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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제품과 로세스 에서 
국제표 과 비교를 통한 테스  론티어 

역량평가 모델 개선 방안
(Proposal : Improvement of Testing Frontier Capability 

Assessment Model through Compar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 Software Product and Software Testing Proces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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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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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테스  론티어 역량평가 모델은 10년  만들어진 ISO/IEC 9126의 소 트웨어 제품 품질기

과 TMMi, TPI의 로세스 검 기 들을 사용하다보니, Agile, TDD와 같은 새로운 로세스와 App, 

Web 같은 새로운 종류의 소 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에 한 역량평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런 문제에 한 개선을 하여 1) 소 트웨어 제품 품질 국제표  ISO/IEC 9126, ISO/IEC 25010 그리고 

SW 테스  로세스 국제표  ISO/IEC/IEEE 29119 part2 고찰, 2) TCAM 소개, 3) 소 트웨어 제품 

품질 에서 ISO/IEC 9126, ISO/IEC 25010와 TCAM 비교, 분석 4) 소 트웨어 테스  로세스 

에서 ISO/IEC/IEEE 29119 part2와 TCAM 비교, 분석, 5) TCAM의 개선을 한 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소 트웨어 테스 , 국제표 , 역량평가 모델, 시큐어 코딩, 테스  론티어, 소 트웨어 보증

Abstract The Testing Frontier Capability Assessment Model (TCAM) is based on ISO/IEC 9126, 

TMMi and TPI. Since ISO/IEC 9126, TMMi and TPI were made over 10 years ago, TCAM faces the 

problem that it can not assess and analyze the capability of small businesses that employ new 

software development methods or processes, for example Agile, TDD(Test Driven Development), App 

software, and Web Software. In this paper, a method to improve the problem is proposed. The paper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sections: 1) ISO/IEC 9126, ISO/IEC 25010 and ISO/IEC/IEEE 29119 part 

2 review 2)　TCAM review 3) software product quality perspective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ISO/IEC 9126, ISO/IEC 25010 and TCAM 4)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ISO/IEC/IEEE 29119 

part2 and TCAM and 5)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TCAM

Keywords: software testing, international standard, capability assessment model, secure coding, 

testing frontier, software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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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Intelligence | Source: Gartner, IDC, Strategy Analytics, company filings, BI Intelligence estimates

그림 1 로벌 인터넷 기기 출하량 측 그래

Fig. 1 Global Internet device shipments forecast

1. 서 론

‘2012 소 트웨어 산업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소 트웨어 기업은 6,785개[1]이며, 최근 5년간 

매년 300개 이상의 소 트웨어 기업들이 새로 생기고 있

다고 한다. 한, 로벌 인터넷 기기 출하량 측 그래

인 그림 1을 보면 2011년을 기 으로 개인 컴퓨터 기

기 출하량 보다 스마트 기기 출하량이 더 많으며, 2016

년이 되면 스마트 기기 출하량이 개인 컴퓨터 출하량 보

다 4배[2] 이상 될 것으로 측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

는 사실은 앱(app)과 웹(web) 소 트웨어 개발이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인 세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의 소 트웨어 개발 방법, 로세스 그리고 테

스  도구 등 모든 것들이 바 어야함을 의미한다. 201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인력과 지식기반이 세한 소/

벤처기업의 소 트웨어 테스  역량 개선을 목 으로 

TCAM서비스를 만들어 무료로 운 하고 있다. 하지만, 

TCAM의 기반이 되는 ISO/IEC 9126과 TMMi (Test Matu-

rity Model integration), TPI(Test Process Improve-

ment)는 모두 1990년 와 2001년에 나온 표 이다 보니, 

2010년 이후 스마트 기기에서 구동되는 최신 소 트웨어 

제품과 개발회사의 테스  역량을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

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제품 측면과 

소 트웨어 테스  로세스 측면에서 국제표 과 

TCAM을 비교, 분석하여 취약 에 한 개선 을 도출하

고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기반으로 TCAM의 서비스 

범 를 앱(app)과 웹(web) 소 트웨어 개발 기업까지 넓

히고,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킴과 함께 한민국 소 트

웨어 테스  산업의 로벌 진출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2. 소 트웨어 제품 품질 국제표  ISO/IEC 
9126, ISO/IEC 25010 그리고, SW테스  

