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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 the past decade, numerous software managers and engineers have been concerned with measuring 
the size and complexity of software systems. Function point analysis technique is one of the most popular 
software sizing techniques. A reasonable software development plan through cost and time estimation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ful project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project. It is generally 
known that software size measurement is useful for this kind of estimation and the function point analysis 
technique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the oth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technique to 
object-oriented methodology widely used in the software industr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case study on how to apply function point analysis technique to sizing of the software systems 
based on UM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to managers and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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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팅의 초창기에는 전체 컴퓨터 기반 

시스템의 소요비용 중 소프트웨어가 차지하 

는 비용은 극히 일부분 이였다. 하지만 오 

늘날 소프트웨어는 모든 컴퓨터 기반 시스 

템에서 비용과 자원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Roger S.]. 때문에 소 

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의 예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예측 활동은 프로젝트의 초반에 수행 

되어야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은 합 

당한 방법을 통해서 산출된 신뢰성 있는 예 

측 값은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한다 라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계획은 인도될 시스템의 크기에 

대한 예측 값을 강조하는데[Kemerer et al, 
1992], 이는 특정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이 

나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 

력, 자원,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보다 

정확히 결정하기 위함이다. 즉,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예측과 이러한 예측을 기반으로 

한 계획 수립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에 소요되는 자원, 비용 및 일정을 합리 

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Roger SJ, [Norman 
et al, 1997],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의 예측은 소프트웨어의 크기와 복잡도가 

증가할 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특 

히 이들 요소들 중 개발노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Uemura et al, 1999]. 이에 따라 그 

동안 소프트웨어 크기를 중요한 인자로 포 

함하는 상당한 수의 노력모델 들이 제안되 

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LOCQines of 
codes)이다. LOC는 크기지향 소프트웨어 척 

도로서 품질과 생산성 측정치들을 생산된 

소프트웨어 크기를 고려하여 표준화 

(normalize) 시킴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Norman et al, 1997]. 하지만 LOC를 비롯한 

기존의 크기지향 척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측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용되지는 못했다[JON, 1986]. 이것은 기존 

의 많은 소프트웨어 예측모델 들이 LOC나 

KLOC를 핵심 입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 

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존적이며, 설계는 

잘되었지만 길이가 짧은 프로그램의 적용에 

적절치 못하고 비 절차적 언어를 쉽게 수용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Kemerer et al, 1992].
하지만 앞서 언급한 예측의 중요성에 따 

라 사용자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측정하는 표준적 방법으로 기능점수분석 

(Function Point Analysis, 이하 FPA) 이 제안되 

었다[IFPUG, 2000]. 정보시스템의 기능적 크 

기를 측정하는 FPA는 구현을 위해 사용되 

는 특정 언어나 기술에 종속적이지 않다. 

이러한 財의 특징은 논리적 기능단위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의 크기를 기능점수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의 기능적 크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측정된 크기는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 기술 또는 개발 기법과는 상관없는 일 

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기능점수 

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 

을 위해 사용되기 떄문에 개발 프로세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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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이용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는다 

[Uemura et al, 1999]. 그러 나 기 능점수분석 수 

행에 있어서 동일한 조직 내에서 같은 제품 

을 가지고 측정한 기능점수 값이 차이가 발 

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낸다[Kitchenham, 
1997], [Low et al, 1990]

이와는 별도로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 

있어서 많은 패러다임이 제안되었다. 제안 

된 여러 패러다임 중에서 객체지향 개발은 

객체를 사용해서 실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Smalltalk, C++, Java와 같은 객체지향 

언어 같은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의 환경이 

제공되었고, 이외에도 객체지향 개발을 위 

한 다양한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결과적으 

로 현재 객체지향 개발은 산업계에서 폭 넓 

게 사용 되고 있다 [Uehara et al, 1999], 
[Fioravanti et al, 2001]. 하지만 이러한 객체지 

향 기술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사 

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 

발 프로세스의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Basili et al, 1996], 즉,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정 방법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을 사용한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기능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UML을 사용한 객 

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 요구 

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유스케이스 모델을 

수립하는데, 이 유스케이스는 기능점수의 

트랜젝션의 개념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진다. 

이러한 유사점에 기반 하여 지금까지 기능 

점수를 객체지향에 적용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기 

능점수 또는 UML의 표준에서 정의한 개념 

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기능점수분석 

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단 

계가 적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 개발, 

특히 UML을 사용한 개발 프로세스 중 초 

기 단계에서 기능점수분석 수행 방법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기능점수와 

UML의 표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 정제하 

는 작업을 수행한다.

