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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프트웨어 품질이다.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기준은 제품의 기능
적인 측면이나 사용성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모두 한꺼번에 고려한 소프트웨어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
여진다.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갈수록 품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능성, 사용성, 신뢰성, 효율성, 이식성, 유지보수성의 6가지 품질에 대해서 
시험의 횟수와 시험날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 제품의 종류별 품질 특성의 오류수에 대한 차이 검
정을 실시하여 보았다. 본 조사결과 6가지 품질특성은 시험횟수와 시험날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오류의 수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발견하는 
오류 수는 품질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소프트웨어 테스팅, 소프트웨어 품질, 소프트웨어 시험 일수, 소프트웨어 오류 수, 평균차이 검정, 소프트웨
어 품질특성(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효율성, 이식성)

Abstract  Software quality is very important in software. We think, software testing is very important in point 
of functionality, usability. But, we have to consider about all of the software quality. We change our thinking 
about software quality from time to time. In this paper, we try to the best to find important factors by the 
number of testing dates and the number of testing in point of functionality, usability, reliability, efficiency, 
portability, maintainability. We study the mean of the number of faults according to products. We find the 
difference the number of errors by sex of tester. 

Key Words : Software Testing, Software Quality, The number of testing dates, Mean testing, Software Quality 
Characteristics(Functionality, Reliability, Usability, Maintainability, Efficiency, Por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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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 트웨어 품질이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에서 어떤 소 트

웨어가 좋은 소 트웨어인지를 평가하는 기 은 모두 다

를 것이다. 사용자에 따라서 기능 인 측면이 우수해야 

좋은 소 트웨어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용자

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구성 인 측면에서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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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 트웨어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 으로 좋은 소 트웨어란, 품질이 우수해야 좋은 

소 트웨어로 평가하게 되어 질 것이다. 소 트웨어 품

질이라는 것은 소 트웨어가 어떤 외부 , 내부  환경

에 향을 받지 않고 잘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어 

질 것이다. 그러나 일반 으로 좋은 소 트웨어란 간단

히 사용 인 측면에서 편의를 도모한다고 해서 좋은 소

트웨어라고 할 수 없으며, 기능이 많다고 좋은 소 트

웨어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 트웨어 품

질에 한 평가를 해서 국제 표  ISO/IEC 9126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 트웨어 품질 평가 모델은 6가지 품질 

특성을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6가지 품질 특성으로

는 기능성(Functionality), 신뢰성(Reliability), 사용성

(Usability),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효율성

(Efficiency), 이식성(Portability)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품질 특성은 각각의 품질 부특성에 따른 평가 메트릭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특성은 재 ISO/IEC 

25000 시리즈(SQuaRE series: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로젝트에서 보안성과 

상호운 성을 품질 특성으로 하여 평가하는 모델을 제시

하고 각각의 품질 평가 메트릭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2,3]. 좋은 소 트웨어란 테스  과정을 통해서 품

질을 향상 시켜야 하며 품질이 우수한 소 트웨어는 사용

자 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질 것이다. 

재 소 트웨어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제품에서 오류

가 발견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제품이 사용자 요구사항

을 얼마나 잘 반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진다. 

제품의 품질에 한 평가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던 

GS(Good Software) 인증의 시작에서부터 큰 심속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GS 인증이란 것은 소 트웨어

의 품질 향상을 해서 국제 표 에 의해서 소 트웨어

의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기 에 합하다고 단되어지

면 소 트웨어 산업 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GS(Good Software)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

