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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 환경들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영향으로 인하여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지능화, 센싱 기술 등이 있다.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정책으로 꾸준히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은 발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육성과 관련한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지
만 또한 부정적인 내용도 나타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복제 문제, 진척도 문제등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양적
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문제들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발 진척
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기반으로 한 좀 더 객관성을 지닌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물인터넷, 지능,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Abstract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in which we live are changing from time to time due to the
influence of ICT. At the heart of this change is not only the industrial sector, but it appears in most 
areas of everyday life. At the cen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software, 
intelligence, and sensing technology.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re promoting policies
to foster various software, and with these policies, the software-related industry is steadily developing.
There are positive aspects about software development, but also negative ones. The problems of 
duplication and progress due to software development have been increasing as the software industry has
increased in quantity. In this study, we proposed a more objective method based on software 
engineering as a solution to problems when problems related to development progress occurred during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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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
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현재 사회 및 산업 구조는 기계 중심적
인 구조에서 센싱, 지능적인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핵심 기술은 센
싱 기반의 사물인터넷 기술, 지능적인 기술, 5세대 통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기술적인 면에는 전자
적인 요소들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고 있는 ICT 
기반의 산업들이 전체 산업의 견인 역할을 하면서 내수 
및 수출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소
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소프트
웨어 육성 프로그램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대학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해오고 있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대학 및 산업계에 대한 지원
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입장에서는 미래 사회를 위한 먹거리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부
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
의 일부분이다[1-5].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
프트웨어 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한다. 따라서 일부 기업
들에서는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
을 투자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
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상황들이 소프트웨어 보호로 나
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재
정, 노력들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지
만 일부 기업들에서는 시간 및 재정 투자등의 노력 없이 
기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가 발생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
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학적 측면을 기본으로 
하는 객관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진척도를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진척 문제와 연관된 내용
들의 상황 및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폭포수 모델에 대

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폭포수 모델을 기반하는 소프
트웨어 개발 진척도 개선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
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기술하였다. 

2.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및 관련 문제

2.1 소프트웨어 개발 전주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주기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를 다루는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기본으로 이용된다. 소프트웨어 공학
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용, 유지보수 등의 생명 주기 전
반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서 관련한 의미 해석들
이 다양하다[6-9].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 주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행해지는 
전체 과정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전체 과정을 통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내용 및 과정들을 이해하
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 중 
가장 보편화된 모델이 폭포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폭포수 모델은 순차적으로 개발 과정이 이루어지는 모
델로서 순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전주기라 한다[1-3]. 
개발 주기 과정이 요구사항 분석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소
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구현, 소프트웨어 테스트(시
험), 소프트웨어 통합단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단계로 
마무리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폭포수 모델의 기본은 소프
트웨어 전 주기에서 행해지는 과정들이 100% 순차적인 
구조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
계 과정이 수행되게 된다. 폭포수 모델이 다른 모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피드백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100% 순차적인 구조라는 점이다. 아래 그림 1은 전형적
인 폭포수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Waterfal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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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은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각자
의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문서화하고 있다. 물론 기업
마다 조금씩의 변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
발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문서화된 개발 주기를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진척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 될 시에 폭
포수 모델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공학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진척도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개발 전주기 관련 판단 문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

여 왔다.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에 대한 복제 여부와 
관련한 문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들 간의 개발 진척도와 관련한 문제, 소프트웨어 개발 비
용의 적정성 문제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개발 의뢰 기업과 개발사간의 개발 진척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성을 향상하면서 소프트웨어 공
학 기반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문제에 대한 판단의 특성은 크
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로 인하여 개발 주기에 대한 
판단 방법도 다양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개발 프로세스
에 대한 진척도 혹은 완성도등에 대한 판별에 대한 문제 
제기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
여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와 관련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판단 유무를 수행하는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고려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항목 설정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각 기업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주기 내용이 
다양하므로 이에 따른 평가 항목들이 다양하게 나타남으
로서 표준화된 안으로의 수행이 어려워진다. 또한 항목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
이 있어야 한다. 일례로 개발 주기에서의 각 단계별로 이
루어지는 소요기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개발 주기 안에 
각 단계별로 소요기간이 기술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평가 요소들에 대한 객관
적인 가중치 산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준비, 
혹은 확보되어야 한다.

3. 소프트웨어 공학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진척 판단 방안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주기와 관련한 사례들에서 
나타난 개선점 및 위에서 기술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와 관련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수행 프로세스는 4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다음 그림 
2와 같다. 