로세스 국제표  ISO/IEC/IEEE 29119 
part 2 고찰

2.1 ISO/IEC 9126

ISO/IEC 9126은 2001년에 만들어진 소 트웨어 제품 

품질에 한 국제표 이다. ISO/IEC 9126에서는 소 트웨

어 제품이 갖는 품질 특성(characteristic)에 하여 6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6가지의 품질 특성은 27개 부특성(sub-

characteristic)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표 1에서

는 소 트웨어 제품의 품질 특성에 한 정의[3]를 정리했다.

2.2 ISO/IEC 25010

ISO/IEC 25010은 2011년 만들어진 시스템과 소 트

웨어 제품에 한 국제표 이다. ISO/IEC 25010에서는 

시스템/소 트웨어 제품이 갖는 품질 특성에 하여 8

가지로 구분하고, 8가지 품질 특성은 31개의 부특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표 2에서는 소 트웨어 

제품의 품질 특성에 한 정의[4]를 정리해놓았다.

2.3 ISO/IEC/IEEE 29119 part 2

ISO/IEC/IEEE 29119 Part 2는 2013년 만들어진 소

트웨어 테스트 로세스에 한 국제표 이다. Part 1

에서는 개념과 정의, Part 2는 로세스, Part 3는 문서

화, Part 4는 테스  기법, Part 5는 키워드 기반 테스

을 정의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재 Part 1, 2, 3는 국

제표 이 되었으며, Part 4는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승인단계, Part 5는 CD(Committee Draft) 

단계를 진행 이다. 테스트 로세스를 정의 하고 있는 

Part 2에서는 크게 테스트 로세스 그룹을 ‘조직  테

스트 로세스 그룹’, ‘테스트 리 로세스 그룹’,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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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SO/IEC 9126 품질 특성 정의 표

Table 1 ISO/IEC 9126 quality characteristics definition table

characteristic definition

기능성

(Functionality)

The capability of the software product to provide functions which meet stated and implied needs when the 

software is used under specified conditions.

(특정 조건에서, 문서화된 요구사항과 니즈에 해 제품에서 구 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의 역량)

신뢰성

(Reliability)

The capability of the software product to maintain a specified level of performance when used under specified 

conditions.

(특정 조건에서, 제품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

사용성

(Usability)

The capability of the software product to be understood, learned, used and attractive to the user, when used 

under specified conditions.

(특정 조건에서, 사용자가 제품을 이해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역량)

효율성

(Efficiency)

The capability of the software product to provide appropriate performance, relative to the amount of resources 

used, under stated conditions.

(특정 조건에서 정 자원을 사용하면서 요구된 성능을 내는 역량)

유지보수성

(Maintainability)

The capability of the software product to be modified. Modifications may include corrections, improvements 

or adaptation of the software to changes in environment, and in requirements and functional specifications.

(환경, 요구사항, 기능에 따라 개선/ 용/변경을 할 수 있는 역량)

이식성

(Portability)

The capability of the software product to be transferred from one environment to another.

(환경의 변화에 맞게 쉽게 바 어 지는 역량)

표 2 ISO/IEC 25010 품질 특성 정의 표

Table 2 ISO/IEC 25010 quality characteristics definition table

characteristic definition

기능 합성

(Functional 

Suitability)

degree to which a product or system provides functions that meet stated and implied needs when used under 

specified conditions

(제품 혹은 시스템이 명시된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 명시되거나 암시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

수행 효율성

(Performance

efficiency)

performance relative to the amount of resources used under stated conditions

(규정된 조건 하에 사용된 자원의 크기에 한 상  성능)

호환성

(Compatibility)

degree to which a product, system or component can exchange information with other products, systems or 

components, and/or perform its required functions, while sharing the same hardware or software environment 

(같은 하드웨어 혹은 SW 환경을 공유하는 동안 기타 제품, 시스템 혹은 구성요소를 교환할 수 있고/혹은 요구된 

기능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

유용성

(Usability)

degree to which a product or system can be used by specified users to achieve specified goals with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satisfaction in a specified context of use