이 인증 받은 제품에 해서는 여러 가지 가 을 부여하

여 인증을 장려하고 있다. 소 트웨어 인증 기   방법

에 해서는 소 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평가를 

해서 ISO/IEC 25051의 표 에서 제시하고 있다. 재

까지는 소 트웨어 품질 특성 평가를 해서 국제표   

ISO/IEC 9126-2를 참조하고 있으며, 소 트웨어 제품 품

질 측정 로세스에 한 리를 해서 ISO/IEC 14598

을 참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서의 차에 맞추어서 소

트웨어 시험을 시작하게 되어지며, 시험이 완료된 제

품에 해서는 인증을 통해서 소 트웨어의 품질을 인정

받게 되어진다. 이때 시험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은 개발

자에게 통보되어지고, 발견된 결함은 다시 수정과정을 

거쳐서 재시험이 진행되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최종 단계에서는 인증심의 원회를 통해서 품질 인증 여

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 

2.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소 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해서는 개발된 소 트웨

어 제품을 일정기 에 맞추어서 시험 평가를 하게 된다. 

시험 평가 되어지는 소 트웨어는 패키지 소 트웨어에

서 정보보안 소 트웨어, 교육용 소 트웨어, 디지털콘텐

츠 소 트웨어, 임베디드 소 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소 트웨어에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소 트웨어 테스

은 비즈니스 어 리 이션에서 소비자 제품에 이르기

까지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소 트웨어에 한 의존도가 높

아지면서, 소 트웨어 품질에 해서 더 많은 심을 가

지게 되었다. 소 트웨어 테스트란 인간이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소 트웨

어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시에 시간 인 압박이나 복잡한 

코드나 기반환경의 복잡성이나 기술이나 시스템의 잦은 

변경이나 수많은 시스템 상호간의 연동성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오류를 발견하기 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 트웨어 테스트는 소 트웨어 개발과정에서

부터 시작되어지며, 개발 기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에

서부터 시작되어 개발단계에 응하는 테스트 벨에 따

른 테스 이 이루어진다. 일반 으로 테스트는 동  테스

 만을 고려하게 되어지는데 리뷰와 정 분석도 동 테

스 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시  요구에 

따라서 테스트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2001년

부터 2012년까지 한국정보통신기술 회에서 진행한 소

트웨어 시험 평가 결과의 정량  실 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Table 1>은 한국정보통신기술 회에서 

GS 인증을 부여한 연도별 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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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S certification results

year 2001 2002 2003 2004

number of 

testing
7 99 189 171

number of 

certification
6 27 31 54

year 2005 2006 2007 2008

number of 

testing
267 354 528 821

number of 

certification
132 219 203 231

year 2009 2010 2011 2012

number of 

testing
897 1180 1106 1091

number of 

certification
231 292 246 227

7
99

189 171
267

354

528

821
897

1180
1106 1091

6 27 31 54
132

219 203 231 231
292 246 227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esting certification

[Fig. 1] Software Certification Result

의 <Table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2001년

부터 시작한 소 트웨어 시험인증은 12년만에 무려 시험 

신청 건수가 157배로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품질에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 트웨어 개발업체에서는 소

트웨어 품질에 한 심이 높아지고 이것은 곧 소

트웨어 시험과 인증으로 연결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측되어진다[4,5]. 

소 트웨어와 련된 인증 건수의 증가는 소 트웨어

와 련된 표 화 활동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으며 

표 에 한 제정과 용도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국내에서는 제품에 한 품질 평가 차원에서 제품에 

보유하고 있는 오류를 발견하고, 발견된 오류는 디버깅

을 실시하고, 이러한 디버깅 과정을 통해서 최 의 만족

을 얻을 수 있는 소 트웨어에 한 품질의 목표를 달성

하려 하고 있다.

제품에 한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무엇보

다도 국가와 사내의 품질 정책이 정확히 세워져야 하며, 

소 트웨어 품질을 리하기 한 문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경 자가 품질의 요성을 인식하고 품질을 

리하기 한 의지가 필요하며, 참여원의 동기 부여와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과

정을 통해서 소 트웨어의 품질을 리하기 한 지속

이고 발 인 노력이 필요하고, 수용자간의 상호 이해

가 필요하며, 서로 간에 신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소 트웨어 품질 속성으로는 기능성, 안 성, 

이해성, 이식성, 보안성, 시험가능성, 사용성, 신뢰성, 

응성, 재사용성, 회복성, 효율성, 학습성 등을 고려하여 

소 트웨어 품질에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한 한국

정보통신기술 회(TTA)에서는 ISO/IEC 9126-2를 기

으로 하여 소 트웨어를 시험 평가하고 있다. 국제 표  

ISO/IEC 9126-2에서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이라는 6가지 품질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소 트웨어를 평가하고 있으며, 각각의 품질 특성

에 따른 부특성을 심으로 소 트웨어가 평가되어진다. 

