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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측정 및 분석 활동은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측정 및 분석 활동에 요구되는 높은 비용과 신뢰성 
있는 메트릭 데이터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측정 및 분석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메트릭 자동 수집 및 분석 도구와 이 도구를 기반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 관련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도구와 방법을 통해 메트릭 수
집에 대한 오버헤드를 없애 측정 및 분석 활동의 수행을 쉽게 할 수 있고 수집된 메트릭의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중에 메트릭의 지속적인 수집이 
가능하고 수집과 동시에 수집된 메트릭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의 조
기 식별과 해결을 가능케 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향상과 문제해결에 드는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서론 

소프트웨어 공학적 연구 측면에서 메트릭이 프로젝

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예측할 수도 제어

할 수도 없다[1].”라는 말이 있듯이 소프트웨어 메트

릭의 일관된 수집과 분석은 소프트웨어 제품과 개발 
프로세스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효과적인 측정 및 분석 활동은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

이 자신의 개발 역량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배
포에 있어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준
다.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 측정과 분석 활동을 통
한 객관적인 정보의 획득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
득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프로젝트 목적의 추적, 문
제의 조기 식별 및 대처, 대안절충 의사결정, 의사결

정의 정당화가 있다 [2]. 이 외의 이득으로는 CMMiTM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3], PSP (Personal 
Software Process)[4], SPICE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and Capability dEtermination)[5]가 메트릭 
측정과 분석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소프

트웨어 프로세스 개선의 측면에서도 측정과 분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측정과 분석의 중요성이 인식되

고 실현될 경우 이전에 언급한 이익들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메트릭의 수집

과 분석 활동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은 그
리 많지 않다. 메트릭 수집과 분석 활동에 요구되는 
높은 비용이 그 주된 요인이다. 기존의 측정 방법론

과 도구들은 개발자 또는 메트릭 측정을 담당하는 이
들이 메트릭을 기록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방법

은 개발자에게 많은 오버헤드를 부과시키거나 측정을 
담당하는 이를 고용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또한 수집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개발자나 
측정의 담당자가 수집, 기록하는 메트릭 데이터는 수
용 가능한 신뢰도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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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개발 업무에 충분히 바쁜 개발자에게 
신뢰도 있는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발자의 개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메트릭 데이터를 수집해 주는 도구와 이 도
구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 시 객관적으로 문제를 인
식하고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장에서는 메트릭 자동 수집 및 분석 도구를, 3 장

에서는 이 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 관련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 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서 기술한다. 
 
2. 메트릭 자동 수집 및 분석 도구 

이 장에서는 개발자의 개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메트릭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를 
기술한다. 메트릭의 자동 수집과 분석 도구를 위한 
모듈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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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 및 분석 도구 

2.1 센서(Sensor) 
센서는 메트릭을 자동으로 수집해 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로써 시간, 크기, 품질과 복잡도 등의 메트릭을 
수집한다. 센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개
발 도구(예, Eclipse, Visual C++)에 플러그인 형태로 삽
입 되어 메트릭을 수집하는 센서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체제의 시스템 호출을 감시하여 메트릭을 수집하

는 센서이다. 플러그인 센서는 코딩, 테스팅, 설계, 요
구사항, 형상관리 도구 등에 삽입되어 필요한 메트릭

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수집된 메트릭은 클라이언트 
매니저로 전송된다. 센서의 핵심은 개발자에게 자신

의 주요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으로부터 메트

릭 수집 활동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완전히 없애준다

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신뢰성 있고 일관된 메트릭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주요 센
서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TimeSensor: 시스템 호출 감시 센서. 애플리케이

션 사용 시간을 수집한다. 

 FileMonitor: 시스템 호출 감시 센서. 개발자가 수
정 중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CVS (Concurrent Versions System) Server Sensor: 플
러그인 센서. CVS 서버의 저장소에서 관리되는 
소스 파일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JUnit Sensor: 플러그인 센서. 유닛 테스트의 결과

를 수집한다. 
 Source Code Analyzer: 플러그인 센서. 소프트웨어 

크기 및 품질과 복잡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Eclipse Sensor, Visual C++ Sensor: 플러그인 센서. 

수정중인 소스 파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2.2 클라이언트 매니저(Client Manager) 
클라이언트 매니저는 여러 개의 센서에서 보낸 데

이터에 대해 필요한 프리프로세싱(pre-processing)을 하
고 프리프로세싱 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서버에 보
내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한다. 또한 캐시 기
능으로서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센서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네
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모아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

한다. 
 