2. 관련연구

2.1 전통적 기능점수 분석

기 능점수는 지 난 70년대에 Allen Arbrecht 
에 의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크기계산, 

예측,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sym91], 기능점수는 사용자 관점으로 문제 

의 크기를 측정하며, 그 원칙은 개발에 소 

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개발 프로세스의 초 

기에 예측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명세에 초 

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기능점수는 구현에 

사용되는 기술에 독립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능점수는 상이한 기술들을 사용한 프로젝 

트들간의 성능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더불 

어 프로젝트 진행 초기에 요구되는 노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기능점수의 계산 과정은 우선 기능점수 

의 유형을 결정한 후 계산 범위와 어플리케 

이션 경계를 식별한다. 그리고 외부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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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형 별로 구분하여 각각 복잡도를 계산 

한 후에 미조정 기능 점수 (unadjusted 
function point), 값 조정 인자, 조정된 기능 

점수(adjusted function point)를 계산한다.〈그 

림 1>은 기능점수의 계산 절차를 나타낸다

〈그림 1> 기능점수 계산과정

2.2 Kamer의 UCP(Use Case Points)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객체지향 접근 

법은 주요한 흐름이며 UML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데 적합하다. 

UML의 여러 모델 중 유스케이스는 시스템 

의 동적인 면을 모델링 하는데 사용된다 

[Basili et al, 1996], 유스케이스 모델은 시스템 

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나타내며 이는 유스 

케이스 모델이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요구 

사항 명세에 따라서 구축되 기 때문에 프로 

젝트 초기에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크 

기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한다.

1993년에 Gustav Kamer는 객제지향방법 

을 통해 개발된 프로젝트의 예측과 크기 계 

산을 위한 "유스케이스 포인트(UCP: Use 
Case Point)”를 제안하였다. 본 방법은 기능 

점수분석과 MK II 기능 점수분석의 확장으로 

서 이들 방법과 동일한 사상, 즉 소프트웨 

어 크기 측정의 기본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기능성에 있다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다 

[Kirsten, 2001].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 측정방법은 기능점수분석 

에서 나타내는 기능적 크기에 기반하고 있 

지는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능점수에 

측정된 크기를 직접적으로 대응시키지 못한 

다 [Fetcke et al, 1997].
실제 UCP는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서 계 

산될 수 있으며 첫번째 단계는 식별된 액터 

와 유스케이스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 

이다. 분류된 액터와 유스케이스는 유형에 

따라 가중인자가 할당되고 이를 계산하여 

비조정 액터 가중치(UAW: unadjusted actor 
weights) 와 비조정 유스케이스 가중치 

(UUCW: unadjusted use case weights)를 산출하 

고 이를 합산하여 비조정 유스케이스 점수 

(UUCP: unadjusted use case point)를 산출한다. 

여기에 기술적 복잡 요소 (Technical
Complexity Factors) 와 환경적 요소

(Environmental Factors)를 이용하여 최종적으 

로 조정 유스케이스 점수(UPC)를 산출한다.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UAW + UUCW = UUCP

TCF = 0.6 + (0.01 *Tfactor)  

EF = 1,4 + (-0.03 * Efactor)

UPC = UUCP * TCF * EF

본 UCP의 문제점은 첫째로 유스케이스 

의 구조나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 

구가 드물다는 것이다[Kirsten, 2001],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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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케이스 모델과 명세의 상세도는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스케이스의 복잡도 

측정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의 신빙성을 감 

소시킬 소지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측정방 

법은 유스케이스 모델에서 나타나는 포함관 

계와 확장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Gustav Kamer가 제시한 유스케이스 점 

수 당 소요 노력 량의 인자들이 실제 프로 

젝트 적용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 한 예로 프로젝트에 참여 인력의 경험 

수준을 나타내는 EF인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요구사항을 통해 산출된 결과값이 업체마다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서예영, 이남용, 

2001].

