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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기업과 정부는 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확보를 해 지속 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 규모를 측정하고 비용을 측하는 일이 

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략계획 단계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규모를 합리 으

로 측정하기 하여 기능 수를 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정보 략계획의 산출물로부터 

로젝트 종류를 식별하고, 기능 수 산출 범 와 경계를 정의한 후,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으로 나 어 기능 수를 계산한다. 특히, 정보 략계획 단계에서 불명확한 기능 수의 

복잡도 계산을 하기 하여 간이기능 수를 활용한다. 합리 인 정보시스템 규모 측은 투입 

공수와 사업 가를 결정함으로써 성공 인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거름이 될 것이다.

ABSTRACT

Many companies and governments perform information technology (IT) projections 

repeatedly for higher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Moreover, as the sizes of IT 

projects increase, the manpower and cost estimation of the projects are getting more 

important. In this research, we present a size estimation method of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projects on the basis of the function point method at the stage of in-

formation strategy planning(ISP), and illustrate the size calculation of an example IT 

project. According to the method, we first identify the types of projects, the scope and 

boundaries of size estimation, then count data and transaction functions from the artifacts 

of the ISP project. The unadjusted function points are adjusted to function point by the 

table of the Early Function Point. The way of calculating the sizes of IT projects will 

support successful IT projects by estimating reasonable manpower and cost for th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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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  사업이 증가하고 그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  등의 

정보화 기획 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 도입  

운 에 한 산을 산정하고 집행하는 데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화사업의 비용

과 규모를 정확히 측하기 해서는 정보화

사업의 규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악하고 

합리 인 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보화사업

의 인력과 산 투입은 정보시스템의 납기, 

품질, 생산성 등에 결정 인 향을 미치므로

[9, 14], 수발주 기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규모 측과 산 산출 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보 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ISP)의 산출물로부터 정보화사업

의 특성과 범 를 규정하고 기능 수를 측정

하여 개발 소 트웨어 규모를 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 략계획은 경 상에서 정

보기술의 역할과 상을 악하여 투자 방향

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정보 략계획

은 용 기간  상에 따라서 다양한 목

과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 정보 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행 기간, 투입 인원, 

투자 비용  수행 목  등에 따라서 략정

보계획만 수립하고 구 계획을 수립하지 않

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정보 략계획에서 

구 계획까지 수행된 경우, 그 구 계획 산출

물의 기능  데이터 목록을 바탕으로 정보

시스템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을 가정한다.

정보시스템 개발  운  사업의 소 트웨어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개발  운 에 투입

되는 공수(man-month)를 측하고 사업 

가를 측정하기 하여 주로 활용된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정보 략계획 단계에서 정

보시스템 개발 규모를 측하는 과정은 기능

수를 통하여 보다 합리 인 정보화 사업 

가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련 연구

2.1 정보 략계획

정보화 략계획(ISP)의 시작은 IBM에서 정

보시스템이 기업 략을 효과 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한 BSP(Business System Planning)

라는 방법론을 개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

다. ISP는 조직내의 략  정보요구를 식별

하여 업무활동과 이에 한 자료 역을 기술

하고, 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고, 정보

시스템 개발을 한 통합된 임워크를 제

공하며, 이에 한 구 을 한 정보기술(IT)

을 활용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 인 근활동이다. 

일 된 ISP 품질을 유지하고 효과 인 커뮤

니 이션이 가능하게 하며 경험의 축 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하여 다양한 ISP 수립 방법

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ISP 수립방법론들은 세부 인 수행 차의 차

이는 있으나 반 인 ISP 수립 차는 <그림 1>

과 같이 크게 6단계로 구성된다. 먼 , 환경

분석을 통해 조직의 장래상, 경 략, 핵심

성공요소, 정보화 략 등을 악한다. 환경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업방향은 업무  정

보시스템 분석의 기 이 되며 개선모델의 방

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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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SP 수립 차 

다음으로, 업무분석을 통하여 주요 안  

개선기회를 악하여 안을 해결하고 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출된 과제별로 

개선모델을 수립한다. 한편, 재 운  인 

정보시스템 분석을 수행하는데, 기능 , 기술

 품질을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악한 후, 

정보아키텍처 설계 모델을 수립한다. 최종

으로 개선모델을 실제로 구 하기 한 이행

과제들을 정의하고, 이행과제별 험요소, 투

자 비효과 등을 악하여 우선순 를 설정

한 다음 성공 인 이행을 한 이행조직 구

성, 변화 리 방안 등을 수립하여 종합 인 

이행계획을 완성한다. 

