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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지원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사업계획서 상에 정량적 평가지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

들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못된 평가지표의 선정으로 정량적 결과 도출이 어려운 경

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들이 선정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소프트웨어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ISO/IEC 25023표준에 접목하여 그 경향을 분석한다. 먼저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한 수집방법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제품에 대해 산업분야별로 분류하고 기업에서 선정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ISO/IEC 25023 표준의 8가지 품질

특성별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ISO/IEC 25023 표준의 8가지 품질특성으로 분류한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주로 선정하는 정량적 평가지표의 품질특성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지표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Variety of companies which carry out R&D projects supported by government are proposing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business plans. However, Many companies have difficulties in aspects of selecting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and 
in some cases they have troubles to get results from selecting unsuitable evaluation index. First of all, both methods of 
gathering the data to be analyzed and the products which are tested by the accredited testing institutes classifying by 
industrial sectors are classified as the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selected by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eight quality 
characteristics of ISO/IEC 25023 Standard. Second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es classified 
into eight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ISO/IEC 25023 standard, the tendency of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es selected mainly by the companies will be understandable. It is hopefully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to select a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to evaluate the quality of softwar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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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은 ICT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혁

명이며 그 중 소프트웨어는 핵심역량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과거 소프트웨어는 ERP로 대표되는 관리시스

템 등 업무지원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소프트웨어는 우

리의 생활과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을 

만큼 현재 소프트웨어는 복잡하고 고도화된 신기술의 

집약체이며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의 중요성은 이

제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R&D 사업 또한 4차 산

업혁명에 걸맞게 변모하고 있으며 국내 많은 ICT기업

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정부지원 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중 정량적 평가지표 항목은 사업 수행

에 있어 달성해야 하는 기술 및 기능의 기준과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제시한 목표에 대해 필수적으로 달성

해야 하는 항목이다[2].
정량적 평가지표 항목은 주요 성능지표, 단위, 최종 

개발목표, 세계 최고수준, 가중치, 측정기관, 객관적 측

정방법이 있다. 정부지원 R&D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제시함에 있어 잘못된 항목 선정

으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결과도출의 한계나 과

도하거나 달성이 불가한 지표 설정 등 평가지표 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객관적 측정방법 작성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기업들이 선정한 정량적 평가지표에 

ISO/IEC 25023 표준의 8가지 품질특성과 하위에 있는 

부특성, 부특성 하위에 있는 메트릭에 매핑하여 분석한

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선정한 정량적 평가지

표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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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고 있다[3].
이 중에서 ISO/IEC 9126-2는 ISO/IEC 9126-1에서 정

의된 품질특성 및 부특성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외부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외부 메트릭을 정의하

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 표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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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되

며 각각의 21개 부특성은 소프트웨어를 평가할 수 있는 

112개의 품질 평가 메트릭을 제공한다[4].

2.2. ISO/IEC 25000 시리즈

ISO/IEC 25000 시리즈는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의 요

구사항 및 평가를 위해 제정한 국제 표준이다. 해당 표

준은 6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ISO/IEC 2500n은 

ISO/IEC 25000 시리즈의 다른 표준에서 참조할 공통 모

델, 용어 의를 정의한다. ISO/IEC 2501n은 컴퓨터 시스

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데이터 및 사용상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ISO/IEC 2502n은 소프트웨

어 품질과 사용상 품질에 대한 측정을 위해 메트릭을 제

공하고 있다. ISO/IEC 2503n은 품질 요구사항 도출의 

프로세스에 사용되며 ISO/IEC 2504n은 소프트웨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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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요구사항 및 유용성 보고서에 대한 일반 산업 형식을 

포함한다[5].
ISO/IEC 25000 시리즈 중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메트릭을 제공하는 ISO/IEC 25023은 

ISO/IEC 9126의 6가지 품질 특성에서 호환성과 보안성

이 추가되어 8가지 품질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IEC 25023에서 정의한 8가지 품질 특성은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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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Functional suitability), 성능효율성(Performance 
efficiency), 호환성(Compatibility), 사용성(Usability), 
신뢰성(Reliability), 보안성(Security), 유지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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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아래의 그림 1과 

같다[6].