2.3 Jacobson 방법론을 적용한 기능점수분석

Thomas Fetke는 기능점수분석에 객체지향 

접근방법을 적용시킨 방법을 제안했다. 본 

방법은 Object-oriented jacobson approach, 즉 

OOSE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진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프로 

세스를 지원하는 간결한 규칙의 집합을 바 

탕으로 기능점수 모델에 유스케이스 모델을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본 방법은 국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룹 

(IFPUG)의 즉정 수행 지침 (Counting Practices 
Manual)에서 정의된 표준 기능점수 분석을 

객체지향 개발 프로세스의 분석 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에 적용하여 기능점수를 측정하 

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적용은 

기능점수 분석이 구현에 사용되는 기술에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과 요구사항 모델은 

사용자의 요구에 기반 한 기능적 요구사항 

명세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이것은 기능점수 분석이 객체지 

향 패러 다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 

명하며, 따라서 다른 방법론으로 개발된 소 

프트웨어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 측정 

결과와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 

다 [Fetcke et al, 1998].
본 논문은 OOSE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기능점수를 위한 계산규칙 

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능점수와 OOSE의 

개념과 용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상(mapping) 규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Gustav Kamer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본 방법 또한 유스케이스의 구체적인 상세 

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시된 각 

단계들 중 일부의 항목이 객체지향 개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2.4 Sequence 모델을 이용한 기능점수분석

Uemura는 UML을 사용한 설계명세를 위 

한 비조정 기능점수의 계산에 주안점을 둔 

상세 기능점수 측정 규칙에 관한 연구를 제 

시하였다[Uemura, 1999]. 이를 위해 Uemura 
는 UML에 기반 한 요구사항과 설계 명세 

에 IFPUG 버전의 다섯 단계를 적용시키고, 

데이터 기능 유형을 계산하는 규칙과 트랜 

젝션 기능 유형을 계산하는 규칙을 UML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기능 유형을 계산하는 규칙을 정의 

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객체들을 이 

용하고, 트랜젝션 기능 유형을 계산하는 규 

직을 정의할 때는 요구사항과 설계 명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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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도줄된 시퀀스 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을 이용하였다. 명세에 적용된 기능 

점수분석의 단계는 전통적 기능점수 분석의 

단계와 동일하나 각 단계 마다 적용된 규칙 

은 객체지향의 특성에 맞게 변형되었다. 또 

한 국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룹(IFPUG)의 규 

칙에 따라, 시퀀스 다이어그램 상에서 데이 

터 기능으로 식별된 특정 객체에 의해 교환 

되는 각 메시지를 트랜젝션 기능의 후보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요구사항과 

설계 단계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본 방법은 객체지 

향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일반적 단 

계에 비추어 분석 단계를 누락시키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고려가 아닌 사용자의 관점 

으로 드러난 기능을 식별하는 계산 범위 식 

별 단계에 있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나타 

난 객체의 유형에 의해서 계산 범위를 결정 

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에서 식별 

된 객체들이 여러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 

으며 객체들간의 특수한 관계, 즉 상속과 

집합연관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2.5 기존 연구의 평가

Gustav Kamer가 제안한 방법의 문제점은 

우선 유스케이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 

야 하는지에 관한 기존 연구가 없다는 것이 

다［Kirsten, 2001］,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스케이스 모델의 추상화 정도나 유스케이 

스 명세의 상세도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점은 유스케이스의 측정을 어 

렵게 한다［John］. 또 다른 문제점은 유스케 

이스 모델의 포함, 확장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Fetcke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은 Gustav 
Kamer의 문제점과 유사하다. 즉 Fetcke가 제 

안한 각 단계에서는 요구되는 모델과 그 문 

서들의 상세도를 단순히，비교적 높은 수준， 

이라고 명시하였을 뿐 추상화 정도와 상세 

도에 대한 제약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데이터 요소의 유 

형을 결정하고 이를 계산하는 단계의 제안 

은 객체지향개념과 전통적 기능점수 방법을 

충실히 사상 시킨 반면 트랜젝션 요소의 유 

형 결정과 계산에 대해서는 객체지향개념의 

고려가 거의 없으며 단순히 국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룹 (IFPUG) 의 측정 수행 지침 

(Counting Practice Manual)의 참조만을 지시하 

고 있다. 이것은 Fetcke의 연구가 구축하고 

자 하는 시스템의 정적인 부분만을 고려했 

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emura의 연구가 가지는 문 

제점은 우선 연구의 적용범위를 객체지향 

프로세스 중 요구사항과 설계 단계로 상정 

한 반면,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는 유스케이 

스 모델에 대한 논의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 UML이 개발 프로세스에 독립적［Basili, 
1996］이기는 하지만 UML을 적용한 객체지 

