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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많은 SI업계나 IT기업들은 소 트웨어 로세스의 품질 향상을 해서, 사실  표 이 되어가고 

있는 CMMI 인증을 취득하려 하고 있다. 조직은 이를 해 여러 CMMI 지원 도구들을 이용하게 되는
데 각 도구별 산출자산들의 데이터 형식이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을 표 화하여 통합 

장하고 리할 수 있는 통합 장소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질 인 산출물들의 효과 인 리 지원을 한 SIR-CM(SPIC Integration Repository - 
Configuration Management)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것은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 센터(SPIC)의 각 지원 
도구로부터 산출되는 이질 인 산출물들을 통합하여 장, 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 SPI를 해 

CMMI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게 충분히 필요한 시스템이라 단되고 더욱 질 좋은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을 가져다  것이다

1. 서론

최근 SI업계나 IT기업들이 소 트웨어 로세스의 

품질 인증을 획득하기 해 지속 으로 노력하고 있

다. 품질 인증 획득을 통해 조직의 소 트웨어 개발 

 IT시스템 개발 능력을 객 으로 검증 받을 수 

있어서, 결과 으로 조직의 외 경쟁력을 높여 수

익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 으로 공인된 

SPI 모델에는 미국식인 CMMI 모델과 유럽식인 

SPICE(ISO/IEC 15504) 모델이 주로 쓰이고 있다. 

그 에서도 CMMI가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에 

있어서 사실  표 이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CMMI 인증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그

러나 CMMI에서는 여러 로세스가 정의되어 있고, 

단순히 실행해야 할 Practice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CMMI를 용해야 

하며 어떤 데이터들을 장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으로 CMMI 인증을 획득하기 해서 기업은 

여러 CMMI 지원 도구들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산들은 장소를 기반으로 조직 내

에서 공유되고 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 산출되는 자산들은 데이터 형식이나 종류가 다양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 인 자산들을 통합하여 

장하고 리할 수 있는 통합 장소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질 인 자산들을 효과 으

로 리하고 지원하기 한 SIR-CM(SPIC1) 

Integ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 Management) 

도구를 제안한다.

2. 련연구

2.1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CMMI는 1991년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미국 카네기

멜론 학 소 트웨어 공학연구소 에서 개발한 소

트웨어 로세스 성숙도 평가 모델로 조직의 로세

스 개선 활동을 효율 으로 지원하는 모델이다. 

2006년 8월 SEI에서 발표한 1.2 버 에는 총 22개

1) SPIC :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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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MMI 모델 구성요소

의 로세스 역을 가지며 그림 1에서 나타내는 것

처럼 CMMI 모델은 (a)단계 (Staged) 표 과 (b)연

속 (Continuous) 표  두 가지 방법으로 표 된다. 

지침서에서는 각 로세스 역의  특정 목표와 일

반 목표를 기술하고, 이에 따르는 특정 수행과 일반 

수행을 기술한다[1][2][3].

2.2 형상 리

형상 리는 하드웨어 혹은 소 트웨어 개발에 있어

서 발생하는 형상을 리하는 것이다. 개발 과정에 

생기는 형상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기록하고 

리하는 로세스로 그 정보를 장소에 장 리한

다. 기본 으로 형상 리에서는 형상들이 바뀔 때 

마다 버 을 매겨 이 정보를 장소에 기록하고 

(그림 2) SIR-CM 시스템 구조

리한다. 이는 변경 리 혹은 버 리라고 하는 기

능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자들은 체 인 

로젝트 흐름에 반 하여 개발한다. 게다가 하나의 

큰 로젝트에 해서 여러 명이 수행할 경우 다수

의 병렬 작업을 지원하는 작업공간 리 기능이 있

다. 이러한 형상 리를 도입한 소 트웨어 형상 리 

도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오 소스 로젝트에 

많이 쓰이는 CVS를 비롯하여 이를 좀 더 개선시킨 

서 버 이 있고 상용화된 툴로는 ClearCase, 

PVCS, VSS 등 많은 제품들이 있다[4][5].

3.  SIR-CM

3.1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IR-CM(SPIC Integration 

Repository - Configuration Management) 시스템은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을 한 지원 도구들의 이

질 인 산출물들을 통합하여 장, 리할 수 있는 

장소이다. SIR-CM을 심으로 각 도구로부터의 

산출물들이 장되고, 리된다. 한 SIR-CM시스

템에 작업 공간 리와 로세스 리를 포함하는 

형상 리 기법을 용하여, 과거 로세스 정보들을 

형상 리의 측면에서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도록 

한다. 