재 소 트웨어 품질 평가를 한 모델은 ISO/IEC 

9126-2에서 ISO/IEC 25000 시리즈로 변모하고 있으며, 

ISO/IEC 25000 시리즈에서는 소 트웨어 품질 평가를 

한 메트릭을 제시하고 있다. 

재 진행되고 있는 ISO/IEC 25000 시리즈 로젝트

인 SQuaRE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에서는 소 트웨어 품질 평가를 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ISO/IEC 25000 시리즈에서 가장 심을 가지고 연구되

어지는 표 문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ISO/IEC 

25010(Software and System engineering : Software 

product Quality Requirement and Evaluation(SQuaRE)- 

Quality Model)에서는 소 트웨어 품질 평가 모델을 제

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6가지 품질 특성에서 보안성과 상

호운 성을 추가하여 8가지 품질 특성을 제안한 평가 모

델을 제시하고 있고 본 표 의 표 화 연구 추진 상황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ISO/IEC 25010 Software Quality Model

NP WD CD 3CD FCD FDIS

2007.10 2009.05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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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ISO/IEC 25023(Software and System 

engineering : Software product Quality Requirement 

and Evaluation(SQuaRE)- Measurement of External 

Quality)에서는 ISO/IEC 9126-2에서 제시한 소 트웨어 

품질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매트릭을 제시하고 있다. 본 

표 에서는 8가지 품질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부특성을 

제시하고 각각의 부특성에 따른 품질 평가 매트릭을 제

시하고 있다. 본 표 의  표 화 연구 진행 상황은 아래

의  <Table 3>과 같다.[7-9]

<Table 3> ISO/IEC 25023 Standards Trend 

NP WD CD 2CD FDIS IS

2012.09 2013.05 2013.10

ISO/IEC 25023 로젝트는 외부 품질에 한 소 트

웨어 품질 평가를 한 매트릭을 제시한 것으로 국내의 

소 트웨어 품질 평가를 해서 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7-9]. 

3.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데이터 분석

본 연구를 해서 소 트웨어 시험센터에 의뢰해서 

소 트웨어 시험을 통해서 조사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

된 자료를 분석하 다[6, 10-12]. 이번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를 시험하기 해서 소요되어지는 시험날짜를 

측하기 해서 소 트웨어 제품별로 시험하는 시험횟수

와 시험날짜와 각 품질 특성별 오류수를 조사하 다. 소

트웨어를 시험하기 해서 필요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시험 날짜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일차

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유의수  5%에서 검정하여 보았다. 소

트웨어 테스터에 따라서 소 트웨어 시험은 향을 많

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장 먼  성별에 따라서 나타

나는 시험 횟수와 시험날짜와 각 품질 특성별 오류 수에 

한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하여 보았다. 아래의 <Table 

4>는 성별에 따라서 나타나는 품질 특성별 오류 수에 

한 평균차이 검정 결과이다[4,5]. 