향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 

스케이스 모델을 누락시킨 것은 논의가 여 

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Uemura가 제 

안한 단계 중 데이터 요소의 유형을 결정하 

고 계산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 

있다. 또한 트랜젝션 유형 결정을 위해 제 

안된 패턴이 전통적 기능점수 분석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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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사항을 중실히 이행하지 못한 문제 

점을 갖고 있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기능점수 

분석의 표준인 국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룹 

(IFPUG)의 즉정 수행 지침 (Counting Practice 
Manual)과 OMG에서 객체 지향 분석설계의 

표준으로 제시한 통합 모델링 언어인 UML 
을 기반으로 하여 UML을 적용한 객체지향 

개발에 적용 가능한 기능점수 계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시되는 모델의 각 단계 

는 국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룹(IFPUG)의 측 

정 수행 지침 (Counting Practice Manual) 에서 

정의된 기능점수분석 단계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정의된 세부규칙과 개 

념을 이에 상응하는 객체지향 패러다임과 

UML 개념으로 사상 시킨 후 계산을 수행 

한다. 이에 따라 제시되는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특징 1)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능 

점수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 각 모델의 

개념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사상 

(mapping)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특징 2) 기능점수분석에 적용되는 UML의 

구성요소 들의 상세화 정도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측정 단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측 

정 결과의 신빙성을 높인다.

특징 3)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 

스와 기능점수분석의 적용 단계 간의 적절 

한 사상을 수립하여 적용을 용이롭게 한다.

3.1 제안 방법의 절차

단계1: 기능 점수 계산 유형의 결정

첫번째 단계는 국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 

룹 (IFPUG) 의 측정 수행 지침 (Counting 
Practice Manual)에 정의된 것과 같이 기능점 

수의 계산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능점 

수의 계산은 프로젝트나 어플리케이션 모두 

에 적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모델 또한 그 적용범위가 동일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은 기 

능점수 계산의 대상은 반드시 UML로 모델 

링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산출물이 작성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2: 계산 범위와 어플리케이션 바운더 

리 (boundary) 의 식 별

계산 범위는 실제 기능점수계산에 포함 

되는 기능성을 규정하는 것이며 어플리케이 

션 경계는 사용자와 측정되는 소프트웨어 

간의 경계(border)를 의미한다. 이러한 계산 

범위와 어플리케이션의 경계는 그 목적에 

의해서 정해지며 그 목적은 사용자의 관점 

에 따라서 정해진다. 즉 계산 범위와 어플 

리케이션의 경계는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과 외부 어플리케이션 또는 도 

메인 간의 구분을 나타낸다 [Fetcke, 1998], 
UML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은 액터(actor)와 

시스템 바운더리(system boundary)에 의해서 

나타난다. 액터는 시스템 바깥에 위치하며 

쓰임새와 교류할 때 유스케이스 사용자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나타낸다. 시스템 바운더 

리는 유스케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경계 

를 정 의 한다[Frank et al, 2001]. 특히 바운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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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는 유스케이스 또한 사용자의 관 

점에서 요구되는 행동, 즉 기능성만을 나타 

낼 뿐, 그 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규정하 

지는 않는다.

기능점수의 경계가 기술적인 고려가 아 

닌 사용자의 관점에 기반 하여 결정된다는 

특징은 앞서 언급한대로 UML의 액터, 유스 

케이스, 바운더리 등의 요소로 구성되는 유 

스케이스 모델과 개념적 유사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단계의 수행은 유스케이스 모델 

의 구축을 통해서 완료될 수 있다. 하지만 

개념적 유사성이 완벽한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UML에서의 액터는 앞서 정의한 

것과 같이 유스케이스와 교류하는 사용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사람이나 하드 

웨어 장비, 또는 다른 시스템을 나타낸다 

[Basili et al, 1996]. 1FPUG의 사용자(user)의 정 

의는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 하거나 의사소 

통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낸다 

[IFPUG, 2000], 두 표준이 나타내는 액터 

(actor)와 사용자(user)의 개념이 약간의 차이 

를 갖기 때문에 액터를 기능점수분석의 사 

용자에 직접 사상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상의 액터 중 유스케이 

스에 행동을 요청하는 것, 즉 연관관계의 

시작점을 갖는 액터를 기능점수분석의 사용 

자와 동일하게 상정한다. 이것은 유스케이 

스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능동적 역할을 수 

행하는 액터를 의미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유스케이스가 수행하는 행위에 있어서 필요 

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런 경우의 액터는 사용자의 개념이 아닌 참 

조 데이터로서 간주한다. 또 UML의 시스템 

바운더리(system boundary)의 개념은 기능점 

수분석의 바운더리의 개념과 큰 차이점을 

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용자와 측정되 

는 소프트웨어 간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기 

능점수의 바운더리와는 달리 UML의 시스 

템 바운더리는 유스케이스 또는 유스케이스 

패키지 (package)로 구성된다.