2.2 소 트웨어 규모 측정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체 사업비

용을 크게 소 트웨어 개발비와 장비 도입비

로 구분할 수 있다. 장비 도입비는 하드웨어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쉽게 측할 수 있으

나, 소 트웨어 개발비는 요구사항의 불확실

성과 모호성, 소 트웨어 생산성 측정의 어려

움, 과거 데이터의 부족, 신기술  개발환경 

의존성 등으로 인해 측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 으로 소 트웨어 개발비용을 측하

기 해서는 먼  개발하고자 하는 소 트웨

어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 규모로부터 비용을 

추정하게 된다. 소 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

기 하여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로그램 

라인수(line of code：LOC) 방식과 기능 수

법(function point：FP)이 있다. 우리 나라에

서는 소 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사업의 

규모 산정에 주로 LOC 방식을 사용해 왔으

나, LOC 방식은 개발자 심 이고 사 에 

측이 어려우며 개발환경에 향을 많이 받

기 때문에 기능 수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

도가 많으며[6], 본 연구에서도 소 트웨어 

개발 비용을 측하는 데 기능 수법을 사용

하고자 한다.

소 트웨어 비용산정 방법은 LOC와 기능

수를 이용한 모형으로 나  수 있는데, 기에 

Boehm, Putnam and Myers 등이 라인수를 

이용한 모형을 제시하 으며[4, 12], 이후에 

기능 수방식을 반 한 수정된 모형이 많이 

개발되었으며, COCOMO Ⅱ, ISBSG, NESMA 

등의 표 모형이 여기에 해당된다[5, 8, 11]. 

국내에서는 라인수 방식에 비해 기능 수 모

형이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문제와 더불어 국내 환경을 용한 

데이터 축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LOC 기반 모형을 살펴보면, Putnam이 고

안한 Software Lifecycle Model(SLIM)은 매

개변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규모를 산정

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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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능 수 계측 흐름도

DET

RET
1～19 20～50 51개 이상

1 낮음 낮음 보통

2～5 낮음 보통 높음

6개 이상 보통 높음 높음

<표 1> 데이터기능의 복잡도 행렬 

데이터

복잡도
ILF EIF

낮음 7 5

보통 10 7

높음 15 10

<표 2> 보정  데이터 기능 수

 ×
×

, ×
   

에서 L 산정식은 Putnam 곡선이라고 부

르는데, L은 스텝 수(LOC), K는 소요공수, 

Td는 개발기간, Ck는 환경변수(2000： 로젝

트 난이도가 높음, 8000：양호, 11,000：쉬움)

를 의미한다. 소요공수 K는 아래와 같이 조

정된다. D0는 인력구성 매개변수로 신규 소

트웨어와 많은 인터페이스인 경우 8의 값을, 

기존 소 트웨어 변경인 경우 27의 값을 사

용한다. 

이외에도 한편, COCOMO 모형은 1981년 

Boehm에 의하여 연구된 것으로 미국방성  

NASA에서 비용 산정을 한 기본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 COCOMO Ⅱ로 발

하여 15개 보정요소를 가지고 있다[5]. 기능

수 모형은 제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 기능 수(Function Point)

3.1 기능 수 계산

Albrecht가 기능 수모형을 제안한 이후 

변형된 여러 가지 기능 수모형 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기능 수사용자그룹

(IFPUG)에서 제시한 기능 수모형을 간략히 

알아본다[7]. 기능 수모형은 먼  데이터기능

수와 트랜잭션기능 수(transaction func-

tion point)의 합계를 구한 다음, 시스템 특성

에 따라 그 값을 보정함으로써 최종 인 소

트웨어의 기능 수 계수를 산정한다.