(제품  시스템이 명시된 사용 환경에서 유효성, 효율성  만족의 명시된 목 을 달성하는 명시된 사용자에 인해 

사용될 수 있는 정도)

신뢰성

(Reliability)

degree to which a system, product or component performs specified functions under specified condition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시스템, 제품 혹은 구성요소가 시간이 명시된 기간에 해 명시된 조건 하에서 명시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도)

보안

(Security)

degree to which a product or system protects information and data so that persons or other products or systems 

have the degree of data access appropriate to their types and levels of authorization 

(제품 혹은 시스템은 정보  데이터를 보호한다. 그래서 사람 혹은 기타 제품 혹은 시스템이 자신의 유형  인증 

정도에 한 데이터 근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

유지 리성

(Maintainability)

degree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ith which a product or system can be modified by the intended 

maintainers 

(제품 혹은 시스템의 유효성이 유지 리자로 인해 변경될 수 있는 정도)

이동성

(Portability)

degree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ith which a system, product or component can be transferred from 

one hardware, software or other operational or usage environment to another 

(시스템, 제품 혹은 구성요소는 하드웨어, SW 혹은 기타 운  혹은 다른 하나의 사용 환경으로 환될 수 있는 유효성 

 효율성의 정도)

테스트 로세스 그룹’ 3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그

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룹의 하  개념으로 

로세스를 8개로 구분하며, 로세스의 하  개념으로 

activity를 두고 33개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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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SO/IEC/IEEE 29119 테스트 로세스 그룹

Fig. 2 ISO/IEC/IEEE 29119 test process group

3. TCAM 소개

TCAM[5]은 201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소 소

트웨어 기업들의 소 트웨어 테스  역량 측정  개

선 가이드 제공을 통해 기업의 역량강화를 목정으로 만

든 서비스다. TCAM은 TMMi, TPI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TMMi와 같은 평가모델에서는 역량개선을 해 지속

(continuous) 모델을 사용하지만, 개선 /후 비교를 

해서는 수와 벨로 표  가능한 ’단계(staged) 모델

이 가시성이 높고, 단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 [6]이 

있다. 이에 따라 TCAM은 단계 모델을 기본 구조로 하

고 있다. 그림 3에서 보여주듯 역량 벨은 3개로 구성

되며, level 1은 취약(0～50 ), level 2는 보통(51～85

), 우수(86～100 ) 벨을 부여한다. 로세스 역

(Process Area, 이하 PA로 칭함)은 생명주기, 테스  

기법, 테스  인 라, 테스  조직, 공통 5가지로 구성되

며, 키 역(Key Area, 이하 KA로 칭함)은 각 로세스 

역에 종속되는 항목들로 모두 20개가 있다. 20개의 

KA는 각각의 체크포인트를 포함하는데, 42개의 체크포

인트가 있으며, 42개의 체크포인트는 106개의 체크아이

템 검을 통해 수를 산출한다. 106개의 체크아이템은

그림 3 TCAM에서 역량 등

Fig. 3 Capability levels in TCAM

테스  련 업무 수행에 한 산출물의 존재 유무에

하여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련 시스템, 도구, 

문서 그리고 산출물에 한 확인과 인터뷰를 통한 평가

를 원칙으로 한다.

4. 소 트웨어 제품 에서 국제표 과 TCAM 

비교  분석

4.1 소 트웨어 제품 에서 ISO/IEC 9126과 ISO/ 

IEC 25010 비교

소 트웨어 제품 품질에 한 국제표 으로는 ISO/IEC 

9126과 ISO/IEC 25010이 있다. 2개 표 의 차이 이라

면, ISO/IEC 9126은 2001년에 만들어진 소 트웨어 제

품 품질에 한 표 이고, ISO/IEC 25010은 2011년 

ISO/IEC 9126을 기반으로 새로운 품질 특성과 품질 부

특성들이 추가, 정리된 표 이다. ISO/IEC 9126에서 

ISO/IEC 25010으로 가면서, ISO/IEC 9126에 있던 2개

의 품질 특성과 12개의 품질 부특성이 빠졌으며, 품질 

특성 1개와 품질 부특성 18개가 추가되었다. 결과 으로 

ISO/IEC 25010은 ISO/IEC 9126에 비해 2개의 품질 특

성과 4개의 품질 부특성이 많다. 그리고, 체 31개의 

품질 부특성  58%(18개)가 신규인 은 내용이 부

분 새롭게 개선된 것으로 단된다. 특히 주목할 은 

ISO/IEC 9126에서는 품질 부특성이었던 보안(Security) 