SIR-CM의 체 인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SPI를 지원하는 도구들의 모든 산출물을 입력 데이

터로 장하고 이를 각 도구에 서비스한다. SPI 지

원 도구의 산출물로 CMMI의 지침서와 각 로세스 

별 측정데이터와 기타 방법론  도구를 포함한다. 

SIR-CM에 근할 수 있는 유 로는 CMMI 심사

원, 로젝트 리자, 개발자, 시스템 운 자 등이 

된다. SIR-CM에 장되는 데이터는 형상 리를 

통해 사용자는 언제든지 라우 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SIR-CM은 기본 인 

x86계열의 서버 랫폼과 Microsoft사의 Windows 

Server를 바탕으로 .Net Framework 기반의 언어로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SIR-CM의 계층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SIR-CM 계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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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IR-CM 분석

SIR-CM은 조직이나 로젝트 단 의 로세스를 

CMMI를 통해 로세스 개선활동을 돕는 도구들과 

연계를 통해 좀 더 원활한 로세스의 수행이 이루

어지도록 한다. SPI활동에 있어서 개발자  해당 

로세스 역의 사람에게 필요한 지침서나 자산을 

단순히 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요구

하는 데이터를 마이닝 하여 보고하거나 련된 로

세스를 검색한다. 로세스 역별로 나오는 산출물

을 표 화하여 변환하거나 조직에서 사용하는 지침

서로 제공하고, CMMI 지원도구들 사이의 데이터 

연계성을 토 로 해당 도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

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 하는 기능을 가진

다. 기존에 개발된 도구들의 데이터를 수집, 재가공

(XML형태 구조화 된 문서)하여 산출되는 메트릭 

값을 장하고 재 로세스에서 필요한 목표치를 

확인하여 개선한다. 산출되는 데이터는 버 리  

작업공간 리를 통해 장소의 데이터 무결성을 보

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CMMI 지원도구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표기한다. 측정값을 장하는 측정 도구, 

지침서와 같은 문서형태로 나오는 산출물을 한 도

구, 로세스 수행 시 자동화된 처리를 수행하는 도

구이다. SIR-CM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

표 화된 문서규격을 지원 (XML, html)
기존 개발된 도구와 표 화 된 방법으로 통신 

(SOAP, WSDL)

기존에 만들어진 도구는 많은 수정 작업 없이 재
사용하여 SIR-CM과 연동

로세스의 역별 산출되는 측정값은 측정을 

한 도구, 자동화를 지원하는 도구, 혹은 지침서 
등을 장

각종 산출물에 한 메타정보 리

로세스 역별 혹은 수 별로 분류를 통해 지침
서, 측정값을 확인

로젝트 리자 혹은 개발자는 근 역에 따라 

다양한 Reporting 기능과 Searching기능을 제공
각 도구들에서 메시지 형태의 데이터가 송수신 

되었을 때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

수행하는 조직단 나 로젝트 단 로 구성
측정된 메트릭 값의 이  결과도 장 되어 필요할 

경우 확인 가능

측정된 메트릭 값을 그래 , 뷰 등을 통해 
Reporting 기능 제공

그림 4는 이러한 요구사항 명세를 유스 이스 다이

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 1은 이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에 한 구체 인 설명을 나타낸다.

(그림 4) SIR-CM의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3.3 SIR-CM 메타데이터

CMMI 모델에 따라 SIR-CM에 장하는 산출물은 

크게 지침서, 22개의 로세스 역에 따른 측정값, 

지원 도구와 도구내부 데이터가 있다. 표 2는 이 데

이터에 한 메타데이터를 표 한다.

SIR-CM의 Meta-data는 기본 으로 CMMI 지침서

를 로세스 역별로 가진다. CMMI에서는 연속  

혹은 단계 으로 표 할 수 있지만 SIR-CM에서는 

지원도구들의 산출물이 속하는 로세스 역에 

해서만 명시하므로 구분하지 않는다. CMMI를 용 

시킬 수 있는 Organization Unit(이하 OU라고 표기)

은  조직, 로젝트, 로세스 3가지가 된다. 한 OU

가 개선활동을 할 때 각 도구들 사이의 산출물들은 

SIR-CM에 의해 이동한다. 한 OU와 산출물, 그리

고 추가되는 도구들을 모아 발 된 지침서를 제시한

다. CMMI는 한 번 인증 받았다고 해서 원히 지

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IR-CM은 OU의 자산

으로써 활용가치가 높다.

