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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해설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QC) : 주어진 요구를 만족시키는 소프트웨

어 제품 개발을 위한 제반 기법 및 작업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QA) : 소프트웨어 제품이 설정된 요구 사

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작업 

 소프트웨어 형상 개체 (Software Configuration Item; SCI) :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성

하는 부품들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들의 제반 산출물 (소프트웨어는 SCI들의 

체계적인 집합) 

 소프트웨어 형상 (Software Configuration) : SCI들의 상대적 배열 

 소프트웨어 형상 기준선 (Baseline) : 개발 과정 중 소프트웨어의 형상을 나타내는 

기준이나 산출물로서 특정 시점에서의 상호 연관된 SCI들의 집합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CM) : 개발 과정에 따

라 변화되어 가는 소프트웨어의 형상과 유지 보수 기간 동안 나타나는 소프트웨

어의 변경을 질서있게 통제하기 위한 기법 및 작업 

 

 

 



2.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2.1  목 적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통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소프트

웨어를 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2.2  책임과 권한 

 

     프로젝트 팀장은 프로젝트의 관리자로서 다음 사항들을 관리한다. 

 

1. 프로젝트 일정, 비용, 인원을 계획하고 개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한다. 

2.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다. 

3.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각 업무별 적합한 인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프로

젝트 수행 환경을 조성한다. 

4. 각 팀원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팀원들이 계획에 따라 의욕적이고 적극적

으로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감독한다. 

5. 주기적으로 팀원들의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관련 부

서와 관리층에 보고한다. 

6.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감독하고 성과를 측정하

여 계획과 성과 사이에 편차가 있거나 또는 프로젝트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수정 조치를 취한다. 

7. 팀원들의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보상 또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다. 

8. 팀원 중 적합한 인원을 지정하여 프로젝트 산출물들의 품질과 형상을 관리한다. 

 

 

 

2.3  개발 관리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은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하며 각 단계는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검토 회의를 거쳐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1 참조].  

 



 
 

 

[그림 1]  프로젝트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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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프로젝트 계획 수립 

 

     개발할 시스템을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비용, 개발 환경을 예측하여 개

발 계획서를 작성하며 진행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이 단계는 기존의 팀 또는 한

시적인 TFT (Task Force Team) 조직이 주관이 되어 수행한다. 

 

 

 

 

 
 

 

[그림 2]  프로젝트 계획 수립 절차 

 

 

2.3.1.1  시스템 정의서 작성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한다 [부록 A 참

조]. 

 

 

2.3.1.2  타당성 분석 

 

     시스템 정의서를 분석하여 개발 타당성을 다음 측면에서 검토한다. 

 

 경제적 타당성 (Economic Feasibility) :  투자 효율성 또는 시장성, ROI (Return-On-

Investment) 분석 검토 

 기술적 타당성 (Technical Feasibility) :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 제공 가

능성, 인적 및 물적 자원 검토 

 법적 타당성 (Legal Feasibility) :  개발 제품과 도구들에 대한 지적 소유권과 프로

그램 보호법에 의거한 법적 권한 및 침해 여부 검토 

 경영적 타당성 (Management Feasibility) : 경영진의 승인 여부 검토 

 사회적 타당성 (Social Feasibility) : 시스템 예상 사용자들의 승인 여부 검토 

 시간적 타당성 (Time Feasibility) : 제안된 시간 내 개발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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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개발 계획서 작성 

 

     개발 타당성이 인정된 시스템의 개발 목표, 인력, 조직, 일정, 예산, 방법 등을 

명시한 개발 계획서를 작성한다 [부록 B 참조]. 

 

 

2.3.2  개발 검토 회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 검토 회의를 거쳐 프로젝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된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성격에 적합한 고유의 프로젝트 이름과 관리 번호를 

부여한다 [부록 F 참조]. 

 

2.3.3  개발 진행 

 

     개발이 승인된 프로젝트의 팀장은 개발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교

육 및 훈련을 거쳐 업무를 배정하고 개발 인원의 업무 관리 및 평가를 한다.  소프

트웨어 개발은 요구 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설계, 시스템 구현, 시험 및 평가 단계들

을 거쳐 진행하며 프로젝트 팀장은 수시로 또는 주기적인 팀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각 단계의 중간 산출물들을 검사한다.  각 단계의 완료 여부

는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검토 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검인된 산출물들은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각 단계의 산출물들은 다음과 같

다. 

