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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많은 기업들은 효과 인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을 해 SPICE와 CMMI 로세스 심사 표

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표 을 통해 효과 인 개선하기 해서는 개선 과 험을 

식별하고 이들 이슈들을 소 트웨어 개발환경(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에 용시켜서 조직의 

비젼(organization vision)에 응한 작업성능(work performance)를 높여야한다. 
 지속 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조직은 재의 작업성능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개선 을 찾

아내는 능력과 경험을 축 하여 체계 으로 리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SPI 모델들은 무
엇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한 지침은 제공하고 있지만, 정량 인 작업성능 측정  특정 환경의 소

트웨어 개발 조직의 SPI를 해 필요한 구체 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작업성능 측정  조직의 개선경험을 축 하여 로세스를 개

선 략에 반 하여 조직의 비젼에 최 한 략을 제공해주는 OTEM(Opportunity Tree Enterprise Model)
을 제안한다.

1. 서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납기 단축, 비용 감  

효율 인 로세스 리 등을 해 SPICE와 CMMI

와 같은 소 트웨어 로세스 모델  표 을 도입

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기업의 재 로세스 상

태에 한 이해와 평가를 통해 개선을 한 지침을 

제공한다[1]. 개선활동 에 얻어진 경험은 [2]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유로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효율 인 로세스 개선을 해서는 SPICE나 

CMMI와 같은 로세스 심사 표 에 의해서 개선

과 험을 식별하고 이들 이슈들을 소 트웨어 개발

환경에 용시켜서 조직의 비젼에 응한 작업성능

을 높여야한다. 

 지속 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조직은 재의 작업

성능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개선 을 찾아

내는 능력과 경험을 축 하여 체계 으로 리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SPI 모델들은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한 지침은 제공하고 있지만, 

정량 인 작업성능 측정  특정 환경의 소 트웨어 

개발 조직의 SPI를 해 필요한 구체 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 조직의 로젝트 수행 

능력을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PPM모델을 제

안하고 한 (사)한국소 트웨어 심사인 회에서 

심사한 SPICE 심사결과를 통계  수 별 장단 을 

분석한 SEF모델을 통해 개선항목들을 도출하고 이

를 통해 SPICE 각 수 별 조직의 최 한 개선 략

을 제안할 수 있는 OTEM모델을 통한 제안하고 사

례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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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 연구

 2.1 IT 비즈니스에 한 로세스 개선의 필요성

  IT자원의 효율 인 투자와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IT 자원 리 능력을 높여가는 것이 IT 비

즈니스의 필수 분야가 되어 가고 있다[2][3]. 

  IT는 비즈니스 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하여 발

시키고, 컴퓨터의 활용을 통해서 비즈니스 로세

스를 개선하는 핵심 분야로 등장하 다. IBM, Ford, 

GE와 같은 형 회사들도 컴퓨터에 의한 업무개선 

효과 보다는 IT를 이용한 비즈니스 로세스의 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80%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

다[3][8]. 

 2.2 목표기반GQM(Goal-Question-Metrics) 로세스 

  목표기반 GQM 로세스란 GQM방법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에 부합하기 한 각

각의 역에서 로젝트 목표를 만들어 이를 해결하

기 한 질문(Question)을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

는 메트릭(Metric)을 만들어 측정하는 것이다[4][5].  

  일반 으로 목표기반 로세스는 <그림 1>과 같

이 비젼과 목표를 설정하고 외효과(External 

effectiveness) 와 내효율(Internal efficiency)를 구

분하는 역들로 구성된다[1][10][19]. 

<그림 1> Lynch와 Cross의 Performance Pyramid

  Quality와 Delivery는 조직의 외부 효과성을 측정

하는 Goal이고 Cycle time과 Waste는 내부 효율성

을 측정하는 Goal이다. 

  이러한 각각의 역에서 다시 로젝트의 목표를 

잡고 GQM방법을 통하여 좀더 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략을 세우고 측정하는 방법이다[11]. 

3. 로젝트의 능력측정 모델

  본 은 조직의 외부 인 효과 와 내부 인 효율 

측면의 로젝트 수행 능력을 정량 으로 계산하는 

로젝트 능력 모델(PPM)를 제안한다. 

  본 모델의 입력데이터는 GQM설문서를 통해 수집

된 정량  데이터를 입력한다. 설문서의 설문항목은 

소 트웨어 개발 로젝트에서 공통 으로 수집되는 

일반요소(common factor) 48개로 구성된다. 