Actor & Usecase Description

User
리자, 기술 작성자  개발자 등의 로젝트에 
련된 모든 man-power

Storing Service
사용자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장하는 서
비스 제공

Browsing Service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에 한 searching과 
reporting등의 서비스 제공

Cataloging Service
사용자가 CMMI의 해당하는 PA를 확인하거나 메트
릭 측정 요소들의 분류에 한 벨 별 분류

Configuration 
Management 
Service

장된 데이터들의 형상 리 서비스 담당

Measurement 

Tools

CMMI를 통해 로세스 개선활동  측정기법(ex: 
GQM, PSM)을 통한 메트릭 측정 도구들로 본 논문
에서는 개념 인 도구로 도입

Document Tools
CMMI를 통해 로세스개선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문서 산출물들을 리해주는 도구들로 본 논문에서
는 개념 인 도구로 도입

Autonomous 

Tools

CMMI 로세스 개선업무에 불필요한 사람의 공수
를 제거하기 한 도구들로 본 논문에서는 개념
인 도구로 도입

<표 1> SIR-CM의 유스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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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카테고리 메타데이터 이름

ORGANIZATION

ORGANIZATION_ID

ORGANIZATION_NAME

CMMI_LEVEL

PROJECT

PROJECT_ID

PROJECT_NAME

CMMI_LEVEL

RELATE_PROCESS_AREA

PROCESS

PROCESS_ID

PROCESS_NAME

RELATE_PROCESS_AREA

GUIDELINE

GUIDELINE_ID

LEVEL

PROCESS_AREA

SPECIFIC_GOAL

SPECIFIC_PRACTICE

GENERAL_GOAL 

GENERAL_PRACTICE

TOOL

TOOL_ID

TOOL_NAME

TOOL_URL

ARTIFACT

ARTIFACT_ID

ARTIFACT_NAME

PROCESS_AREA

METRIC

<표 2> SIR-CM 메타데이터

3.4 SIR-CM 설계

SIR-CM은 크게 네 개의 컴포 트의 단 로 구성된

다. 각 컴포 트의 단 는 Configuration Management

와 Storing Service를 제외한 나머지 컴포 트는 인터

페이스를 통해 직 인 연결을 최 한 배제하여 설

계한다. 이것을 UML로 설계한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그림 5와 같다.

체 로그램이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능을 컴포 트단 로 설계하 다. 

Browsing Service와 Cataloging Service, Storing 

Service는 모두 직 으로 연결되지 않고 인터페이

스로만 연결되며 실제 데이터 이동도 메시지 단 로 

이루어진다. 그림 6은 패키지 다이어그램에 해 상

세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Searching 

Service와 Reporting Service 두 가지의 클래스로 

Browsing Service가 나뉜 것을 제외하고는 패키지 

다이어그램의 컴포 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외

부에서 읽어지는 데이터는 모두 뷰(view)를 통해 보

여지고 내부에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것도 Storage와 

(그림 5)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림 6)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7) SIR-CM 라우  

Configuration Management를 제외하고는 인터페이

스를 통한 연결로 상호 직 인 메서드의 조작 등

은 지원하지 않도록 설계하 다. 시스템은 앞서 언

되었던 기존 개발도구와 메시지를 통하여 데이터

를 주고받는다. 그림 7은 의 분석  설계의 결과

를 기반으로 작성한 로토타입 이다.

4.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은 CMMI를 한 지원 도구들의 이질 인 

산출물들을 통합하여 장, 리할 수 있는 장소

인 SIR-CM 시스템을 제안했다. CMMI 지원 도구

들 사이의 연계성과 효율 인 리를 해 장소에 

CM을 도입하 다. 이에 SIR-CM은 각 도구들의 산

출물을 표 화된 데이터로 통합하여 리한다. 이는 

처음 SPI를 해 CMMI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게 충분히 필요한 시스템이라 단되고 SPI에 있어

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것이다.

향후 본 논문에서의 분석 설계를 바탕으로 실질 인 

시스템을 한 로토타입을 개발하고, 보다 효율

인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을 해 자동화 기술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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