보정  기능 수는 데이터와 트랜잭션이라

는 두 가지 기능 유형을 측정한다. 데이터기능

(data function)은 내부  외부 자료 요구사

항을 만족시키기 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을 말하는데, 내부논리 일(Internal Logical 



정보 략계획 단계에서의 정보시스템 규모 측  157

트랜잭션

복잡도
EI/EQ EO

낮음 3 4

보통 4 5

높음 6 7

<표 5> 보정  트랜잭션 기능 수

DET

FTR
1～4 5～15 16개 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 낮음 보통 높음

3개 이상 보통 높음 높음

<표 3> EI의 복잡도

DET

FTR
1～5 6～19 20개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3 낮음 보통 높음

4개 이상 보통 높음 높음

<표 4> EO/EQ의 복잡도

File：ILF)과 외부연계 일(External Interface 

File：EIF)로 나뉜다. ILF와 EIF의 복잡도는 

코드요소유형(Record Element Type：RET)

과 데이터요소유형(Data Element Type：

DET)의 개수에 따라 <표 1>과 같이 복잡도

를 결정하고, 그 복잡도에 따라 데이터 기능의 

보정  기능 수(UnAdjusted Function Point：

UAF)를 <표 2>와 같이 결정된다.

트랜잭션기능(transactional function)은 데

이터를 처리하기 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을 말하는데, 트랜잭션기능에는 외부입력

(External Input：EI), 외부출력(External Output：

EO), 외부조회(External inQuiry：EQ)로 나뉜

다. EI, EO, EQ의 복잡도는 참조 일유형(File 

Type Referenced：FTR)과 데이터요소유형

(Data Element Type：DET)의 개수에 의해 

<표 3>, <표 4>와 같이 결정되고, 복잡도에 

따라 보정  기능 수(UAF)가 <표 5>와 같

이 결정된다. 

보정  기능 수(UAF)가 계산되면, 시스

템의 특성을 반 하도록 보정요소와 보정계

수를 계산하여 기능 수를 보정하여 최종

인 기능 수를 산정한다. 보정요소에는 데이

터 통신(data communications), 분산 데이터 

처리(distributed data processing), 성능

(performance), 사용환경(heavily used con-

figuration), 처리율(transaction rate) 등 14가

지가 있다.

3.2 간이기능 수(Early Function Point)

기능 수 분석은 정보화 산의 정성을 

단하는 합리 인 기 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정보 략계획 단계에서는 로젝트의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확

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며, 다음

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기 요구분석 없이 정보화 계획 단계에 

체 로세스를 조사하기에 실 으

로 한계가 있음

• 산신청 단계에서 단  로세스의 유형

(EO, EQ)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단  로세스의 복잡도 산정에 필요한 

DET/FTR를 모두 식별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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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정보 략단계에서는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에 기반한 정확한 복잡

도 산출 방식 신에 간소화된 간이기능 수 

방식을 사용한다.

•RET(데이터기능) 는 DET/FTR(트랜

잭션기능)를 식별하지 않고, 평균복잡도

를 사용함

•계산 로직의 포함여부, 유도된 데이터의 

포함여부 등 세부 로직까지 정의하지 

않아도 됨

•입력화면 내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Pick 

List 등을 식별하지 않아도 됨

이와 같은 간이기능 수 모형을 하여 한

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사용하는 평균 복잡도 

가 치 기 은 <표 6>과 같다.

구분 ILF EIF EI EO EQ

가 치 8.1 5.3 3.8 4.9 3.7

<표 6> 기능유형별 평균 복잡도 가 치

4. 정보 략계획 단계의 기능 수

용

본 연구에서는 앤더슨컨설 에서 개발한 정

보 략계획 방법론인 Method/1을 확장하여 

기능 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 다. 아

래 <그림 3>과 같이 200G 다음 단계로 210G 

“비용산정을 한 기능 수 계측” 단계를 추

가하 으며, 210G의 구체 인 단계는 <그림 

4>와 같이 수행된다.

4.1 기능 수 산출 종류 선택

기능 수를 산출하기 해서는 먼  상 

로젝트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기능 수

에서 고려하는 로젝트의 종류는 신규개발, 

기능확장, 어 리 이션의 세 가지로 나 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 인 것이 아니라 

<그림 5>와 같이 서로 연 되어 있다.

만약 로젝트 A가 신규개발 로젝트이고, 

로젝트 B가 기능 확장 로젝트라고 하면, 

로젝트 기에는 정확한 기능 수 산정이 

힘들기 때문에 추정 기능 수를 산출한다. 그

러나, 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산출 범 가 명

확해지고, 기능이 개발되면서  정확한 기

능 수를 산정할 수 있다. 결국 로젝트가 

완료되면 최종 기능 수를 산출할 수 있다. 

