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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MMI를 용하여 로젝트 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산출물 리를 해 마르미-III의 산출물 제작에 
한 내용을 추가하여 소규모 기업에서 로젝트 착수단계에서 완료단계까지 체 Life Cycle공정을 
리할 수 있고 필수 인 수행활동과 생성되는 작업산출물들을 정의하고 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CMMI와 마르미-III에 하여 알아보고 ML2-PMS에서 용한 방법과 처리 등을 알아

보고 모듈식 구성을 통하여 수정과 추가, 삭제등이 용이한 시스템의 구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론

  제품의 품질이 로세스의 품질에 의존 한다는 것

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산업계의 많은 소 트

웨어 조직들은 ISO/IEC 15504,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등과 같은 성숙도 모델

을 기반으로 한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6][7]. 소 트웨어 로세스를 개선하

여 소 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개발능력

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러 근 방법들이 

시도 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하여 SPI모델이 

나오게 되었고, 그  CMMI모델이 최근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업무 력을 하여 개발 되어지는 로

젝트 리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SPI모델을 용하지 

않고 개발되어져 실패 는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1][3][4][5].

  이에 본 논문은 CMMI를 용하는 로젝트 리 

시스템을 개발하 고 용된 로세스는 성숙도 

벨2의 7개의 PA(Process Areas)  5개의 로세스

만 용하 다. 한 로젝트 진행 시 개발 방법론

인 마르미-III의 작업공정  산출물 리 기능을 추

가 용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련연구

인 CMMI와 마르미-III를 소개하고, 3장은 CMMI 기반 

로젝트 리 시스템(ML2-PMS)과 개발방법론 용

을 설명하며, 4장에서는 본 시스템의 형상 리 로세

스 용 사례를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고자 한

다.

2. 련 연구

2.1 CMMI

  CMMI는 조직의 로세스 개선을 통한 소 트웨

어 개발에 있어 비용, 품질, 일정 모든 것을 충족시

키기 한 로세스 임워크의 성숙도를 높이기 

한 모델이다.

  CMMI의 목 은 미숙한 로세스나 임시 로세

스로부터 성숙한 로세스를 구별해 내는 것이 목

이다. 미숙한 소 트웨어 로세스를 가진 소 트웨

어 조직에서 로젝트는 가이드라인 없이 수행되는

데, 로젝트 산출물은 과 로젝트 리더의 역량

에 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결과를 상할 수 없

게 된다. 반면 성숙한 로세스를 가진 조직에서의 

로젝트는 조직이 소 트웨어 로젝트를 해 마

련한 다양한 로세스에 따라 수행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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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결과는 과 로젝트 리더의 역량보다는 

로세스의 통제에 따라 좌우된다. 그리하여 성숙한 

로세스일수록 로젝트를 좀 더 잘 통제하고, 결

과를 훨씬 잘 측할 수 있게 된다.

  CMMI는 성숙도 벨(Maturity Level)을 통하여 

기업의 로젝트 수행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성숙도

를 높이려면, CMMI의 성숙도 벨로 간주되는 각 

단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각 성숙도 벨은 로세

스의 특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높은 성숙도 

벨은 로세스의 어떤 특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높은 성숙도 단계에서는 훌륭한 소 트웨어 로세

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뛰어난 특성을 발견할 수 있

다. 그러므로 CMMI 임워크는 성숙도의 각각 

다른 벨에서의 소 트웨어 로세스 핵심 요소를 

기술한다. 그 결과로 미숙한 는 임시 로세스에

서 성숙도가 높은 로세스로 이동할 때 소 트웨어 

로세스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이 길은 다섯 개의 성숙도 벨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래 (그림 1)에서 각 단계를 볼 수 있다.

(그림 1) 성숙도 벨

  벨은 PA로 구성되어 있으며 PA는 특정목표(SG)

와 일반목표(GG)로 이루어져 있다. PA의 구성도는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다.