Fig. 1 ISO/IEC 25023 Characteristics

정부지원 R&D 사업에서는 달성해야하는 기술 및 기

능의 목표와 기준인 정량적 평가지표가 제시하고 있으

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표

준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ISO/IEC 
9126-2에 따라 정량적 평가지표들을 분석한 연구는 있

었으나[7] 최근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이 바뀜에 따라 이

를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정부지원 R&D 사업에 제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ISO/IEC 25023 
표준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Ⅲ. ISO/IEC 25023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정량
적 평가지표 분석 

3.1. 분석 대상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품질 수준을 평

가하기 위하여 A 소프트웨어 공인시험기관이 2016년 5
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성적서를 발행한 69개 기업 100
개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항목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100개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시험항목

은 총 353건이었다. 이들 소프트웨어 제품은 대부분 정

부지원 R&D 사업의 결과물이고 시험항목 또한 대부분 

사업계획서 상에 기술된 정량적 평가지표이다. 이 정량

적 평가지표들은 정부지원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에서 직접 선정한 지표이다.

Fig. 2 A procedures for conducting the test of a verified 
testing institute

분석 대상 데이터는 A 공인시험기관에서 규정된 시

험 수행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으며 그림 2는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 수행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성적서가 

필요한 기업으로부터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뒤 시험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시험이 가능하

다면 신청서류를 전달하여 수령한다. 신청 기업은 의뢰

한 제품에 대해 시험수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 후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이 완료되면 성적서 작성 및 검토를 거친 

후 기업에게 성적서를 발행한다.
위와 같은 시험 수행 절차에 따라 수집된 분석 대상 

데이터의 연도별 분석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수는 

그림 3과 같다.

Fig. 3 A number of test products sorting by year

A 시험기관은 2016년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처음 받

았기 때문에 2016년에는 시험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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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2017년에는 A 시험기관의 홍보와 시험기간 증대

로 인해 시험 수가 많아졌다. 또한, 2018년 7월 현재 전

년도 동일기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분석 대상 소프트웨어들을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소의 8가지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8].

Fig. 4 A number of industrial classifications of test products

그림 4는 산업분류별 시험제품의 수를 조사한 결과

이며 ICT/가전 분야의 제품이 전체의 약 54%로 절반 이

상이었고, 자동차/조선 분야는 약 30% 정도로 그 다음

으로 많았다. 그 외 6가지 산업분류의 비중은 약 16%정

도였다. 

3.2. 품질특성별 정량적 평가지표 분석 절차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시험기관에서 규정된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여 성적서가 발행된 시

험항목을 분석하여 ISO/IEC 25023의 품질특성과 매핑 

하였다. 이를 위해 ISO/IEC 9126-2, ISO/IEC 25023 표
준을 이해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2년 이상 시

험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ICT/가전 분야를 분석하고 두 

번째 그룹은 ICT/가전 분야 이외의 분야로 나누어 분석

을 진행하였다. 분석기간은 2018년 7월 중 1주일 동안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개의 그룹은 내부적으로 시험항

목을 ISO/IEC 25023의 8가지 품질특성으로 분류한 후 

품질특성 하위에 있는 부특성과 부특성 하위에 있는 메

트릭을 매핑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분석 작업 

중 연구원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 협의로 결정

하여 정리하였으며 그림 5는 정량적 평가지표의 분석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Fig. 5 A procedure of analysing quality evaluation index

Health/
Medical

(3)

Textile/
Chemistry

(3)

Automotive/
Shipbuilding

(30)

ICT/Home 
Appliances

(54)

Steel
/Machinery

(7)

Distribution/
Finance

(1)

Public/
Defense

(1)

Construction/
Transportatio

n(1)

Sum
(100)
[%]

Functional 
suitability 9 10 55 113 13 3 1 3 207

[59]
Performance 

efficiency 0 7 30 68 1 2 1 2 111
[32]

Compatibility 0 1 2 0 0 0 0 0 3
[0.8]

Usability 0 0 0 1 0 0 0 0 1
[0.2]

Reliability 0 0 2 3 6 0 0 0 11
[3]

Security 0 0 0 0 0 0 0 0 0
[0]

Maintainability 1 0 7 0 0 0 0 0 8
[2]

Portability 0 0 5 6 0 0 0 1 12
[3] 

Sum 10 18 101 191 20 5 2 6 353
※단위 : 건

Table. 1 A classification of test products by industri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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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품질특성별 정량적 평가지표 분석결과

표 1은 성적서가 발행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ISO/IEC 
25023 표준의 품질특성과 매핑한 결과이다. 각 산업분

