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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계획에 따
른 소프트웨어 품질 점수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 품
질과 동시에 전체 일정 목표를 고려 할 수 있는 프
로젝트 계획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을 수행한 뒤, 주어진 인력할당 결과를 바탕으로 일
정을 산출하고, 전체 일정 및 인력 할당 결과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한다. 평가는 품질 점수와 시
간을 적합성 함수로 사용한다.

핵심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계획, 소프트웨어 프로
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품질, 인력 할당

1. 서 론
비합리적인 프로젝트 계획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1], 프로젝트 계획
초기 단계에서 자동화된 프로젝트 계획 생성 기법을
적용해 관리자가 합리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
젝트 계획 생성 요소에 대한 모델을 정의하고(2 장),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정의하여 제한 시간
을 고려한 탐색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기법을 설명하고
(3 장), 제안된 기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4 장).

그림 1 소프트웨어 품질 점수 산출 단계

3.1 소프트웨어 품질 점수 산출

소프트웨어 품질의 정량화를 위하여 [4]에서 도출
된 산업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집중도, 이해도, 전
문성을 정의한다. 집중도 점수는 작업에 할당된 개발
자들의 다중 업무 할당 정도를 나타낸다. 이해도 점
수는 작업에 할당된 개발자들 중에 해당 작업의 선
행 작업에 할당되었던 개발자들의 비중을 나타낸다.
[그림 1]와 같이 품질 점수에 각 작업 별, 각 개발 단
계 별 특성(작업의 심각도, 단계별 가중치)을 반영하
기 위해 단계별로 소프트웨어 품질 점수를 산출한다.

2. 모델 정의
프로젝트 계획 생성을 위한 개발자, 작업, 생산성
모델을 각각 정의한다. 각 모델은 알고리즘화 가능한
수준으로 자세하게 작성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간
략하게 의미를 서술한다.
개발자 모델은 각 개발자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한다. 한 개발자는 여러 기술을 가질
수 있다[2]. 작업 모델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의
선-후행 관계, 공수, 심각도, 요구되는 기술 집합, 최
대 할당 가능한 개발자 수를 포함한다. 생산성 모델
은 개발자가 단위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공수를 계산하는 모델이다. 개발자의 능력과 작업에
투입된 개발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
게 된다.

그림 2 유전자 알고리즘의 계획 생성 솔루션 형태

3.2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 계획 생성
유전자 알고리즘은 탐색 알고리즘으로서, 무작위
로 솔루션을 생성한 뒤 적합성 함수의 평가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 세대에 전이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으
로 수행된다. [그림 2]와 같이 각 유전자는 해당 작업
(𝑡𝑡𝑖𝑖𝑖𝑖 )에 할당된 개발자(𝑑𝑑𝑖𝑖𝑖𝑖 ) 집합을 갖고 있다.

3. 소프트웨어 품질 기반 프로젝트 계획 생성 기법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3]에서 사용한 유전자 알
고리즘 기반의 휴리스틱 탐색을 이용하여 인력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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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합성 함수

5. 관련연구

평가를 위하여 제한시간과 산출된 기간의 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적합성 값을 사용한다. 제한 시간
을 만족한 경우 시간 점수를 1 로 유지하되, 제한 시
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시간 점수와 품질 점수를
모두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 제한 시간은 적합성 함
수 값을 구하기 위하여 관리자로부터 입력되어야 한
다. 만약 입력된 제한 시간이 과도하게 짧아서 해당
제약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의미 있는 프로젝
트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계획 생성 문제는 많
은 경우 시간 또는 비용의 최소화만을 다루었다[5].
두 가지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
법도 제안되었으나[7], 목표에 부합하는 많은 대안 중
에서 관리자가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프로젝트 계획 생성 기법에서 기존에
프로젝트 일정만을 고려하던 것과 동시에 추가적으
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고려할 수 있는 자동화된 프
로젝트 계획 생성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 계획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 점수를 도
출하는 방법을 정의하였으며,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시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한 시간이라는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이 기존 시간 기반 기
법의 최소 시간을 만족함과 동시에 더 높은 품질 점
수를 갖는 계획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한 시간을 활용하여 적합성 함수를 구현함으로써 시
간과 품질을 모두 만족하는 프로젝트 계획을 효과적
으로 탐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품질
점수를 작업, 개발 단계, 프로젝트 수준으로 구성함
으로써 작업의 심각성과 DAM(Defect Amplification Model)
모델에 따른 각 개발 단계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
었다.

4. 사례 연구
총 80개 의 실 험 데 이 터 셋 에 대 하 여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과 시간만을 고려하는
기법의 프로젝트 계획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1 시간 기반 기법과의 비교 실험 결과
시간 기반 기법
품질 기반 기법
실험 데이터 셋
Duration Quality Success Quality
(#작업, #개발자)
(days)
Score
rate
Score
Set 1 -10 (18, 10)
206.9
0.59(1)
43%
0.73(1.23)
Set 11-20 (32, 10)
278.5
0.53(1)
77%
0.64(1.22)
Set 21-30 (32, 15)
252.6
0.49(1)
68%
0.64(1.31)
Set 31-40 (32, 20)
293.9
0.45(1)
58%
0.64(1.42)
Set 41-50 (62, 10)
444.6
0.46(1)
99%
0.58(1.25)
Set 51-60 (62, 15)
343.9
0.41(1)
92%
0.51(1.25)
Set 61-70 (62, 20)
410.4
0.37(1)
96%
0.49(1.34)
Set 71-80 (92, 15)
474.3
0.37(1)
99%
0.4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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