단계3: 데이터 기능의 계산

유형의 결정

본 단계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기능을 식별하고 이를 계산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우선 국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 

룹 (IFPUG) 의 측정 수행 지침 (Counting 
Practice Manual)은 데이터 기능이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내외부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성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그 유형을 내부논리파일(ILF) 
과 외부논리파일(EIF)로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사용되는 파일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개념이나 데이터의 물리적 구 

현에서 언급되는 것이 아닌 논리적으로 연 

관성을 가지는 데이터의 그룹을 의미한다 

[IFPUG, 2000], UML에서 이러한 기능점수분 

석에서 사용되는 파일에 대응하는 것은 객 

체 흑은 클래스 라고 할 수 있다[Fetcke, 
1998]. 하지만 데이터와 데이터를 조작하는 

처리작업을 동시에 가지는 클래스의 특징 

[Roger]과 추상화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하 

게 나타나는 클래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클래스와 파일의 일대일 사상은 무리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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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클래스 중 파 

일에 상응하는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 

한다.

이러한 것은 Fetke가 자신의 논문에서 

사용한 Jacobson의 도메인 객체 모델로 식별 

된 클래스 중 엔티티 객체(entity object)와 같 

은 것이 있다. 또한 RUP의 비즈니스 모델링 

(Business Modeling) 단계에서 구축되는 비즈 

니스 오브젝트 모델 상의 비즈니스 엔티티 

가 본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비즈니 

스 타입 모델이 있다. 비즈니스 타입 모델 

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 

되어야 할 구체적인 비즈니스 정보를 포함 

하는 모델이다［Chessman200이.

위에 제시한 모델들을 통하여 후보 객체 

를 식별한 후에는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 

다. 유형의 결정은 국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룹 (IFPUG) 의 측정 수행 지침 (Counting 
Practice Manual)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를 따 

른다.

복잡도의 계산

식별된 객체들의 유형이 결정되었으면 

객체들의 복잡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국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룹(IFPUG)의 측정 수행 

지 침 (Counting Practice Manual)은 복잡도 계산 

을 위해서 데이터 요소 타입(DET)와 레코드 

요소 타입(RET)의 수를 식별할 것을 지시한 

다. 따라서 우리는 본 단계에서 DET와 RET, 
그리고 제시된 세부규칙에 대응하는 UML 
의 요소들을 식별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요소 타입은 사용자가 인식 가능 

하고 유일하며, 반복되지 않는 필드나 속성 

을 정의하는 것이며 이것은 클래스의 속성 

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Uemura, 1999］, 그 

리고 레코드 요소 타입은 ILF나 EIF 내에 

포함된 데이터 요소들로 사용자가 인식 가 

능한 서브 그룹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식별 

된 후보 객체들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객 

체들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관계에 기반 

한 계산 규칙은 다음과 같다.

a. 식별된 각 후보 클래스의 속성을 하 

나의 DET로 계산한다.

b. 클래스 간 l:n 관계 당 n쪽의 클래스 

에 하나의 DET를 추가한다.

c. 집합연관(aggregation) 혹은 복합연관 

(composition) 관계에 있는 객체의 수 

를 주 클래스에 각각 하나의 RET로 

계산한다.

d. 집합연관(aggregation) 혹은 복합연관 

(composition) 관계에 있는 객체의 각 

속성을 주 클래스에 하나의 DET로 

추가한다.

e. 상속 관계에 있어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외의 클래스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 자식 클래스의 각 

속성을 부모 클래스에 하나의 DET로 

추가하고, 자식 클래스의 수를 부모 

클래스에 RET로 계산한다.

f. 상속 관계에 있어서 부모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인 경우 자식 클래스의 

RET로 계산한다.

g. 별도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클래스는 

하나의 RET로 계산한다.

h. 액터(actor) 중 기능점수분석의 사용 

자(user)로서 사상 되지 않은 것 중 



182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7권 제2호

유스케이스에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 

을 각각 DET로 계산한다.