<Table 4> Verification of Mean Difference

variable sex mean
standard 

deviation

p-

value

number of 

testing

mail 2.38 1.18
0.82

femail 2.35 1.02

dates of testing
mail 18.2 8.43

0.47
femail 17.5 6.51

functionality
mail 14.4 12.5

0.005
femail 19.7 16.0

reliability
mail 1.84 3.71

0.949
femail 1.81 2.72

efficiency
mail 0.03 0.23

0.041
femail 0.10 0.30

usability
mail 10.1 9.50

0.000
femail 15.5 13.1

maintainability
mail 0.22 0.53

0.000
femail 0.74 1.23

portability
mail 0.53 1.04

0.082
femail 0.80 1.31

requirement
mail 1.77 1.55

0.468
femail 1.93 1.75

 <Table 4>에서 제시한 평균차이 검정 결과 유의수

 5%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서 기능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

능성의 경우 남자테스터의 경우 평균 으로 14.4개의 오

류를 발견하는데 반하여, 여자테스터의 경우는 19.7개의 

오류를 발견하여 성별에 따라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었

다. 사용성에 있어서도 남자테스터의 경우 9.5개 정도의 

오류를 발견하는데 반하여, 여자테스터의 경우는 13.1개

의 오류가 발견하여 테스터의 성별에 따라 평균에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 결과를 통해서 테스터의 

성별에 따라서 소 트웨어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어 지는 

품질 특성별 오류수는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소 트웨어 품질 평가를 해 소요되어지는 시험 

날짜의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여 보면 남성보다는 여

성이 체 소요되어지는 시험 날짜는 하루 정도 짧은 시

간 안에 시험이 종료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Table 5>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소요되어지는 시험 

날짜와 총 시험횟수와 기능성과 사용성의 평균차이 검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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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Variance 

type of 

product

number of 

testing

dates of 

testing

functio

nality
usability

GIS 3.11 21.44 28.55 12.78

Development 2.00 17.83 13.08 6.67

Education 1.63 12.63 8.13 6.50

Security 2.30 17.46 13.84 8.97

System 2.63 18.88 19.94 13.06

Web Service 1.88 12.13 12.5 7.50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나

타나는 평균차이 검정을 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발견되어지는 오류 수

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  시험의 횟수

에서는 GIS 제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

품을 시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의 품질 평가를 해서 총 소요되어지

는 날짜도 역시 GIS 제품이 21.44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험 평가를 해서 소요되어지는 시간이 

가장 은 웹서비스 제품과 비교하여 보면 무려 9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발견되어지는 기능성과 사용성의 오류 수에 해서도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IS 제품의 경우 기능성 결함

이 가장 많이 발견되어지고 교육용 소 트웨어의 경우 

가장 게 발견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사용성에 있어서

는 시스템 소 트웨어의 경우 가장 오류가 많이 발견되

어지고 교육용 소 트웨어의 경우 가장 게 발견되어짐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제품의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날짜가 어떤 품

질 특성에 의해서 가장 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하여 

품질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체 오류수를 품질 특성별

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6>과 같다.

<Table 6> ANOVA in Regression

F p-value

Regression 

Equation 
17.237 0.000

의 <Table 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6가지 품질특

성과 일반  요구사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시험날짜에 어

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회귀분석 결과는 유의수  

5%에서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 보다 작아서 회

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의 수식은 표 화 회귀계수를 이용한 회귀식이다.

        
     

⋯⋯⋯⋯ 

여기에서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일반적요구사항

의 회귀식 (1)에서 기능성이 가장 향력이 높게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은 사용성에 의해서 시험

에 소요되어지는 총 시험일수는 향을 받음을 알 수 있

다. 제품에 한 블랙박스테스트에서 기능성 평가가 신

뢰성이나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일반  요

구사항에 비하여 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성별에 따라서 각각 품질 특성별 오류에 한 

분석을 분류표에 맞게 분류되는지 정확도를 확인하기 

하여 별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먼  별분석 결과는 아래의 <Table 7>과 같다.