만약 신규개발 로젝트인 로젝트 A가 먼

 완료되면 어 리 이션 기능 수가 처음

으로 계산된다. 그러다 확장 로젝트인 B가 

완료되면 어 리 이션 기능 수가 변경된다.

이와 같이 로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능 수를 계산할 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

에 가장 먼  상 로젝트를 종류별로 구

분한다. 를 들어 <표 7>과 같이 단일한 정

보 략계획의 상으로 신규개발과 기능확장 

로젝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4.2 기능 수 산출 범  설정

두 번째로는 기능 수 산출 범 (counting 

scope)와 어 리 이션 경계(application boun-

dary)를 결정해야 한다. 기능 수 산출 범

란 특정한 기능 수 산정에 포함될 기능을 

의미하는데, 앞서 결정한 로젝트 종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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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정보 계획수립 구현 계획수립

범위 정의
및 편성

110G

업무 및
경쟁력 평가

120G

정보 기술
가능성

140G

현황 평가

130G

정보 기술
전략

150G

조직계획
170G

데이터 및
응용 계획

160G

정보 실행
계획

190G

기술 계획
180G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수립

200G

비용산정을 위한 기능점수 계측

210G

<그림 3> ISP 방법론 Method/1 로세스

기능점수 산출
종류 선택

211G

기능점수 산출
범위 설정

212G

데이터 기능
정의

213G

트랜잭션 기능
정의

214G

기능점수 계산
215G

<그림 4> 기능 수 계측 로세스 210G

추정계측

프로젝트A:
신규개발 프로젝트

최종계측

프로젝트 A:

어플리케이션계측

추정계측

프로젝트B:
기능확장프로젝트

최종계측

프로젝트B:
기능확장프로젝트

프로젝트완료 초기화

프로젝트완료 변경

신규개발 프로젝트

추정계측

프로젝트A:프로젝트A:
신규개발 프로젝트

최종계측

프로젝트 A:프로젝트 A:

어플리케이션계측

추정계측

프로젝트B:
기능확장프로젝트
프로젝트B:

기능확장프로젝트

최종계측

프로젝트B:
기능확장프로젝트
프로젝트B:

기능확장프로젝트

프로젝트완료 초기화

프로젝트완료 변경

신규개발 프로젝트

<그림 5> 세 가지 로젝트 종류(신규개발, 기능확장  어 리 이션 로젝트)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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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명 로젝트 종류 산출 범

로젝트 1 신규개발
Scope1

로젝트 2 기능확장

로젝트 3 신규개발
Scope2

로젝트 4 신규개발

로젝트 5 신규개발 후 기능확장 Scope3

<표 8> 상 로젝트의 기능 수 산출 범  설정

로젝트 명 로젝트 종류

로젝트 1 신규개발

로젝트 2 기능확장

로젝트 3 신규개발

로젝트 4 신규개발

로젝트 5 신규개발 후 기능확장

<표 7> 기능 수 산출을 한 로젝트 종류

산출 범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신규개발 기능 수의 산출 범 ： 로

젝트 활동에 의해 향을 받는 모든 기

능(신규 구축 혹은 맞춤화)을 포함함

•기능확장 기능 수의 산출 범 ：추가, 

변경, 삭제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함

•어 리 이션 기능 수의 산출 범 ：

산출 목 에따라서 특정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능만을 의미할 수 있고, 제공

되는 모든 기능을 의미할 수도 있음

어 리 이션 경계란 기능 수를 산출하고

자 하는 상 소 트웨어와 사용자간의 구분

을 의미하며, 어 리 이션 경계를 설정할 때

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경계는 사용자의 에서 결정되어야 하

며, 사용자가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 

요함

• 련 어 리 이션 간의 경계는 기술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

능에 바탕을 두어야 함

•수정되는 어 리 이션의 기에 설정된 

경계는 산출 범 에 의해 향을 받지 

않음

정보 략계획을 수행하게 되면 어떠한 

로젝트가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를 들어, <표 8>

과 같이 총 5개의 로젝트가 도출되었는데, 

그  로젝트 1과 로젝트 2는 1차년도, 

로젝트 3과 로젝트4는 2차년도, 로젝트 

5는 3차년도에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자. 