[Fig. 2] Software Development Progress Judgement 
Procedure

가장 먼저 수행되는 내용은 평가 항목 도출 단계이다. 
현재 다루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전체 과정속에서 단계
적으로 추진되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단계별 과
정 및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과물은 다음 표 1과 
같다. 개발 주기와 관련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항
목들은 아래 표에 기술되어 있는 각 단계별 산출물들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이므로 객관성있는 평가 항목들
로 사용될 수 있다. 

Step Name Output

1 Basic design Basic Design report

2 Detailed design Detailed design report

3 Program design Program design report

4 Implementation Source program

5 Testing (unit, integration) Test result report

6 Maintenance Operation plan report

<Table 1> Development Process Steps and Outputs

다음으로 2번째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부분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인 계약서에 첨부된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나 혹은 ‘개발계획 명세서’등과 같은 문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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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문건들에는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따른 각 단계별 작업 수행을 위한 개발 소요
기간 및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결
정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함으로서 문제를 판단하
는데 개입될 수 있는 주관적인 사항들을 예방함으로서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먼저 가중치 산정을 위해 소요 기간(투입 시간)을 기
반으로 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간  합의된 문
건인 계약서등에 프로그램 개발 기간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각 단계별 개발 소요기
간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치를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식은 아래 식(1)과 같다.

 


 






 

여기서 Wi는 i번째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하
며, Ti는 i번째 평가항목의 개발 소요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n은 평가항목의 개수를 의미한다. 식 1의 의미는 프
로그램 개발에 따른 전체 소요기간에서 각 항목에 해당
하는 기능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투입 인력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가중치 산
정 방안은 아래 식(2)로 산정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
된 문건인 계약서등에 프로그램 개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능별 투입인력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반
영한 가중치 산출은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여기서 Wi는 i번째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하
며, Ii는 i번째 평가항목의 투입 인력을 의미한다. 또한 n
은 평가항목의 개수를 의미한다. 식(2)의 의미는 프로그
램 개발에 따른 전체 투입인력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능을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
미한다.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진척도를 계산하고자 하면 각 항목에 대해 중요도
를 부여할 때 주관성이 배제된 객관적인 자료로부터 중
요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시 
간단한 작업들에 대해서는 소요 기간 및 투입인력이 상
대적으로 적으며, 대부분이 중급이하의 인력에서 행해진
다. 반면에 중요하거나 복잡한 기능에 대해서는 소요기간 
및 고급인력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각 단
계에서 나타나는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 인력이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투입인력에 대한 전문성은 보통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
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초급인력의 중요
도는 1, 중급인력은 2, 고급인력은 3으로 인력의 전문성
에 따라 중요도를 달리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력의 
전문성에 따른 중요도 격차의 적정성은 좀 더 많은 논의
가 필요해 보인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한 
가지 방안으로는 아래 표 2와 같다. 

<Table 2> Importance by Input Manpower

Classification of input 
personnel Importance Remarks

Beginner 1
The importanc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expertise of the 
input manpower needs to be 
discussed.

Middle class 2

Advanced class 3

3단계로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작업의 진척도를 판단
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가급적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진척도를 산출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방안을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설계 항목에 대한 진척도 평가는 각 시스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된 
요구분석서 혹은 기본 설계서의 자료로 이용하며 개발 
시스템이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및 네트워크 구성도, 필
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여 진척도를 산출한다. 상세설계 단계에 대한 진척도는 
계획서상의 데이터베이스 개수와 실제 이루어진 DB 설
계서상의 DB 테이블 개수를 비교하여 수행한다. 또한 계
획서상의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개수
와 실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설계서 및 소스 코드 등의 
개수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구현 단계에 대한 진척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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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시스템에서 포함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개수와 실제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 개발된 소스코드 개수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및 운영과 관련한 진척도는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사용자측면에서 활용가능한지에 대
해 테스트 작업의 유, 무로 판단하며, 실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이 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산
출한다.

본 연구의 내용이 기존의 방법과 다른 주요 특징은 다
음과 같다. 기존의 방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계별 투입 시간 및 인력을 고려함 없이 각 단
계의 중요도가 결정되었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로서 이전의 
방법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있을 것이다. 

4. 결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강조되면서 더욱 관심을 갖는 
분야가 정보통신 관련 산업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산업 중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 관련 산업들은 좀 더 전문성을 
지니며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
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 및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복제 혹은 도용하여 
사업을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진척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좀 더 객관성이 내포된 소프트웨
어 공학 관점을 이용한 개발 진척도 문제 해결 방안에 대
해 기술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애서 다루어지
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점점 다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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