<Table 7> Discriminant Result

Estimated Value 
Total

mail femail

mail 136 35 171

femail 34 46 80

별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시험수와 시험날짜와 기

능성, 신뢰성, 사용성, 이식성, 유지보수성, 효율성의 오류

수를 분류변수로 하여 측 값에 한 정확도를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171명  136명의 데이터가 남성으로 

분류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80명  46명이 여성으로 정

확하게 분류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시험수와 시험날짜와 

품질특성과 련된 오류의 수에 있어서 남성테스터의 경

우 분산이 크지 않다는 것을 측할 수 있으나, 여성테스

터의 경우는 여성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크게 나

타나고 있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 다음은 별분석 결

과를 확인하기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서 분류

의 정확성을 백분율로 확인하여 본 결과 아래의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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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 같다.

 

<Table 8> Logistic Regression Result

Observed 

Value

Estimated Value Percenta

gemail femail

mail 156 15 91.2

femail 51 29 36.3

Percentage 73.7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백분율로 표기한 정확도 

평가에서 별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나, 남성테스터의 경우 조사된 자료를 이용해서 

측한 결과 남성으로 측되어지는 경우가 91.2%로 정확

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의 경우 테스터

의 특성에 따라서 소 트웨어 시험 평가의 결과에 크게 

양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테

스터의 경우 측치에 비하여 정확히 측한 측률은 

36.3%로 조사되어 측력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 테스터의 경우 테스터의 특성에 따라서 시

험날짜와 총 시험 횟수와 각 품질 특성별 발견된 오류 수

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측할 수 있었다.

[Fig 2] ISO/IEC 25000 Project

의 <Fig 2>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새롭게 연구

되어지고 있는 ISO/IEC 25000 시리즈에서는 소 트웨어 

품질 평가를 해서 기존의 평가 모델에서  6가지 품질 

특성을 심으로 평가를 하 으나 새롭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ISO/IEC 25000 시리즈에서는 기능성의 부특성이던 

보안성과 상호운 성을 품질 특성으로 하여 평가방안이 

제시되어 연구되어지고 있다.  사회에서 가장 요

하게 고려되어지고 있는 보안성과 상호운 성이 강조되

어 품질 특성으로 분류된 것이다. ISO/IEC 25023에서 진

행되어지고 있는 소 트웨어 품질 평가 매트릭에서 소

트웨어 품질 평가에 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지면 국

내에서도 국내 표  제정이 시 할 것으로 보여진다. 좋

은 품질의 소 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국외 소 트웨어

에 한 의존율을 감소시키고 국내 소 트웨어에 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질 것으로 보여

진다. 앞으로 소 트웨어 품질에 한 심이 계속 으

로 향상될 것이며 품질 평가에 한 연구는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4.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소 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해서 소 트

웨어 품질 평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시험

에 참여하는 테스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 트웨어 시

험에 소요되는 시간에 한 측을 하기 하여 연구되

었다. 연구결과 소 트웨어 테스터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에 따라서 소 트웨어 품질 평과 결과에 많은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 트웨어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도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평균차이 검정에서 시험수와 시험날짜는 남성이 더 많이 

소요되었으나, 발견한 결함 수는 더 음을 알 수 있어, 

성별 특성상 여성이 더 많은 결함을 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시험에 있어서 오류 수를 심으로 하여 

시험날짜에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품질 특성을 조사

하여 보기 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 기능성과 

사용성이 시험날짜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체 오류에서 기능성과 사용성에 련된 

오류수가 가장 많으며, 시험일 수에도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시험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해서 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본 결과 남

성테스터의 경우는 데이터의 변화가 심하지 않으나, 여

성테스터의 경우 테스터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테스터

의 성별과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소 트웨어를 시험하기 

해서 소요되어지는 시험날짜를 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품이 인증을 받기 해서 시험을 신청하게 

되어지면 시험날짜에 따라서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를 산정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모델을 통해서 시험에 소

요되는 시험날짜를 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좀 

더 많은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제품 유형별로 나타나

는 제품의 시험평가의 특성에 한 것도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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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품질 평가에 한 표 화연구, 소 트웨어 용어 

표 화 연구, etc.

․연락처 : 010-7260-1300, 031-656-1300

․E-Mail : jhjung@pt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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