단계 4: 트랜젝션 기능의 계산

유형의 결정

본 단계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트랜젝 

션 기능을 식별하고 이를 계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우선 국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룹 (IFPUG) 의 측정 수행 지침 (Counting 
Practice Manual)은 트랜젝션 기능을 어플리 

케이션이 사용자에게 데이터 처리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유 

형을 외부입력(EI)과 외부출력(E0) 그리고 

외부질의(EQ)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 

용되는 '외부，라는 개념은 단계 2에서 정의 

한 바운더리의 바깥쪽을 나타내며, 측정하 

고자 하는 시스템과 연관을 갖는 사용자 

(user)를 의미한다. 또한 트랜젝션의 세가지 

유형 모두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가장 작 

은 작업 단위로 독립적인 단위로 정의되어 

있다.

UML에서 이러한 기능점수분석에서 사- 

용되는 트랜젝션 기능에 대응하는 것은 바 

운더리에 포함되는 유스케이스 라고 할 수 

있다. 유스케이스는 시스템 바깥에 있는 것 

과 시스템 간 교류를 나타내는 순차 

(sequence)들의 모임을 설명한다[Booch, 1998]. 
즉 유스케이스는 하나의 순차가 아닌 여러 

개의 순차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용되는 순차라는 개념은 하나 이상의 트 

랜젝션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점수계산을 위해서는 각 유스케이스 내 

에서 트랜젝션을 식별해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문서 혹은 모델은 유 

스케이스의 행동을 정형적인 방법으로 명세 

한 유스케이스 명세서와 이것에 의거하여 

작성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하지만 단 한번에 완벽한 유스케이스 모 

델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Armour, 2001]. 유 

스케이스 모델은 복잡한 실세계를 표현하며 

반복적으로 개발된다. 유스케이스는 요구사 

항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정보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요구사항 분석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명세의 상세도를 높이면서 다양한 추상화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Frank Armour는 이러한 명세의 상세도에 

따라 유스케이스 명세를 시스템의 개념적 

설명을 제공하는 초기 유스케이스 명세 

(Initial use case description), 이를 좀 더 자세 

하게 서술한 기본 유스케이스 명세(Base use 
case description), 정련 유스케이스 모델 

(Elaborated use case description), 세가지 단계 

로 정의 했다[Armour, 2001]. 기본 유스케이스 

모델은 유스케이스의 경로와 이상적인 행위 

에 주안점을 두며, 예외 흐름이나 대안흐름 

은 기술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명세의 

상세도를 기본 유스케이스 명세에 맞추며, 

추가적으로 예외흐름과 대안흐름의 발생 조 

건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는 제안된 요건사항을 충족시키 

는 유스케이스 명세와 이에 기반 하여 작성 

되어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여 각 

트랜젝션의 유형을 식별해내야 한다. 본 단 

계에 사용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단계 2 
와 3에서■ 식별된 액터와 객체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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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객체가 추출될 경우 

단계 2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룹(IFPUG)의 측 

정 수행 지침 (Counting Practice Manual)에 정 

의된 트랜젝션의 각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외부 입력(EI)은 어플리케이션 안으로 들어 

오는 데이터 혹은 제어 정보의 처리를 나타 

내며, 외부 질의(EQ)는 데이터 혹은 제어 

정보의 검색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밖으로 

결과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 

막 유형인 외부 출력(E0)은 프로세싱 로직 

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밖으로 보내는 것을 나타낸다. 외부 출력은 

수학식이나 계산과 같은 로직을 최소한 하 

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외 

부 입력이나 외부 출력과는 달리 외부 질의 

는 수학식이나 계산과 같은 로직을 포함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 

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트랜젝션 

유형 결정의 규칙을 제안한다.

시퀀스 다이어그램 상에서 시작점을 액 

터로 하는 메시지 전달 과정이 중단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서 제어초점 (focus of 
control) 별로 그룹화 되는 것을 하나의 트랜 

젝션으로 결정한다

•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주어진 인자를 대

응하는 객체의 변수에 삽입하는 수정자 

(modifier) 는 외부 입력 (EI) 이 다.

• 객체의 변수값을 읽어오는 접근자

(accessor) 는 외부 질의 (EQ) 이 다.