여기에서 1차년도 비용 산정을 해서는, 

로젝트 1과 로젝트 2를 하나의 산출 범

(Scope1)로 정하고, 산출 범 별로 기능 수

가 산정하게 된다. 

한, 산출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에

서 정해진 각 로젝트 별로 사용자 에

서 시스템을 독립된 구조  단 로 분리해 

내는 단계이다. <그림 6>은 단독 로젝트 1 

어 리 이션과 외부 어 리 이션(외부 시

스템 1과 외부 시스템 2)의 경계를 보여 다. 

한 사용자(User 1)와 로젝트 1 어 리

이션과의 경계도 보여 다.



정보 략계획 단계에서의 정보시스템 규모 측  161

외부시스템 1

외부시스템 2

U ser 1

프로젝트 1
(계측 대상
프로젝트 )

어플리케이션 경계

<그림 6> 단독 로젝트의 어 리 이션 경계 

결정

외부
시스템1

외부
시스템2

User 
1

프로젝트1
(계측 대상
프로젝트)

프로젝트1의
어플리케이션 경계

User 
2

프로젝트2
(계측 대상
프로젝트)

프로젝트2의
어플리케이션 경계

외부
시스템3

<그림 7> 로젝트 간의 독립 어 리 이션

경계

외 부
시 스 템 1

외 부
시 스 템 2

U se r  
1

프 로 젝 트 1
(계 측 대 상
프 로 젝 트 )

프 로 젝 트 1 , 2의
어 플 리 케 이 션 경 계

U se r  
2

프 로 젝 트 2
(계 측 대 상
프 로 젝 트 )

외 부
시 스 템 3

<그림 8> 로젝트의 공통 어 리 이션 

경계

둘 이상의 로젝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어 리 이션 경계 설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두 로젝트

가 <그림 7>과 같이 독자 인 경계를 가지

는 경우로, 사용자 측면에서 두 로젝트가 

별개의 업무인 경우이며, 한 시스템 으로

도 두 로젝트 간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달라서 별도로 운 되는 경우이다. 둘

째, <그림 8>과 같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로젝트가 동일한 업무로 인지되지만, 두 

로젝트가 하나의 어 리 이션 경계에 속하

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4.3 데이터 기능 정의

세 번째 단계는 이  단계에서 선택한 각 

로젝트 별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다. 기능 수에서 구별하는 데이터의 종

류는 제 3장에서 언 했듯이 내부논리화일(ILF)

과 외부연계화일(EIF)로 나 다. 

•내부논리화일(ILF)：사용자가 알 수 있는 

정보이고 어 리 이션 경계 내부에서 

리되면서 논리 으로 련된 데이터 

혹은 통제 정보를 말한다.

•외부연계화일(EIF)：어 리 이션에서 

참조하는 논리 으로 련된 데이터 혹은 

통제 정보이지만, 다른 어 리 이션의 

경계 내에서 리된다. 이것의 주요 목

은 기능 수를 산정하는 어 리 이션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

인하고 그 정확성을 악하기 한 것

이다. 다시 말하면, 기능 수 산정 어

리 이션에서 EIF이면 다른 어 리 이

션에서는 ILF로 리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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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리 이션 화일 목록

체 로젝트 단  로젝트 단  로세스 화일 속성 개수 ILF/EIF 구분

자정부

로젝트 1

로세스 1
일 1 10 ILF

일 2 12 EIF

로세스 2
일 3 20 ILF

일 4 30 ILF

로젝트 2

로세스 3
일 5 25 ILF

일 6 22 EIF

로세스 4
일 7 10 ILF

일 8 40 ILF

<표 9> 데이터 기능을 정의하기 한 화일 목록

이 단계의 결과로는 데이터 화일 목록이 

도출되어야 한다. 각 로젝트 별로 필요한 

화일과 그 화일의 속성 개수가 결과로 나와

야한다. 한 각 화일이 내부논리화일인지 외

부연계화일인지 구분해야 한다.

4.4 트랜잭션 기능 정의

트랜잭션이란 데이터 처리를 하여 어

리 이션에 의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것은 크게 외부입력(EI), 외부출

력(EO), 외부조회(EQ)의 세 가지로 나 다.