항목이 ISO/IEC 25010에서는 품질 특성이 되었고, 기

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부인방지(non-repu-

diation), 투명성(accountability), 진본성(authenticity) 5

가지 품질 부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다. 최근 모바

일 기기의 폭발 인 사용 증가로 앱과 웹 소 트웨어의 

매출 비 이 높아짐에 따라 품질 특성  보안에 

해서는 추가 인 심이 요망된다.

4.2 소 트웨어 제품 에서 ISO/IEC 9126과 ISO/ 

IEC 25010를 기 으로 TCAM 비교  분석

본 논문에서는 ISO/IEC 9126을 (old) 소 트웨어 

제품 품질 기 으로 설정하고, ISO/IEC 25010은 신규

(new) 소 트웨어 제품 품질 기 으로 설정하여 TCAM

과 비교 분석하 다. ISO/IEC 9126과 TCAM을 비교해

보면, ISO/IEC 9126의 27개 품질 부특성에 하여 

TCAM은 19개 항목에 한 검이 가능하 다. 반면, 보

안성, 회복성, 신뢰 수성, 친 성, 안정성, 유지보수 수

성, 용성, 이식 수성은 검 취약항목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ISO/IEC 9126을 기반으로 하는 소 트웨어 제

품 품질 기 에 해서는 TCAM이 약 70% 검이 가능

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 검 커버리지’로 정

의하며, ISO/IEC 9126에 한 TCAM의 검 커버리지

는 70%가 된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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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커버리지 =

국제표준의품질부특성또는엑티비티
의체크포인트 

다음으로 ISO/IEC 25010과 TCAM을 비교해보면 제

품 품질 특성 8개  3개(실행효율성, 호환성, 보안성)은 

검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품 품질 

부특성 31개  9개만이 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ISO/IEC 25010에 한 TCAM의 검 커버리

지가 29%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 트웨어 제품 품질 에서 정 국제표 인 ISO/ 

IEC 9126과 신규 국제표 인 ISO/IEC 25010을 TCAM

과 비교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세로축인 ISO/IEC 

9126은 제품 품질 에서 (old) 표  측면이며, 

가로축인 ISO/IEC 25010은 신규(new) 표  측면을 의

미한다. 이 게 소 트웨어 제품 품질을 2차원으로 설정

한 다음, 을 Y축으로 하고, 신규를 X축으로 하여 

0～100 으로 2차원 그래 로 표 한 것이 그림 4이며, 

소 트웨어 제품 품질  2차원 비교 결과 그래 다. 

그림 4에서 , 신규 표 과 TCAM을 비교한 수로 

그려지는 삼각형의 면 이 소 트웨어 제품 품질 

에서 TCAM이 평가  분석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기 이 되는 TCAM이 커버해야하는 기  역을 계산

하면, (100*100)/2 = 5,000이다. 본 논문에서 측정된 TCAM

의 결과 역은 (70*30)/2 = 1,050이다. 결과 역을 기

 역으로 나눠보면, 약 21%가 나오며, 제품 품질 측

면에서 TCAM이 신규,  표 을 커버하기에는 부족

하며,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실행효율성, 호환성, 보안

성에 한 PA, KA, Checkpoints 우선 으로 추가되어

야 한다. TCAM의 검 커버리지는 신규,  표 에 

하여 각각 86  이상을 만족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5. 소 트웨어 테스  로세스 에서 ISO/ 

IEC/IEEE 29119 part2와 TCAM 비교  분석

ISO/IEC/IEEE 29119의 총 33개 activity와 TCAM

을 비교 검한 결과, 33개  22개가 검 가능 항목

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ISO/IEC/IEEE 29119 part2에 

한 TCAM의 검 커버리지가 67%가 됨을 의미한다.