• 객체의 변수값이나 전달된 인자를 가지고

하나 이상의 연산을 수행하거나 비즈니 

스 로직을 수행하여 새로운 값을 반환하

는 것은 외부출력(E0)이다.

복잡도의 계산

식별된 트랜젝션의 유형이 결정되었으면 

트랜젝션의 복잡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국 

제 기능점수 사용자 그룹(IFPUG)의 측정 수 

행 지침 (Counting Practice Manual)은 복잡도 

계산을 위해서 데이터 요소 타입(DET)과 참 

조 파일 타입(FTR)의 수를 식별할 것을 지 

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본 단계에서 DET와 

FTR, 그리고 제시된 세부규칙에 대응하는 

UML의 요소들을 식별하여 계산을 수행한 

다.

데이터 요소 타입은 사용자가 인식 가능 

하고 유일하며, 반복되지 않는 필드나 속성 

을 정의하는 것이며 이것은 객체의 속성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Uemura, 1999], 그리 

고 참조 파일 타입은 트랜젝션에 의해 유지 

되거나 읽히는 파일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식별된 트랜젝션 내에 포함된 객체들에 대 

응한다. 이러한 대응관계에 기반 한 계산 

규칙은 다음과 같다.

•외부 입력(EI)의 경우 트랜젝션 내에서 액 

터로부터 전달되는 메소드에 정의된 인 

자의 총 합을 DET로 한다.

•외부 질의(EQ)의 경우 트랜젝션 내에서 

액터로부터 전달되는 메소드의 인자의 

수와 질의결과로 반환되는 데이터 항목 

수의 총합을 DET로 한다.

• 외부 출력(EO)의 경우 트랜젝션 내에서 

액터로부터 전달되는 메소드의 인자의 

수와 반환되는 데이터 항목의 수의 총합 

을 DET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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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젝션의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메

시지를 범주로 구분하여 하나의 범주를 

하나의 DET로 계산한다.

• 각 트랜젝션에 관련되는 모든 객체를 각

각 하나의 FTR로 계산한다.

단계 5: 유스케이스 포인트의 계산

단계 4까지의 과정은 국제 기능점수 사 

용자 그룹 (IFPUG) 의 측정 수행 지침 

(Counting Practice Manual)에 정의된 단계를 

따라 대응되는 UML의 요소들을 식별하여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정의된 단계를 

통해서 UML을 적용한 객체지향 시스템의 

미조정 기능점수를 추출할 수 있다. 전통적 

인 기능점수분석에 있어서는 추출된 미조정 

기능점수와 값 조정인자를 통해서 전체 시 

스템의 조정기능점수를 식별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시스템의 기능을 표 

현하는 각 유스케이스의 기능점수를 측정하 

는 것올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유 

스케이스의 특성 상 측정된 기능점수에서 

직접 유스케이스 당 기능점수를 측정할 수 

없다.

유스케이스는 개발 중인 시스템이 수행 

해야 할 기능을 나타낸다. 이 유스케이스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객 

체가 요구된다. UML에서 이러한 관계를 도 

식화하는 것이 협력 (collaboration)이며, 유스 

케이스와 협력은 실체화(realization) 관계를 

가진다. 즉, 유스케이스 모델의 유스케이스 

들은 협력으로 추적되며 협력은 협력을 수 

행하기 위한 클래스들의 집합으로 추적된다. 

그러나 하나의 클래스는 다수의 협력에 참 

여할 수 있다. 때문에 유스케이스 당 기능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유스케이스의 

실현을 위해서 요구되는 객체와 유스케이스 

간 중복되는 객체를 식별하는 단계를 수행 

해야 한다.

4.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재무회계 시스템의 일부에 적용해보고, 이 

를 바탕으로 제안된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 

해본다.

4.1 실험

재무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요구사항 분석단계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다. 제안된 방법의 각 

단계별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본 사례는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 

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점수 

계산유형은，개발프로젝트，이다.

단계2. 본 단계의 수행은 산출물 중 유스케 

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완료될 수 있다. 