2.3 서버(Server) 
서버는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매니저로부터 전송되

는 메트릭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메트릭 
데이터의 분석과 결과 제공 및 사용자와 프로젝트 관
리 기능을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한다. 서버는 
사용자의 다양한 질의를 받아서 저장된 메트릭에 대
한 분석 결과를 웹 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해 
준다. 또는 사용자는 분석 방식을 미리 서버에 정의

하여 분석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2.4 데이터베이스(Database)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와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 및 

수집된 메트릭을 저장한다. 
 
3.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련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

을 가이드 해주는 방법 

본 논문이 제안하는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을 가이

드 해주는 방법은 객관적인 문제 파악과 의사 결정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센서로부터 자동으로 수집된 소
프트웨어 프로세스와 제품 메트릭에 기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 개발자의 개발 활동

과 관련된 메트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되고, 저장된 메트릭을 분석하여 다양한 분석 
결과를 개발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제공함으로

써 객관적으로 이슈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파
악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한 활동이 올바른 결
과를 가져오는지를 계속적으로 수집되는 메트릭 데이

터의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다. 측정 및 분석 프로세

스에는 (그림 2)와 같이 계획, 수집, 분석 활동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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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 및 분석 프로세스 

3.1 측정 및 분석 활동 계획 
측정 및 분석 활동 계획에서는 측정의 목적을 파악

하고(GQM[11]) 파악된 목적의 추적에 필요한 센서를 
결정하고 특정 메트릭에 대한 한계값을 지정한다. 또
한 분석 결과를 이메일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받기 위
하여 필요한 메트릭과 분석 기법을 지정한다. 그 외
에 프로젝트 정보 입력, 개발자/관리자 등록을 계획 
단계에서 한다. 계획 활동은 프로젝트 초기에 주로 
이루어지나 새로운 이슈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 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필요

한 센서를 추가하거나 주기적인 분석 결과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3.2 데이터 수집 

메트릭 데이터의 수집은 센서에 의해서 개발자의 
개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수집된다. 소프트웨어 측
정 및 분석 활동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메트릭 수집 활동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수집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노력

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센서

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3 데이터 분석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이슈 발견과 해결을 하
는 것이 주 목적이다. 또한 이슈 해결에 대한 검증 
활동도 포함한다. 메트릭의 발생과 동시에 수집과 분
석을 할 수 있으므로 이슈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된다. 개발자나 프로젝트 관리자는 필요 시에 서버에 
접근해서 수집된 메트릭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고,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메트릭 데이터의 분석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된다. 

 메트릭 데이터의 흐름 분석: 시간의 경과(예, 시
간/날/주/월마다)에 따라서 메트릭 데이터가 어떻

게 변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계획 값이 있는 경우 계획 대비 실제 
값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이슈를 파악할 수 있
다. 

 메트릭 데이터의 한계값 분석: 특정 메트릭에 대

해서 한계값을 지정한 후, 실제 수집되는 메트릭 
데이터가 이 한계값을 넘어가는 지 아닌지를 살
펴봄으로써 이상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6])를 이용하여 한계값 
분석을 할 수 있다. 

흐름 분석과 한계값 분석을 통해서 이슈를 파악한 
후 이슈 해결을 시도한다. 이슈 해결에서는 메트릭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

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슈 해결에서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는 계속적으로 수집되는 메트릭 데이터

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가 있다. 
분석은 개발자 개인 레벨에서의 분석과 프로젝트 

레벨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개발자는 자신의 개발 
활동과 관련된 메트릭에 대해 분석을 할 수 있고 다
른 개발자와 관련된 메트릭에는 접근할 수 없다. 프
로젝트 관리자도 개발자 개인의 메트릭에 접근을 할 
수 없다. 이는 개발자 개인의 메트릭이 개인의 성과 
평가에 쓰일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준다. 프로젝트 
관리자와 개발자들은 프로젝트 레벨에서의 분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개발자들이 발생시킨 결함

의 총 개수를 주기적으로(예 날마다) 추적할 수 있다. 
 