 

 요구 사항 분석 단계 :  배경도(CD), 자료흐름도(DFD), 자료사전(DD), 소기능

    명세(Mini-spec), 요구사항분석 명세서 (SRS)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 :   구조도(SC), 모듈설명서(MD), 설계 사양서(SDD), 사

    용자 지침서(UG), 시험 계획서(TP) 

 시스템 구현 단계 :  Source Code, 실행 프로그램 

 시험 및 평가 단계 :  시험결과보고서(TR) 

 

 

2.3.4  인수인계 및 유지 보수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은 인수 시험을 통하여 고객 또는 유지보수팀으로 인계

하고 개발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층에 보고한다.  유지보수팀은 개발 완료된 

시스템을 인수받아 시스템 설치, 운영 및 하자보수(Corrective Maintenance)를 담당한

다.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 개선, 환경 적응, 예방 조치들에 의한 시스템 변경은 소

프트웨어 형상 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Software Quality Control; SQC) 

 

3.1  목 적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정의하고 품질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

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한다. 

 

3.2  품질관리 업무 

 

     품질관리는 전 개발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림 3]과 같이 

설정된 품질 계획에 따라 검토 회의를 거쳐 확인한다. 

 

 

 

 

 
 

[그림 3]  품질관리 절차 

 

 

3.2.1  품질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 또는 요구 사항 분석 단계에서 품질 목표에 따라 소프

트웨어의 품질 평가 기준과 품질 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단계는 사용자의 특별한 품질 요구 사항과 [부록 C]를 참조한다. 

 

 

 

3.2.2  단계별 검토 회의 

 

     개발 진행 각 단계별로 산출물들과 규정 준수 여부를 공식적인 검토회의를 거

쳐 확인한다.  검토회의의 결과는 오류 목록과 검토결과 보고서를 사용하여 공식 문

서화하여 보관한다 [부록 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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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CM) 

 

4.1  목 적 

 

     개발 과정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소프트웨어의 형상을 질서있게 통제하고 유

지보수 단계의 소프트웨어의 변경 요청에 따른 모든 작업과 변경 사항의 식별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4.2  형상 관리 업무 

 

4.2.1  형상 식별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새로운 시스템이나 현재 사용 중인 기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항목들의 버젼

을 식별하고 통제하며 추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형상 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항목

들을 구분하고 다음 사항들의 관리 목록을 정리한다 [부록 F, G 참조]. 

 

 완전한 제품의 특정 버젼을 구성하는 각 소프트웨어 항목의 버젼 

 개발 중이거나 인도되어 설치,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축 상태 

 관리 항목과 관련된 모든 개발 도구, 하드웨어와 다른 소프트웨어 항목과의 인

터페이스, 문서 작성 도구, 문서 및 컴퓨터 화일 

 

     개발 진행 시 형상 기준선 식별 시점은 각 단계 검토회의 완료 시로 하고 검

토회의 이전에는 자유로운 변경을 허용하나  검토 승인된 항목들에 대한 변경 필요

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통제 절차를 따른다. 

 

4.2.2  변경 통제 (Change Control) 

 

     식별된 소프트웨어 형상 개체의 변경 제안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현재의 소프

트웨어 기준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형상 변경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형상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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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변경 요청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발견되면 발견자는 사고 유형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변경 

요청서를 작성한다. 

 

 

4.2.2.2  변경 요구 검토 

 

     형상 관리 책임자는 변경 요구 검토회의를 소집하여 변경 요구의 정당성을 확

인하고 다른 소프트웨어 항목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

정한다.  검토회의 참석 범위는 결함 발생 단계의 검토회의 참석 범위에 따른다. 

 

 

4.2.2.3  변경 사항 수정 

 

     형상 관리 책임자는 승인된 변경 요구를 개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결함 사항

을 수정하도록 한다. 

 

 

4.2.2.4  형상 기준선 갱신 

 

     형상 관리 책임자는 수정 결과를 보고 받아 형상 기준선을 갱신한다. 