  그러나 GQM의 정량  설문서만으로는 조직의 비

젼이 투 이 되지 않음으로 경 층, 리자층, 개발

자층의 정성  설문서를 통해 조직의 비젼을 입력받

아 정량  데이터와 정성  설문서를 통한 비 의 

가 치와 PPM의 로젝트 성능 수를 이용한 계산

결과는 <그림 2>에서 보여 다[7]. 

<그림 2> 비  달성도(vision Achievement)의 계산

4. SEF(SPICE Experience Factory)모델

  SEF(SPICE Experience Factory)모델의 논리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SEF 모델의 논리 구성도

  3장에서 이미 완성된 PPM모델의 통해 계산된 개

선경로의 우선순  카테고리  PPM 능력 수가 

입력된다. 이 게 입력된 데이터는 SEF의 공식화, 

맞춤화, 일반화의 세 단계를 걸쳐 DB에서 최 화된 

개선 략을 도출해 내게 된다. 

  공식화 단계에서는 PPM 능력 수와 통해 

PPM_Score 테이블에 장되어 있는 수를 비교하

여 SPICE 수 을 도출해낸다. 

  SEF의 DB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SEF DB의 ER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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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PM모델을 통한 Project Performance 측정
2. 조직의 정성적인 설문서를 통한 비젼의 비중 입력
3. 8개의 개선항목의 우선순위 점수 계산 
4. SEF에 계산된 우선순위 및 PPM 능력 점수 입력
5. SEF로부터 최적화된 전략 및 방법의 검색
(SEF로부터 기존의 SPICE심사결과를 통한 프로세스별, 
수준별 우선순위화된 Root word로 이루어진 개선사항 응답)

  맞춤화 단계에서는  단계에서 도출한 SPICE 

수 과 개선 우선순 를 DB와 비교하여  수 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 의  개선 략을 도출해낸다. 

  Root_Metadata 테이블에는 24개의 개선 경로

(Category)와 그에 속하는 RootWord를 매핑하고 있

다. 조직은 Root_Metadata 테이블을 검색하여 개선

우선순 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RootWord를 도출

한 후 Process_Profile 테이블에서 조직의  수 과 

일치하는 항목을 도출하여 비교한다.  

  일반화 단계는  두 단계의 기반이 되는 단계이

다. 심사결과의 모든 강 /개선  항목들은 

RootWord로 일반화 되어 있고 RootWord는 다시 

24개의 개선 경로로 일반화 되어 있다. 이 단계를 

기반으로 조직은 OTEM모델의 통해 계산된 개선경

로의 우선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RootWord를 도

출하고  그 RootWord에 해당하는 강 /개선 을 도

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 OTEM(Opportunity Tree Enterprise Mnagement)Model
  본 에서는 PPM결과와 SEF의 경험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조직의 비젼에 최 화된 효과 인 

로세스 개선 경로의 우선순 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OTEM모델을 제안한다.

  OTEM모델의 로세스 개선 우선순  의사결정의 

차는 <표 1>과 같다.

<표 1> OTEM의 개선 우선순  의사결정 차

  

  OTEM의 논리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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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TEM의 논리  구성도

 

  구 된 OTEM의 기본설계 클 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6>과 같고 UseCase와 논리 인 구성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6> OTEM과 SEF의 기본설계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7> OTEM의 기본설계 클래스 다이어그램

5.1 BSC Method를 기반으로 한 개선경로 도출 
  본 에서는 소 트웨어 개발 기업의 최 한 개선

경로를 찾기 해 Balanced Scorecard Framework

을 용한 매핑방법을 제안한다. 

  일명 BSC(Balanced Scorecard)는 경 학에서 

Financial  측정에만 치우졌던 기존의 성과측정 

시스템에서 Customer , Internal Business 

Process , Innovation and Learning 을 추가

하여 미래의  기업가치를 단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BSC의 4가지 을 PP 

(Performance Pyramid)의 9개 카테고리와 매핑하고 

이를 다시 SPICE 로세스 9 카테고리로 매핑하여 

최 의 개선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매핑표의 구성방법과 결과는 <표 2>와 같다. 매

핑의 과정은 각 속성마다 연 성 가 치를 두어 결

정하 다.