<표 1> PA 구성도

2.2 마르미-III

마르미-III는 한국 자통신연구원과 숭실 학교가 공

동으로 개발한 FOCUS(Family Oriented Component 

System Methodology)를 로토 타입으로 하여 지

난 2001년에 발표된, 컴포 트 기반 개발 방법론이

다. 마르미-III는 컴포 트의 개발  컴포 트 기반

의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작업과 작업 수행에 필요

한 기법  작업별 산출물을 정의하고, 작업에 따른 

상세한 개발 차와 지침을 제공한다.

마르미-III는 다양한 CBD방법론의 강 을 취합하

을 뿐만 아니라, 소 트웨어 컴포 트 기술을 선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수렴하여 

국내의 실정과 정서에 맞게끔 개발되었다. 한, 컴

포 트를 한 산출물 표 , 품질 표 , 유통 표 , 

그리고 응용 표  등을 해 활동하는 다른 조직들

과 연계하여 방법론을 개선하고 있다는 은 다른 

방법론과는 매우 차별화 되는 이다.

3. CMMI 기반 로젝트 리 시스템(ML2-PMS)

3.1 시스템 개발 환경

System : Sun Ultra-5

OS : Solaris 10

Web Server : Apache 1.3.34

Language : PHP 4.4.3

Database : Mysql 4.0.26

3.2 시스템 소개

  로세스 개선 모델인 CMMI 기반으로 개발자 심 

기능과 강력한 리자 기능을 포함하는 ML2-PMS를 

구축함으로써, 로젝트 설계단계에서부터 완료단계

까지 제반 추진상황과 진행 상황을 통제․ 리․모

니터링 할 수 있는 로젝트 리시스템을 목표로 

구축 하게 되었다.

  부분의 소규모 기업에서는 리자의 역량에 따

라, 는 작업자의 능력에 따라 로젝트가 진행되

어 왔다. 이것은 많은 로젝트에서 실패를 가져왔

고 리자의 능력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러한 문제  때문에 CMMI나 ISO/IEC 15504등이 

나왔지만 소규모 기업에 용하기에는 내용이 방

하기 때문에 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는 CMMI 성숙도 벨  벨 2까지를 용하고

자 하는데 벨 2의 PA는 아래 <표 2>과 같이 7개의 

PA로 구성되어 있다. 한 벨 2의 PA의 SG와 GG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만을 본 시스템에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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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 CMMI Level 2 Process Areas

  

3.3 시스템의 구성  설계

  본 시스템은 모듈 단 의 로그램들과 그것을 컨

트롤 하는 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은 

한 기능 모듈과 UI모듈로 나뉘어 있으며 기능 모

듈은 체로 CMMI에서 필요로 하는 SG와 GG에 

한 기능들을 담고 있다. 아래 (그림 2)은 ML2-PMS

에서 UI 모듈과 처리 모듈간의 계를 나타낸 그림이

다.

(그림 2) ML2-PMS 시스템 구성

  UI모듈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구성 되어있다. 

각 모듈은 처리를 담당하는 Class와 화면을 표 해

주는 Html과, Html과 Class를 연결해 주는 

Handling, 데이터를 DB에 등록해주는 일들로 구

성되어 있다. 한 각 모듈을 연결해 주고 페이지들

을 연결해 주는 데이터들은 DB에 장되어 있으며 

실질 인 통제는 DB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림 3) 모듈의 구성

  모든 모듈들은 리 시스템에서 DB와의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를 달받아 페이지 이동이나 타 모듈

과의 연동을 통하여 데이터를 만들게 된다.

3.4 개발 방법론 용

  소 트웨어 개발방법론에는 RUP (Rational Unified 

Process), Catalysis Methodology (CBD96), 마르미-III 

등 많은 종류가 있다. 본 ML2-PMS에서는 마르미

-III를 용하여 작업공정과 산출물 리 등을 생성하

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개발 방법론을 

용함으로써 일정과 인력배치 등 간단한 항목들만

의 수정으로 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공정

별로 요구하는 산출물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CMMI

의 성숙도 벨2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SG와 GG를 

지원한다.