•외부입력(EI)：어 리 이션 바깥에서 들

어오는 데이터와 통제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인 로세스이다. 외부입력의 주

목 은 내부논리화일(ILF)를 유지하고 

시스템의 상태를 바꾸기 한 것이다.

•외부출력(EO)：어 리 이션 바깥으로 

데이터와 통제 정보를 내보내는 기본

인 로세스이다. 이것의 주요 목 은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니라 특정 처리

로직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처리로직이

란 어도 하나 이상의 수학 인 공식

을 포함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유도해 

내는 것이다. 외부출력에 의해서 내부논

리화일(ILF)를 유지하고 시스템의 상태

를 바꾸게 된다.

•외부조회(EQ)：어 리 이션 바깥으로 

데이터와 통제 정보를 내보내는 기본

인 로세스이다. 이것의 주요 목 은 

내부논리화일(ILF)와 외부연계화일(EIF)

에서 데이터와 통제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 처리로직에는 수학 인 공식이나 없

어야 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유도해서도 

안 된다. 즉, 외부조회에 의해서는 어떠

한 내부논리화일도 변경되지 않고, 시스

템의 상태도 바 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차이에 해서는 다음 

<표 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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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트랜잭션 종류

EI EO EQ

시스템의 상태 변경 주요 기능 부가 기능 N/A

하나 이상의 ILF 변경 주요 기능 부가 기능 N/A

사용자에게 정보제공 부가 기능 주요 기능 주요 기능

<표 10> 트랜잭션 종류별 기능 비교

어 리 이션
트랜잭션

EI EO EQ

체 로젝트 단  로젝트 단  로세스 단 업무 추가 수정 삭제 출력 조회

자정부

로젝트 1

로세스 1

단 업무 1 4 4 4

단 업무 2 1 1

단 업무 3 2

단 업무 4 1 1

로세스 2

단 업무 5 2 2

단 업무 6 1 1

단 업무 7 1 1

단 업무 8 3 3 3

로젝트 2

로세스 3

단 업무 1 2 2

단 업무 2 1 1

단 업무 3 2 2

단 업무 4 1 1 1

로세스 4

단 업무 5 1 1

단 업무 6 1 1 1

단 업무 7 1 1

단 업무 8 2 2

<표 11> 트랜잭션 기능 정의를 한 트랜잭션 목록

이 단계의 결과로는 각 어 리 이션별로 

필요한 트랜잭션의 개수를 산출해 내는 <표 

11>과 같은 표이다. 를 들어, 단 업무1은 

EI 트랜잭션이 총 12개가 있고 단 업무2는 

EO와 EQ가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4.5 기능 수의 계산

마지막 단계인 215G 기능 수의 계산에서

는 정확한 비용산정의 비단계로 사용이 보

다 간편한 간이기능 수 방식을 사용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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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특징은 데이터기능과 트랜잭션기능에서 

복잡도를 산출하지 않고, <표 6>에서 제시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사용하는 평균 복잡

도 가 치를 사용한다.

5. 기능 수 계산 제

본 장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한 정보

략계획 사업의 산출물을 가정하여, 제 4장

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개

발 비용을 측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5.1 기능 수 산출 종류  산출 범  설정

정보 략 계획의 결과로 <표 8>과 같이 

다섯 개의 로젝트가 도출되었고, 신규개발

인 로젝트 1과 기능확장인 로젝트 2가 

기능 수 산정의 범 (Scope1)로 결정되었다

고 가정하자. 

5.2 데이터 기능의 계측

데이터에 한 분석결과 <표 9>와 같이 8

개의 화일이 도출되었으며, 그  내부논리화

일(ILF)가 6개이고 나머지 2개가 외부연계화

일(EIF)라고 하자. 로젝트1의 경우, 신규개

발 로젝트이므로 미조정 데이터 기능(UAF)

은 제 3장에서 설명한 로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여기서 가정은 로젝트 1을 해서 

다른 시스템에서 이행해 와야 되는 업무는 없

다고 생각한다.