TCAM의 경우 실제 테스트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동  

테스트 로세스(Dynamic Test Process)에서는 약 80%

가 검 가능으로 나와서 수행 측면에서는 반 이 잘 되

어 있지만, 조직  테스트 로세스(Organizational Test 

Process)와 테스트 리 로세스(Test Management 

Process)에서는 33%, 65% 정도만 검 가능으로 나와서 

개선이 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테스트 로세스는 소 트웨어 개발 과정 에서 결

함을 발견, 제거를 목 으로 한다. 그리고 이 은 보안 

약   취약 (vulnerability)이 없는 소 트웨어를 의

미하는 시큐어 소 트웨어(Secure Software)[7]와도 그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최 한 보안 약   취약

의 제거를 목 으로 하는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 

[8]의 로세스를 TCAM에 용하여 PA, KA, check-

points를 추가한다면 앞서 발견되었던 보안에 한 취약

과 조직, 리 로세스의 취약 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6. 개선 방안 제안  향후 연구

그림 5에서는 소 트웨어 제품의 신규,  측면과 

소 트웨어 테스  로세스 측면 3개를 각각 x, y, z축

으로 하여 TCAM과 국제표  간 비교한 결과를 3차원 

그래 로 표 하 다. 기 이 되는 삼각뿔의 부피를 구

해보면((100*100)/2*100)/3 = 166,666 이다. TCAM의 

검가능 역을 부피로 계산해보면, ((70*30)/2*67)/3 

= 23,450이다. 제품 측면의 2개축과 로세스 측면의 1

개 축, 총 3개의 축을 통해 만들어 지는 삼각뿔의 부피

로 TCAM의 평가역량을 계산해보면, 약 14.1% 정도임

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소 트웨어 제품 품질 

측면과 소 트웨어 테스  로세스 측면에서 국제표

과 비교, 분석하여 도출된 TCAM의 개선 을 정리해보

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2차원 결과 그래

Fig. 4 Results of 2 dimensional graph

첫 번째, 재 TCAM의 PA 벨에서 보안, KA 벨 

에서 용성, 유지보수는 TCAM에서 검이 불가능하

므로, 우선 으로 검 항목 추가 필요(소 트웨어 제품 

품질  ISO/IEC 9126, 25010 기  공통 부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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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차원 비교 그래

Fig. 5 Results of 3 dimensional graph

두 번째, TCAM의 PA 벨에서 실행효율성, 호환성, 

유용성과 KA 벨에서 회복성, 가용성 추가 필요(소 트

웨어 제품 품질  ISO/IEC 9126, 25010 기  일부 부

족항목)

세 번째, 조직  테스트 로세스, 테스트 리 로세스, 

동  테스트 로세스 측면에 한 PA, KA, Checkpoint 

추가가 수행되어야 함( 로세스  ISO/IEC/IEEE 

29119 기  부족항목)

네 번째, TCAM의 검 커버리지를 소 트웨어 제품

과 과 로세스 에서 정량 으로 86 (86 의 기

은 CMMi와 ISO/IEC 15504에서 평가 시 제시하는 

Fully 등  기  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다서 번째, 앱(app)과 웹(web) 소 트웨어에 한 

TCAM의 원활한 평가가 가능해지기 해서는 app과 

web의 취약 에 한 개선을 해 구 과 애 에서 사

용하는 시큐어 코딩 규칙과 로세스에 한 조사, 분석 

후 TCAM에 한 용이 필요하다.

결론 으로 소 트웨어 제품  로세스의 취약  

개선  향상을 해 사용하는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

의 검항목들과 소 트웨어 보증[9]의 로세스들을 

TCAM의 PA, KA, checkpoints 에 추가할 것을 제안

하며, 차후 소 트웨어 제품  로세스  3차원 재

평가를 수행하여 각각 86  이상 만족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연구로는 본 문에서 제안한 시큐어 코딩과 소

트웨어 보증 등을 조사, 분석 후 개선 방안을 용한 

TCAM의 개선 결과물과 개선된 TCAM을 활용한 기업

의 테스  역량 개선 사례  효과에 하여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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