류에 기술되어 있는 괄호는 각 산업분야별 시험을 수행

한 제품의 수이며 8가지 품질특성에 매핑한 시험항목 

수는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이식성, 신뢰성, 유지보

수성, 호환성, 사용성, 보안성 순으로 집계되었다.
위의 산업분류별 시험항목 수를 보면 기능적합성 관

련 시험항목 수가 전체 시험항목 수의 약 59%, 성능효

율성 관련 시험항목 수가 약 31%로 두 가지 품질특성 관

련 시험항목 수가 전체의 약 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의 호환성, 사용

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관련 시험항목 

수는 35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1의 결과를 ISO/IEC 25023의 세부 메트릭별로 상

세히 분석해보면 기능적합성은 총 4개의 메트릭으로 구

성되는데, 기능적합성 품질특성에 분류된 207건의 항목 

전부가 기능정확성 메트릭 하나에만 해당되었고, 나머

지 3개의 메트릭에 적합한 정량적 평가지표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성능효율성에 해당하는 111건의 정량적 

평가지표는 총 12개의 메트릭 중에서 평균 응답시간 30
건(27%), 평균 반환시간 26건(24%), 평균 처리량 28건
(25%)으로 3개의 메트릭에 84건이 해당되어 약 7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림 6과 같다.

  

Fig. 6 Analysis evaluation index of functional suitability 
and performance efficiency 

그림 7은 신뢰성과 이식성 하위의 세부 메트릭별로 

정량적 평가지표 수를 분석한 결과로서 신뢰성은 총 11
개의 메트릭 중에서 평균 결함통지 시간 1개의 메트릭

이 6건(55%)으로 전체 11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식성은 총 9개의 메트릭 중에서 하드웨어 환경 적응

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환경 적응성 메트릭이 각각 6건
(50%)씩을 차지하였다.

 

Fig. 7 Analysing evaluation index of Reliability and 
portability

그림 8은 유지보수성과 호환성 하위의 세부 메트릭별

로 정량적 평가지표 수를 분석한 결과로서 유지보수성은 

총 13개의 메트릭 중에서 코딩 규칙의 적합성 3건(37%), 
순환복잡도 적정성 5건(63%)이었으며, 호환성은 총 4개
의 메트릭 중에서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충분성 메트릭 2
건(67%), 외부 인터페이스 적정성 메트릭 1건(33%)이었

다. 사용성은 총 22개의 메트릭 중에서 지원언어의 적정

성 메트릭 1건이었으며 보안성은 총 11개의 메트릭 중 

정량적 평가지표가 한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Fig. 8 Analysis evaluation index of maintainability and 
compatibility

8가지의 품질특성 중 기능적합성과 성능효율성은 8
가지로 분류된 모든 산업분류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

한 시험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지원 R&D 사업

의 특성상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 또

는 기능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해야만 사업에 선정될 확

률이 높아지므로 사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새

로운 기술개발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밖에 없

고 정량적 평가지표도 대부분이 R&D 사업 목적에 부합

하는 핵심기술(또는 기능)과 성능을 확인 및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능적합성과 성능효율성을 제외한 6가지 품질특성

의 시험항목 수가 약 10% 정도로 적은 것은 ISO/IEC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1: 7~12, Jan. 2019

12

25023 표준의 품질특성 중 사용성, 유지보수성과 같이 

제품의 핵심 기술(또는 기능) 구현과 관련 없는 품질특

성이 있고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ISO/IEC 
25023표준의 품질특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 비
용과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기능성과 성능효율성을 제

외한 6가지 품질특성을 평가지표로 선정하기에는 애로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정부지원 R&D 사업의 결과물인 소프

트웨어 제품의 품질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2016년~2018년 시험을 수행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ISO/IEC 25023 표준의 8가지 품질

특성과 하위에 있는 부특성, 부특성 하위에 있는 메트릭

에 매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능적합성과 성능효율성 품질특성이 중요한 정량적 

평가지표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호환성, 신뢰성 등의 6
가지 품질특성과 관련한 정량적 평가지표 수가 미미한 

것을 보면 기업들이 정량적 평가지표 선정 시 기능성, 
성능효율성 품질특성과 관련한 평가지표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건/의료, 자동차/조선, 공공/국방 산업분야 등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 분야에서 신뢰성과 보안성 

품질특성 관련 평가지표가 2건으로 미미하였다. 하지

만, 해당 분야의 신뢰성과 보안성 품질특성은 매우 중요

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자동차/조선, 공공/국방 

분야의 정부지원 R&D 사업에서만이라도 신뢰성과 보

안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고 보여 진다.
향후에는 정부지원 R&D 사업을 지원하는 기업이 

ISO/IEC 25023 표준의 기능성, 효율성 이외의 6가지 품

질특성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정량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선정방법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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