<표 2> BSC와 PP / SPICE의 매핑 계
No BSC Foc`us PP Category SPICE Category

1 Customer Market ACQ

2 Financial Financial SPL

3 Customer
Customer

Satisfaction
ENG

4 Innovation and Learning Flexibility OPE

5 Internal Process Productivity SUP

6 Customer Quality MAN

7 Internal Process Delivery PIM

8 Internal Process Cycle time RIN

9 Innovation  and Learning Reuse REU

No. CategoryNo. Asse.Process Process Name MARKET FINANCIAL CUSTOMERFLEXIBILITY PRODUCTIVITY QUALITY DELIVERY CYCLE REUSE
1 3 ACQ.1 Acquisition Preparation 1 10 1 6 5
2 4 ACQ.2 Supplier Selection
3 0 ACQ.3 Contract Management 7 7
4 11 ACQ.4 Supplier Monitoring 5 5 2
5 2 ACQ.5 Customer Accept 2 2 7
6 0 SPL.1 Supplier Tendering
7 0 SPL.2 Product release 6 6
8 0 SPL.3 Product Accept Support 5

ACQ

SPL



제2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6. 5)

238

MCQ MCD MCC MCR MFQ MFD MFC MFR MPQ MPD MPC MPR FCQ FCD FCC FCR FFQ FFD FFC FFR FPQ FPD FPC FPR
ACQ.1 ACQ.1 ACQ.1 ACQ.1 ACQ.1 ACQ.1 ACQ.1 ACQ.1 ACQ.1 ACQ.1 ACQ.1 ACQ.1 SPL.1 SPL.1 SPL.1 SPL.1 SPL.1 SPL.1 SPL.1 SPL.1 SPL.1 SPL.1 SPL.1 SPL.1
ACQ.2 ACQ.2 ACQ.2 ACQ.2 ACQ.2 ACQ.2 ACQ.2 ACQ.2 ACQ.2 ACQ.2 ACQ.2 ACQ.2 SPL.2 SPL.2 SPL.2 SPL.2 SPL.2 SPL.2 SPL.2 SPL.2 SPL.2 SPL.2 SPL.2 SPL.2
ACQ.3 ACQ.3 ACQ.3 ACQ.3 ACQ.3 ACQ.3 ACQ.3 ACQ.3 ACQ.3 ACQ.3 ACQ.3 ACQ.3 SPL.3 SPL.3 SPL.3 SPL.3 SPL.3 SPL.3 SPL.3 SPL.3 SPL.3 SPL.3 SPL.3 SPL.3
ACQ.4 ACQ.4 ACQ.4 ACQ.4 ACQ.4 ACQ.4 ACQ.4 ACQ.4 ACQ.4 ACQ.4 ACQ.4 ACQ.4 OPE.1 OPE.1 OPE.1 OPE.1 PIM.1 PIM.1 PIM.1 PIM.1 REU.1 REU.1 REU.1 REU.1
ACQ.5 ACQ.5 ACQ.5 ACQ.5 ACQ.5 ACQ.5 ACQ.5 ACQ.5 ACQ.5 ACQ.5 ACQ.5 ACQ.5 OPE.2 OPE.2 OPE.2 OPE.2 PIM.2 PIM.2 PIM.2 PIM.2 REU.3 REU.3 REU.3 REU.2
OPE.1 OPE.1 OPE.1 OPE.1 PIM.1 PIM.1 PIM.1 PIM.1 REU.1 REU.1 REU.1 REU.1 SUP.1 MAN.1 ENG.3 REU.2 PIM.3 PIM.3 PIM.3 PIM.3 SUP.1 MAN.1 ENG.3 REU.3
OPE.2 OPE.2 OPE.2 OPE.2 PIM.2 PIM.2 PIM.2 PIM.2 REU.3 REU.3 REU.3 REU.2 SUP.2 MAN.2 ENG.5 MAN.4 SUP.1 MAN.1 ENG.3 REU.2 SUP.2 MAN.2 ENG.5 MAN.4
SUP.1 MAN.1 ENG.3 REU.2 PIM.3 PIM.3 PIM.3 PIM.3 SUP.1 MAN.1 ENG.3 REU.2 SUP.3 MAN.3 ENG.6 SUP.2 MAN.2 ENG.5 MAN.4 SUP.3 MAN.3 ENG.6
SUP.2 MAN.2 ENG.5 MAN.4 SUP.1 MAN.1 ENG.3 REU.2 SUP.2 MAN.2 ENG.5 MAN.4 SUP.4 MAN.4 ENG.7 SUP.3 MAN.3 ENG.6 SUP.4 MAN.4 ENG.7
SUP.3 MAN.3 ENG.6 SUP.2 MAN.2 ENG.5 MAN.4 SUP.3 MAN.3 ENG.6 SUP.5 MAN.5 ENG.8 SUP.4 MAN.4 ENG.7 SUP.5 MAN.5 ENG.8
SUP.2 MAN.4 ENG.7 SUP.3 MAN.3 ENG.6 SUP.2 MAN.4 ENG.7 SUP.6 MAN.6 ENG.9 SUP.5 MAN.5 ENG.8 SUP.6 MAN.6 ENG.9
SUP.5 MAN.5 ENG.8 SUP.4 MAN.4 ENG.7 SUP.5 MAN.5 ENG.8 SUP.7 ENG.10 SUP.6 MAN.6 ENG.9 SUP.7 ENG.10
SUP.6 MAN.6 ENG.9 SUP.5 MAN.5 ENG.8 SUP.6 MAN.6 ENG.9 SUP.8 ENG.11 SUP.7 ENG.10 SUP.8 ENG.11
SUP.7 ENG.10 SUP.6 MAN.6 ENG.9 SUP.7 ENG.10 SUP.9 ENG.12 SUP.8 ENG.11 SUP.9 ENG.12
SUP.8 ENG.11 SUP.7 ENG.10 SUP.8 ENG.11 SUP.10 RIN.1 SUP.9 ENG.12 SUP.10 RIN.1
SUP.9 ENG.12 SUP.8 ENG.11 SUP.9 ENG.12 MAN.4 RIN.2 SUP.10 RIN.1 MAN.4 RIN.2
SUP.10 RIN.1 SUP.9 ENG.12 SUP.10 RIN.1 ENG.1 RIN.3 MAN.4 RIN.2 ENG.1 RIN.3
MAN.4 RIN.2 SUP.10 RIN.1 MAN.4 RIN.2 ENG.2 ENG.1 RIN.3 ENG.2
ENG.1 RIN.3 MAN.4 RIN.2 ENG.1 RIN.3 ENG.4 ENG.2 ENG.4
ENG.2 ENG.1 RIN.3 ENG.2 ENG.4
ENG.4 ENG.2 ENG.4