4. 관련 연구 

4.1 Hackystat and Software Project Telemetry 
Hackystat 는 PSP 메트릭(시간, 크기, 결함)을 자동

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도구[7]
이다. 센서라는 프로그램이 개발 도구에 플러그인 형
태로 삽입되어 PSP 메트릭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수
집된 데이터는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개발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
석할 수 있다. 이 도구의 확장된 버전은 PSP 메트릭

과 함께 Commit(소스 형상관리 도구에서 commit 이벤

트에 대한 메트릭 데이터), Build(소스 코드 빌드와 관
련된 정보) 등의 메트릭을 수집하고 프로젝트 팀 레
벨에서의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 확장된 도구는 
수집된 메트릭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관리에서 객관적

인 의사 결정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젝트 
관리 기법인 Software Project Telemetry[8] 연구에 사용

되고 있다. Software Project Telemetry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메트릭 데이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프로

젝트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툴(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집된다. 

 메트릭 데이터는 분석을 위해 타임스탬프 (time-
stamp) 정보와 함께 저장된다. Software Project 
Telemetry 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메트릭의 변화

에 중점을 둔다. 
 메트릭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수집되고 개발자와 

관리자는 수집된 데이터에 즉시 접근할 수 있다. 
Software Project Telemetry 에서 제안하고 있는 프로

젝트 관리는 문제 발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 생성, 
프로세스 변경, 가설 검증, 결과 분석의 과정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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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ROM (Pro Metrics) 
PROM[9]은 소프트웨어 제품과 프로세스 메트릭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도구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PSP 메트릭, 프로시저와 객체 지향 
메트릭, 워드 프로세스를 가지고 문서 작업 등의 코
딩 작업 이외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특별 메트릭을 
포함한다. PROM 은 다음의 네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

어져 있다. 
 PROM Probes: 개발 관련 도구에 플러그인 형태로 

부착되어 관련 메트릭을 수집하는 PROM plug-in
과 운영체제의 시스템 호출을 감시하는 PROM 
Trace를 포함한다.  

 PROM Transfer: 수집된 데이터를 플러그인으로부

터 받고, 필요한 프리프로세싱(pre-processing)을 
한 후, 프리프로세싱된 메트릭 데이터를 PROM 
Server로 보낸다.  

 PROM Server: PROM Database에 데이터를 저장하

는 역할을 하며 분석 및 프로젝트와 사용자 관리 
등의 기능을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한다. 

 PROM Database: 사용자와 프로젝트 관련 정보, 
수집되는 메트릭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저장한다. 

개발자와 프로젝트 관리자는 웹 페이지를 통해서 
PROM Server 에 원하는 종류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코드의 길이, 복잡도, 커플링(coupling)
을 나타내는 그래프, 한 프로젝트에 쓰여진 전체 시
간 등 원하는 분석을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PROM 
Server 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 3 자(third-parties)가 
제작한 분석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분석을 할 수 있
게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센서를 이용한 메트릭의 자동 수집과 서버를 통한 

수집된 메트릭의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Hackystat
와 PROM 도구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도구와 비슷하

다. Software Project Telemetry 는 메트릭 기반의 프로젝

트 관리 기법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연구들의 확장을 제안한다. 

 센서의 확장: Hackystat 도구에서는 수정되는 파일

에 대해서만 시간 사용량을 측정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도구는 기술 문서 등의 문서 읽기와 파
일의 수정 또는 읽기를 포함하지 않는 작업 (예, 
Internet Explorer의 사용)에 대해서도 시간 사용량

을 측정하려고 한다.  
 분석 기능의 확장: Software Project Telemetry는 시

간 경과에 따른 메트릭 데이터의 흐름 분석만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SPC의 적용을 통한 이
상 현상 파악을 제안한다. 또한 계획 데이터를 
이용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한다(예, EVMS[10]).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센서 기반의 메트릭 자동 수집 및 
분석 도구와 이 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프
로젝트 관련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구와 
방법을 통해 메트릭 수집에 대한 오버헤드를 없애 지
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측정 
및 분석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신뢰성 있는 메트

릭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여 이 수집된 메트릭의 분
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 할 수 있
다. 또한 위험 요소의 조기 식별과 해결이 가능하여 문
제해결에 드는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 및 프로세스 메트릭 측정 및 분석

은 프로젝트 관리 이외에도 프로세스 개선에 있어서

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수집되는 메트릭의 분석

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프로세스의 요소를 파
악할 수 있고, 시도한 프로세스 개선이 실제로 개선

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안

하는 센서 기반 메트릭 수집 기법의 측정 및 분석 도
구를 확장하여 프로세스 제어 및 프로세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향후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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