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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ically, we regularly have carried out a technical review to know a progress status and 

outcomes of a projcet to the appropriate technical plans. But during the technical review executed at 

a planned point of time, lots of problems; reports of an ambiguous progress status and outcomes,  a 

discordance between opinions, and an hour ś delay, have been occurred. To solve those problems an 

early stage, an informal reviews are executed before the formal technical review. One of the 

informal review is the Peer-Review. This paper is a matter of the effective and efficient 

Reer-Review process utilized in performing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poment project. 

Additionlly, it was presented a general mis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plan about the 

Peer-Review.

------------------------------------------------------------------------------------

1.  서  론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기술 계획에 따라 진척도 및 성과에 대한 기술 검

토회를 규칙적으로 실시하게 된다.[1] 올바르게 수행되는 기술 검토회의는 모든 이벤트의 기준이 만족되

었음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며, 설계 성숙도의 현태 상태와 그 개념이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만족하지

를 알려준다. 그리고 요구사항의 추적성과 가정 및 의사결정의 근거에 대한 유효성을 제공하며, 개발 활

동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과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효과적이고 생산

적인 기술 검토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토 목적 및 검토 요구사항 식별, 진척도 결정, 기술 검토 위원

회 구성, 자료 준비, 쟁점에 대한 식별 및 해결지원, 검토회의 결과 문서화, 회의록 작성 등 많은 업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만일, 이러한 준비 활동들이 미흡할 경우, 예정된 일정 시점에서 수행되는 기술검토

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진척도 및 성과 보고, 의견의 불일치, 시간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기술 검토회를 진행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기술 검토회의 

이전에 해당업무에 참여하는 동료들을 중심으로 한 동료검토회(Peer-Review)를 진행한다. 

일반적인 기술 검토회는 공식적인 검토회와 비공식적인 검토회로 나뉜다. 공식적인 검토는 시스템요

구사항 검토회(SRR), 시스템 기능 검토회(SFR), 상세 설계 검토회(CDR) 등이 있으며, 비공식적인 검토

회는 동료검토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동료검토회는 전문가 혹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수

행되어지며, 공식적인 검토회 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

재까지 동료검토회의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하고, 기술 검토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료검토회를 정의하였고, 이에 대한 유래와 중요 내용, 적용 프로세스, 동

료검토회 수행 양식, 동료검토회 전산화 및 자동문서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프로젝트 수행과정

에서 일어나는 동료검토회의 일반적인 오해와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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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동료검토회의 유래

동료검토회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며, 프로그램 수준의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프

로그램 수준에서는 전문가 평가(Expert Review), 위원회 평가(Committee Review), 패널 평가(Panel 

Review), 우수성 평가(Merit Review)등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모두 동료검토회의 범주에 속한다. 

Jang은 미국 연방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다원주의, 체계적 평가 체계의 모색, 

그리고 동료검토회로 요약하였다.[2] 영국 국방부의 획득 지침에서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생명주기의 

중요 시점에서 중앙 정부 및 범 민간 분야 정책에 따라 독립 동료검토회를 실시하고 있다.[3] 독립 검토 

절차인 동료검토회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원(Original) 비즈니스 필요, 현 단계의 평가기준을 만족하

고 있음을 확신하고 다음 단계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진행을 허가하기 위해서 획득 프로세스의 사

전-결정 시점에서 수행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 개발방법론이나 프로세스 개선모델을 언급

하는 과정에서 동료검토회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의 개발단계인 제품기획, 요구

사양, 설계, 코딩, 빌드, 테스트 등에서 나오는 모든 산출물이 동료검토회의 대상이 된다.[4] 동료검토회

에서는 산출물의 내용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토의되어야 한다. 개

발방법론에서 명시한 수 많은 산출물 리스트는 가이드정도로 사용해야지 꼭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 회사에서도 모든 프로젝트가 다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왜 산

출물 리스트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지 짐작할 수 있다. 많은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 만큼 미

래에 변경이 필요할 때 많은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서가 많다 보면 중복되는 정

보가 여기저기 적히기 쉽다.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이 토의해서 가장 적절한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동료검토회를 활용하고 있다.