ENG.4

  

6. 사례 연구  결론

  앞장의 PPM, OTEM, SEF 세 모델을 종합하여 

조직에 능력과 비젼을 투 하여 경험을 기반으로한 

최 화된 개선 략 도출과정은 다음 7단계로 이루어진다.

기화면 (로그인화면)
1. 정량  데이터 입력. [PPM]

2. 조직의 정량  성능 수 확인.

  [PPM]
3. 정성  설문서를 통한 

  조직의 비젼 입력. [PPM]

4. 조직의 비젼달성도 도출 

  [OTEM]

5. 정량  성능 수와 조직의 비젼

  달성도를 기반으로한 최 개선

  경로 우선순  도출 [OTEM]

6. BSC를 통한 개선경로와

  SPICE 로세스 매핑 [OTEM]

7. 조직의 성능과 비젼을 반 하고  

   기존 SPICE 경험을 기반으로한 

   최선의 개선 략 도출[SEF]

  PPM과 OTEM은 ASP .NET C#으로 구 하여 

인터넷으로 근가능토록 하 다. [http://otem.kaspa.org]

  한 UML 설계시 MVC(Model, View, Control) 

설계 기법을 사용하여 모듈화하 으며 차후 인터페이

스나 모듈의 유지보수도 수월하도록 설계하 다. 

SEF는 DBMS로는 MySQL을 사용하 으며 데이터

의 쿼리부분을 하여 PHP로 구 하 다. 

  검증방법은 (사)한국소 트웨어심사인 회에서 

실제 SPICE(ISO15504) 심사시 사용되었던 로젝트 

Raw data를 정량  데이터로 입력하고 실제로 정성  

설문서를 통해 조직의 비젼을 획득하여 입력하 으며 

심사결과의 개선사항이 실제심사의 개선사항과 일치

함을 보 다. 이는 SPI(Software Process 

Improvement)를 해 문가를 빙하여 심사를 많

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본 모델로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소기업들은 축 된 로세스 개선 경험

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수 의 국내 기업들의 

개선 경험을 단기간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 조직의 스피드경  략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PPM 로젝트 실제 Data 

collection의 case가 30개 이상이 되면 data의 신뢰

성은 F-분포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는 모든 모델의 

데이터 분포 역시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이루게 된다. 이 경우의 4개의 작업성능지표 

(quality, delivery, cycle time  waste)는 각각의 

typical performance에 의한 재의 OTEM의 최

경로 보정개수를 일반화한 사례연구를 통한 실질

인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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