 

 

 

4.2.3  형상 기록 및 보고 (Configuration Status Report) 

 

     소프트웨어 형상 및 변경 관리의 식별, 통제 기능의 수행 결과를 기록하고 관

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한다. 



[부 록] 

 

 

A.  시스템 정의서 작성 지침 

 

 

A.1  시스템 정의서 내용 

 

 

1. 개 요 

  문제 배경 

  시스템 정의 요약 

 

2. 현 시스템의 문제 분석 

 

3. 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4. 제공해야 할 기능 

 

5. 준수 성능 요건 

 

6. 사용자 특성 

 

7. 제약 사항 

 

8.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 환경 

 

9. 추진 전략 

 

10. 기능 우선 순위 

 

11. 인수 기준 

 

부록 

 A. 참고 자료 

 B. 용어 해설 

 



B. 개발 계획서 작성 지침 

 

 

B.1  개발 계획서 내용 

 

 

1. 개 요 

  개발 목적 및 목표 

  개발 계획 요약 

 

2. 개발 방법 - 자체 개발, 외주 용역, 패키지 도입, 

     개발 모형, 도구, 기법 등을 명시 

 

3. 개발 인력 및 조직 

 

4. 개발 환경 및 장비 소요 - 시험 및 개발 장비 (S/W, H/W) 

 

5. 개발 일정   - PERT/CPM, Gantt Chart 작성 

 

6. 예 산 

 

7. 기 타 

 필요한 기술 자료 

 납품 방법 및 시기 

 교육 계획 및 교재 

 설 치 계획 

 유지보수 시 고려 사항 

 

부록 

 A. 참고 자료 

 B.  용어 해설 

 



C.  품질 목표 및 평가 기준 

 

C.1  품질 목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정확성 (Correctness) : 사용자의 요구 기능의 충족도 

 신뢰성 (Reliability) : 요구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하는 정도 

 효율성 (Efficiency) : 요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 소비 정도 

 무결성 (Integrity) : 허용되지 않은 사용이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하는 정도 

 사용 용이성 (Usability) :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유지보수 용이성 (Maintainability) : 오류 발견 시 교정의 용이성 

 시험 용이성 (Testability) : 쉽고 완전하게 시험될 수 있는 정도 

 변경 가능성 (Modifiability) : 새로운 기능 추가나 환경 적응을 위해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정도 

 이식성 (Portability) : 여러 하드웨어 환경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정도 

 재사용성 (Reusability) :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에 응용될 수 있는 정도 

 상호 운영성 (Interoperability) : 다른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도 

 

 

C.2  품질 평가 기준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확성 (Accuracy) 

 의사 교환성 (Communicativeness) 

 완전성 (Completeness) 

 일관성 (Consistency) 

 오류허용성 (Error Tolerance) 

 도구설비성 (Instrumentation) 

 모듈성 (Modularity) 

 응답시간 적합성 (Response Time Adequacy) 

 구조적 단순성 (Structural Simplicity) 

 시험 적합성 (Test Adequacy) 

 추적 가능성 (Traceability) 



D.  오류 목록 작성 지침 

 

 

D.1  오류의 종류 (Class) 

 

 없음 (Missing; M) :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요소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

류 

 틀림 (Wrong; W) : 요소는 갖추고 있으나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틀린 결과를 발

생시키는 오류 

 불필요 (Extra; E) : 소프트웨어에 불필요한 요소를 포함하는 오류 

 

 

D.2  오류의 유형 (Type) 

 

 인터페이스 (Interface; IF) 오류 : 소프트웨어 모듈간 정보교환 오류 

 데이타 (Data; DA) 오류 : 잘못된 데이타 정의로 발생하는 오류 

 논리 (Logic; LO) 오류 : 절차적 논리의 잘못으로 파생하는 오류 

 입출력 (Input/Output; IO) 오류 : 외부와의 잘못된 정보교환 오류 

 성능 (Performance; PF) 오류 :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오류 

 표준화 (Standards; ST) 오류 : 표준 절차나 표기법을 준수하지 못한 오류 

 운영상의 (Operation; OP) 오류 : 운영 절차상의 오류 

 문서화 (Documentation; DC) 오류 : 틀리거나 부족한 설명에 의한 오류 

 문법 (Syntax; SN) 오류 : 문법, 부호 표기법, 철자법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잘못