4. CMMI의 PA  형상 리 PA 용

SP&GP 수행

SP 1.1-1 형상 항목 식별

SP 1.2-1 형상 리 시스템 확립

SP 1.3-1 베이스라인 개발  배포

SP 2.1-1 변경 요청 추

SP 2.2-1 형상항목 통제

SP 3.1-1 형상 리 기록 확립

SP 3.2-1 형상감사 수행

GP 2.1 조직 방침 수립

GP 2.2 로세스 계획

GP 2.3 자원 제공

GP 2.4 책임 할당

GP 2.5 직원 훈련

GP 2.6 형상 리

GP 2.7 련 이해 당사자 식별  참여

GP 2.8 로세스 감시  통제

GP 2.9 표  수여부의 객  평가

GP 2.10 상  리자와 상태 검토

<표 3> CM(형상 리) 의 SP 와 GP

  형상 리는 표 으로 CVS와 VSS가 많이 쓰이

는데 본 로그램에서는 형상 리 로그램을 개발

하여 산출물 리 모듈로 제작하 다. 수행에서 몇 

가지를 로 들면  <표 3>에서 SP 1.2-1 형상 

리 시스템 확립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업 산출물을 

통제하기 한 형상 리와 변경 리 시스템을 수립

하고 유지한다.' 라고 나타나 있다 이것은 산출물 

리 모듈에서 산출물을 장한 등록자와 변경자 들

을 로그로 남김으로써 문제 을 해결하 고 SP 

2.1-1 변경 요청 추 에서 나타나 있는 '형상항목에 

한 변경 요청을 추 한다.' 라고 기술 되어 있는

데 이 부분 한 로그로 남긴 정보를 통하여 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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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SP 2.2-1 형상항목 통제는 산출물 리 담

당자나 간 리자의 승인 하에 변경 는 등록, 

삭제를 할 수 있는 통제를 함으로써 해결하 다.

  GG에서는 GP 2.2 로세스 계획에 기술되어 있

는 내용을 보면 '형상 리 로세스를 수행하기 

한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이 부분은 일정 모

듈에 등록함으로써 일간, 주간, 월간 등 산출물에 

한 등록 일정을 지원함으로써 해결하 다. 한 일

정뿐만 아니라 작업 모듈에서는 특정작업에 한 필

요 산출물 등록을 통하여 작업 완료시에 필수로 등

록해야하는 산출물을 요청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성

하 다.

  형상 리는 CMMI 측정 모듈을 통하여 통과한 항

목과 아직 수행하지 않은 항목을 체크할 수 있다. 

이것은 CMMI 벨 2 에 속해있는 모든 PA들에 

하여 동일한 항목이고 모듈로써 설계된 항목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시스템 구성 모듈

  형상 리 뿐만 아니라 REQM, PP, PMC, SAM, 

MA, PPQA 등도 기능으로 분류한 목표들에 하여 

시스템에 용을 하고 각 측정 모듈을 통하여 성숙

도 벨의 달성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아래 (그림 5)는 구 한 시스템의 로젝트 정보

를 볼 수 있는 화면이다.

(그림 5) 로젝트 보기

5. 결 론

  CMMI를 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여본 결과 기

술되어 있는 내용을 기능으로 용하고 분석하고 설

계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방법론 한 산출물과 

작업 공정에 한 내용만을 용하 기에 부족한 

이 많을 것으로 상된다.

  로젝트 생성단계에서부터 완료단계까지 로젝

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작업 리와 험 리, 

요구사항 리 등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이고 방법

론을 지원하여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을 리하고 

CMMI측정모듈을 통하여 로젝트의 성숙도를 측정

하여 기업의 로젝트 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된다.

  ML2-PMS는 로젝트 는 로젝트 수행조직의 

CMMI 성숙도 벨 2에 한 달성여부를 기 할 수 

있는 도구이며, 향후 연구로는 성숙도 벨 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발 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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