〈그림 2＞는 산출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을 나타내고 있다. 본 사례의 경우 모든 액 

터가 유스케이스에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나타난 모든 액터는 전통 

적 기능점수의 사용자와 일치하며, 계산 범 

위는 다이어그램 상의 모든 유스케이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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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단계3. 데이터 기능을 계산을 수행해야 하 

는 본 단계를 위해서는 식별된 클래스가 요 

구 되며, 이를 위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본 단계에서 사용된 클래스는 시 

스템이 관리해야 할 데이터를 나타내는 엔 

티티 클래 스이다. 다음의〈그림 3＞은 본 

사례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며,〈표 

1＞은 식별된 클래스를 바탕으로 유형을 결 

정하고 복잡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단계4. 본 단계에서는 트랜젝션 기능을 계 

산 하기 위하여 산출물 중 유스케이스 다이 

어卫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그림 4＞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표 2＞는 각 유스케이스가 가지는 트랜젝션 

의 값을 나타낸다.

단계5. 본 단계는 앞서 계산된 각 계산 값 

을 통하여 각 유스케이스의 기능점수를 산 

출하는 단계이다. 단계3에서 계산된 각 클 

래스의 결과값은 유스케이스에 중복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스케이스 당 사 

용되는 각 클래스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 

로 유스케이스 당 결과값을 계산한다.

＜그림 3＞ 클래스 다이어그램

＜표 1＞ 클래스의 유형과 복잡도

class \ rule DET RET type
User 5 1 LowILF

Accountitem 8 1 LowILF
Ledger 5 1 LowILF

Assitantltem 4 1 LowILF
Jounal 11 2 LowILF

JounalDetail 5 1 LowILF
Closing 4 1 LowILF

〈표 3＞은 유스케이스 별로 사용된 클래 

스를 식별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스케이스 

별 미조정점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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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스케이스 당 트랜젝션 유형과 복 

잡도

.MomnumMciu
质 BQ EO Det m g

Login 1 3 1 L
Resister user 1 1 6 1 L
Delete user 1 1 4 1 L

Modify user's 

PW
1 1 4 1

L

Access approval 1 3 4 A
Cancel approval 1 3 4 A
Register account 1 1 8 1 L

Delete account 1 1 3 1 L
Modify account 1 1 7 1 L

Create bill 1 3 1 20 4 H
Modify bill 1 1 8 3 H
Delete bill 1 1 4 3 A
Apply for 

approval
1 1 3 2

L

Cancel 專）plied 

approval
1 1 4 2

L

L: low, A : average, H : high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UML을 기저 

로 한 객체지향개발을 통해 구축된 모델에 

기능점수분석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본 제안은 구현 언어나 기술에 종속적이 

지 않은 기능점수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였고, 

기능점수분석의 표준인 국제 기능점수 사용 

자 그룹(IFPUG)의 즉정 수행 지침(Counting 
Practice Manual)과 OMG의 UML1.4를 충실히 

따랐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은 기능점수분석 

을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중명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유스케이스 모델을 비롯한 객체지향 

프로세스의 초기에 구축되는 모델들을 통해 

서 기능점수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규모 측정 

을 비교적 프로젝트 초기에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초기에 규 

모를 예측하는 것은 인력투입, 비용 산정 등 

과 같은 중요한 지표를 수립하는데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보다 체계 

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의 단점은 우선 제안된 방 

법을 통해서 산출된 값이 미조정기능점수라는 

점이다. 미조정기능점수는 프로젝트의 특성이 

나 환경을 나타내는 조정인자 값과의 연산을 

통해서 조정기능점수를 산출하는데,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조정인자 값에 관한 연구는 수 

행치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는 본 논 

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통해서 여러 사례연구 

를 수행하여 현실적인 조정인자 값을 도출하 

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능점수 산출을 

통한 규모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UML기반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규모측정을 위한 기능점수분석기법의 응용에 관한 연구 187

〈표 3> 유스케이스 별 사용클래스

Use Case

\ Class
Uy

Aecoimt-

Item
Lodger

Assitna*  

litem
Jounal

Jounab

Detail
Closing CUAP TUAP TTUAP

Login 7 3 10

Register 

user
7 6 13

Delete user 7 6 13

Modify 

user's PW
7 6 13

Access 

approval
28 5 33

Cancel 

approval
28 5 33

Register 

account
7 7 14

Delete 

account
7 7 14

Modify 

account
7 6 13

Create bill 28 33 61

Modify bill 21 13 34

Delete bill 21 9 30

Apply for 

approval

14 6 20

Cancel 

applied 

approval

14 6 20

CUAP(Class Unadjusted Point), TUAP(Transaction Unadjusted Point), TTAP(ToTal Unadjuste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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