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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비가시성이라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으로 인해 규모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발되면서 요구사항도 수시로 변경 및 추가되어 처음의 규모와 다르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규모

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공학 기반 소스코

드 가시화를 통해 IFPUG에서 권고하는 기능점수 산정 방식으로 기능점수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소프트

웨어 개발 결과물 중, 최신이며 최종인 소스코드를 통해 기능점수를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발주 시 규모와 완료 시 규모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비가시성이라는 특성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1. 서  론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용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비용 추정과 효과적 비용 

관리가 중요한 이슈이다. 소프트웨어공학은 빈번히 

발생하는 요구사항 속에서 추정된 기간, 추정된 비용 

안에서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방법론, 도구 등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돕는 학문이다.  관리자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규모에 따라 기간, 비용, 인력을 추정해야 

하는 것은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과 고품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막연한 요구사항, 과거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부족과 

같은 이유로 비용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산출되는 가장 

최신의 실제 운영되는 소스코드를 중심으로 기능점수를 

검증한다. 역공학 기법을 적용하여 소스코드를 가시화하

고, 기능점수 계산에 필요한 기능유형들을 찾고, 참조파

일유형 개수, 데이터요소유형 개수를 찾아 기능 복잡도

를 측정하여 전체 기능점수를 검증한다. 

 

2. 역공학 기반 기능점수 검증 방법 

본 논문에서는 IFPUG에서 권고하는 기능점수 측정 

절차 중에서 소스코드 가시화를 통해 데이터 기능, 

 본 논문은 2015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NRF2015H1C1A1035548)과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7R1D1A3B03035421). 

트랜잭션 기능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 복잡도를 

계산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을 소스코드에서 찾아내기 

위해 ①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 정의와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하고, ②코딩 규칙을 적용하여 각 기능이 

적용된 소스코드에 “트랜잭션기능명_기능명”으로 

메서드를 명명한다.(예: EQ_login) ③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소스코드 가시화를 위한 툴체인[2]을 사용하여 

소스코드 가시화를 수행한다. ④ 적용된 코딩 규칙을 

통해 기능을 찾고 그 기능이 외부입력, 외부조회, 

외부출력 중 어떤 트랜잭션 기능에 해당하는지 판별 후, 

사용하는 쿼리문을 기본으로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을 찾는다. 그 다음 쿼리문에서 필드의 

개수를 구하여 복잡도를 계산한다. ⑤추출한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에 대해 기능 복잡도를 계산하여 

전체 기능점수를 측정한다. 

제안 방법을 통해 자바 언어로 개발된 GUI 환경의 

S썬팅샵 판매관리 프로그램의 기능점수를 검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툴체인을 통해 S썬팅샵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가시화한 내용이 그림 1이고, 그림 1에서 소스코드를 

통해 기능점수를 계산하여 검증한 내용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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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능 수는 

17개로 고객관리 업무에 고객등록 기능이 있는데, 

외부입력에 해당되고 소스코드는 DBManager 클래스에 

EI_customerRegI 메서드로 구현되어 있다. 메서드 

내부의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 customer 고객 

테이블을 내부논리파일로 참조하고, 이름, 차량번호, 

차량종류, 전화번호, 기능키1, 메시지2개의 데이터요소 

유형 7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출된 

값으로 IFPUG 기능점수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본 

논문에서 개발한 가시화 툴체인을 통해 기능복잡도는 

낮음, 기능점수는 3으로 계산되었다.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적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에 대한 총 기능점수는 

77점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1의 하단 왼쪽 표는 

S썬팅샵 프로그램에 대한 보정 후 개발원가 산정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개정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단계에 대한 각각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역공학 

기반 코드 가시화를 통해 개발원가 31,183,330원이 

추정되었다.

 

그림 1 S썬팅샵 판매관리 프로그램 가시화 및 기능점수 검증 

 

4. 결론 및 향후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산정 또는 

규모 산정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규모 산정이 잘 되어야 

조직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계획을 할 수 있고, 

개발자들의 성과와 계획의 차질에 대한 원인분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규모 추정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역공학 기반 소스코드 가시화를 통해 

소스코드에서 기능 유형을 찾아내어 각 기능에 대한 

기능점수를 측정하여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에 

대한 총 기능점수를 산출했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비교 및 

검증을 해보고, 그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조직의 

프로젝트 성과와 프로세스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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