

비용 추정 방안을 제안하 다. , 기존문헌을 토 로 유지

보수 리에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제안하

다. 제안한 측정지표는 유지보수 로젝트 수행 시 로

젝트 도메인, 특성에 따라 필요한 측정지표를 선정하여 측

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정을 바탕으로 유지보수 로젝트

를 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을 측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컴포 트 소 트웨어의 유지보수에 

범 를 한정하 다. 향후 효과 인 유지보수를 한 구체

인 측정지표와 비용 측 방안의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컴포 트 소 트웨어 뿐 아니라 구조 방

법론으로 개발된 로젝트, 객체지향방법론 등으로 개발된 

로젝트의 유지보수 비용추정 방안과 SLA에 기반한 서비

스 비용에 한 비용 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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