된 사용으로 발생하는 오류 

 기능 (Functionality; FN) 오류 : 기능이 요구에 미달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오류 

 시험 환경 (Test Environment; TE) 오류 : 시험 도구, 시험 데이타의 미비로 발생하

는 오류 

 시험 영역 (Test Coverage; TC) 오류 : 시험 전략의 불충분으로 모든 시험 영역 대

상을 시험하지 못하는 오류 

 기타 (Other; OT) 오류 : 기타 정의되지 않았거나 애매모호한 성격의 오류 

 

 

D.3  오류의 분류  

 

     오류는 그 유형과 종류를 조합하여 명시한다.  예를 들어 논리적(LO 유형)으로 

틀린(W 종류) 오류는 LO/W와 같이 표현한다. 

 



E.  검토 회의 수행 지침 
 

E.1  검토 회의 목적 

 

 개발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조기에 발견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산출물의 완전성 및 일관성 보장 

 개발자간 개념의 상호교환 

 프로젝트 진척도 측정 

 신규 인원 훈련 

 

 

E.2  진행 절차 

 

1. 발표자는 30 - 60분 이내에 검토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여 참석자를 선정하고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회의 자료를 배포한다. 

2. 참석자는 개최 전 배포된 자료를 검토하여 산출물에 대한 질문 사항들을 준비

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3. 기록자는 검토 회의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기록하고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

성한다. 

4. 산출자는 발견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여 해결 사항을 관련자들에게 통보한

다. 

 

 

E.3  유의 사항 

 

 산출자를 검토하지 말고 산출물을 검토할 것 

 검토 회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발견 

 모든 참석자는 산출물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인지 

 회의는 가능한 한 1~2 시간 이내로 

 

 

E.4  점검 목록 

 

1. 개발 기술 : 중요한 기술적 활동 수행성과 정의된 표준 및 규정의 준수성 

2. 소프트웨어 성능 :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기준 

3. 문서 작성 : 필요한 정보의 활용성과 내용의 명확성, 이해 용이성, 설명 근거의 

신뢰성 등 

 



F.  관리 번호 부여 지침 

 

 

     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항목들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관리 번호를 부여한다. 

 

 프로젝트명-항목명-버젼번호 

 

 

F.1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은 프로젝트 승인 시 부여되는 고유의 이름이며 프로젝트의 특성에 

적합한 5자 이내의 영문자로 구성된다. 

 

 

F.2  항목명 

 

     소프트웨어 항목들의 이름은 다음을 사용한다. 

 

 PL  : 개발 계획서 (Project Plan) 

 SRS : 요구 사항 분석 명세서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 

 SDD : 소프트웨어 설계 사양서 (Software Design Description) 

 UG  : 사용자 지침서 (User’s Guide) 

 TP  : 시스템 시험 계획서 (System Test Plan) 

 SRC : 원시 코드 (Source Code) 

 TR  : 시험 결과 보고서 (System Test Report) 

 OM  : 시스템 사용 설명서 (Operator’s Manual) 

 

 

F.3  버젼 번호 

 

     소프트웨어 항목의 버젼을 표시하며 1.00 부터 시작한다.  형상 관리 절차에 

따른 소프트웨어 변경 시마다 1.01, 1.02와 같이 계속 소숫점 이하 자리 수를 증가시

키고 시스템의 주 변경 시 2.0, 3.0과 같이 소숫점 앞자리 수를 증가시킨다. 



G.  소프트웨어 형상 기록 지침 
 

 

G.1  프로젝트 디렉토리 구성 지침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 진행 초기에 다음과 같이 구성된 프로젝트 관리  

디렉토리를 작성하여 프로젝트 진행 중 생성된 산출물들을 저장 관리한다. 

 

 

 

    PL  : 계획 수립 단계 산출물 

 

 

 

    SRS  : 요구 사항 분석 단계 산출물 

 

 

 

    SDD  :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 산출물 

 

 PRJ명 

 

    SRC  : 프로그램 코드 

 

 

 

    TEST  : 시험 관련 자료 

 

 

 

    ETC  : 기타 관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