UAF1 = (ILF 개수) × (ILF의 평균복잡도)

+ (EIF 개수) × (EIF의 평균복잡도)

= 3 × 8.1 + 1 × 5.3 = 29.6

한 로젝트 2의 경우에는 기능확장 로

젝트이므로, 변경된 부분, 삭제된 부분, 추가

된 부분, 이행 부분으로 나 어 기능 수를 

계산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단지 추가, 변경

되는 경우만 있다고 가정하고 삭제되거나 이

행되는 업무는 없거나 무시해도 좋을 만큼 

다고 가정하 다. 그러면 로젝트 2의 데이터 

기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UAF2 = (ILF 개수) × (ILF의 평균복잡도)

+ (EIF 개수) × (EIF의 평균복잡도)

= 3 × 8.1 + 1 × 5.3 = 29.6

5.3 트랜잭션 기능의 계측

트랜잭션의 분석결과 로젝트 1의 경우에 

로세스 1, 로세스 2로 나 어져서 단 업

무 8개가 수행되면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킨다.

로젝트 1은 신규개발 로젝트이므로 <표 

11>에 제시된 트랜잭션 목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UAF3 = (EI 개수) × (EI 평균복잡도) + (EO 

개수)×(EO 평균복잡도)+(EQ 개수)

× (EQ 평균복잡도) = 25 × 3.8 + 4 ×

4.9 + 6 × 3.7 = 136.8

로젝트 2에 한 트랜잭션 기능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UAF4 = 16 × 3.8 + 4 × 4.9 + 4 × 3.7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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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기능유형

로젝트1

(a)

로젝트2

(b)

Scope 1

(a + b)

데이터 기능
내부논리화일(ILF) 3 × 8.1 = 24.3 3 × 8.1 = 24.3 48.6

외부연계화일(EIF) 1 × 5.3 = 5.3 1 × 5.3 = 5.3 10.6

트랜잭션 기능

외부입력(EI) 25 × 3.8 = 95.0 16 × 3.8 = 60.8 155.8

외부출력(EO) 4 × 4.9 = 19.6 4 × 4.9 = 19.6 39.2

외부조회(EQ) 6 × 3.7 = 22.2 4 × 3.7 = 14.8 37.0

미조정 기능 수 166.4 124.8 291.2

<표 12> 미조정 기능 수의 계산

단 계 분 석 설 계 구 시 험 합 계

기능 수당 단가 108,857 137,504 183,339 143,233 572,933

<표 13> 기능 수당 사업비용 단가

(단 ：원)[1]

5.4 보정  기능 수의 합산(UAF：

Unadjusted Function Point)

일반 인 시스템 특성(General System Cha-

racteristics：GSC)을 고려하지 않은 보정  

기능 수를 산출하는 것은 두 로젝트의 데

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을 합하면 된다. 

Scope1에 해당하는 로젝트 1과 로젝트 2

의 미조정 기능 수는 <표 12>와 같이 계산

된다.

6. 결  론

정보시스템의 다양성  환경 요인으로 인

하여, 보정  기능 수(UAF)를 산정한 후에

는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개별 인 시스템의 

특성을 반 시킨다[3, 10]. 왜냐하면 정보시스

템 개발에 소요되는 기능에는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에 의해 충분히 표 되지 않는  

요인들, 즉, 일반 시스템 특성(GSC)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정에 따른 차이가 -35% 

～+35%로 조정  규모에 크게 향을 미치

지 못할 뿐 아니라 재 국제 표 화 기구에

서 기능 수를 표 화 하면서 이 부분을 국

제 표 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일반 시스템 특성(GSC)을 고려하지 

않은 보정  기능 수까지 산출하는 것이 목

표로 하 다. 

소 트웨어 규모 측정은 소 트웨어 개발 

규모를 측하거나, 기존의 소 트웨어를 유지 

보수, 기능 추가, 운 하기 한 투입공수와 

소요비용을 산정하는 정량  방법으로 활용

되고 있다[2, 13]. 를 들어, 2007년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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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된 정보통신부 고시 ‘소 트웨어 사업

가의 기 ’은 <표 13>과 같이 기능 수당 

사업비용 단가를 보여 다.

실제로 소 트웨어 투입공수와 소요비용를 

측하는 것은 사업 수발주 기 의 외부 인 

환경  시장경쟁 정도, 개발 언어 종류, 정

보시스템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향을 받

기 때문에 훨씬 측하기 힘들고 정성 인 

요인들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

수를 이용하여 정량 으로 정보시스템 규

모를 측정하는 것은 재로서는 사용자 심

에서 합리 인 정보시스템 가 산정에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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