2.2  동료검토회 내용

동료검토회를 검토의 세밀함과 강도에 따라 세분해서 ' Inspection' , 'Review' , 'Desk Check'  등으로 

두 종류나 세 종류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검토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분화

하기도 하며, 검토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는 한 세분화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자세히 검토해야 하는 정

도의 판단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다. 동료검토회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검토'보다 사실은 '의논'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의논 없이 혼자의 능력을 과

신하는 사람이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중요시점에서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고 해도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방대하고 새

로 생겨나는 모든 지식을 갖추기도 힘들고, 또 시간이 요구되는 직접경험을 소유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서로 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한 동료검토회인 것이다. 동료검토회는 연구의 질

(종종 생각지 못한 요인 등)과 같은 정성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연구의 질을 주로 초점을 하

여 평가를 할 경우 다른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수 있다. 또한 기관에 따라 평가의 큰 편차가 존

재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양질의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하거나, 공식적인 검토회 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검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동료검토회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특히 요구

사항의 검토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회 이전에 동료검토회를 실시하여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여 줄이

고, 공식적인 기술 검토회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수행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2.3  동료검토회 적용 프로세스 개발

동료검토회 수행 프로세스는 비공식적인 검토회를 의미한다. 이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스템엔지니

어링 활동 중 시스템요구사항 검토회와 같은 공식적인 검토회 이전에 조직의 내부에서 수행하는 프로세

스를 의미한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식적인 검토회를 수행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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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Issue)화하여 공식적인 검토회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하므로 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검

토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료검토회 적용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료검토회 적용해야 하는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조직의 내부적인 절차와 양식

에 따라 수행한다. 만약 조직의 내부적인 절차와 양식이 없다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양식을 

이용하기 바란다. 그림 1은 동료검토회 적용 프로세스의 정황 다이어그램이다. 동료검토회 적용 프로세

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요소, 출력물, 통제요소 그리고 이를 수행할 방법론 및 조직을 우선적으

로 식별하고, 이를 한 수준 전개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황 다이어그램을 통해 동료검토회를 수행하

기 위한 준비상황이 파악되고, 미흡한 사항들은 보완하게 된다.

그림 1 동료검토회 적용 프로세스의 정황 다이어그램

그림 2는 IDEF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1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한 다이어그램이며, 동료검토회 

대상 선정, 동료검토회 그룹 조직, 동료검토회 수행, 그리고 동료검토회 결과 작성 및 전산관리 활동 등

상세한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체계화되지 않은 

동료검토회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다 상세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SE 전산지원 도구를 활용한 

전산 모델 구축과 자동 문서화 템플릿 작성, 그리고 문서 자동 출력 업무 등의 활동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동료검토회가 수행되도록 체계를 개발하였다.

그림 2 동료검토회 적용 프로세스의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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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검토회의 시작은 검토대상 선정에서 시작된다. 시스템 개발의 각 단계에 따라 대상은 달라지며, 

시스템 전 생명주기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물들이 대상이 된다. 검토대상 선정 

시 프로젝트 전략 계획, 조직의 정책 및 표준을 따라야 하며, 대상선정 이후 검토를 수행할 그룹조직을 

구성한다. 구성된 조직과 구성원들은 검토대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동료전문가들로 구성되

어야 한다. 필요이상으로 많은 인원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동료전문가에 의한 검토대상이 식

별되면 동료검토회를 수행한다. 검토회를 수행 시 검토대상을 준비(문서 또는 제품)하고, 검토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검토 기준과 양식을 준비한다. 검토방법은 자율적이나, 책임자를 선정하여 전체적인 결과

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수행결과를 문서화하고, 이를 SE전산도구에 입력한 후 관련 데이터와 추적성을 

연결한다.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동료검토회 문서 작성 템플릿을 활용하여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전체 

동료그룹과 공유하고, 재검토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동료검토회를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2.4  동료검토회 수행 프로세스 스키마 정의

시스템 개발이나 프로젝트 활동을 전산화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인 스키마를 시스

템이나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료검토회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료검토회 적용 프로세스 스키마를 개발하였다. 이는 동료검토회의 준비, 수행,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다른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과 연관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하

는 것으로,  동료검토회 수행 이전 및 데이터를 입력하는 활동 이전에 개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Peer-Review를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속성(번호, 이름, 설명, 준비사항, 참고문서 등)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 논리 모델의 다른 클래스인 시스템요구사항, 기능, 시스템분해구조, 업

무분해구조 등과 관계를 정의하였다. 그림 3은 동료검토회 적용 프로세스의 스키마를 나타내고 있다. 그

림 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동료검토회는 거의 모든 클래스(데이터 구성요소)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과의 올바른 관계설정을 통해 동료검토회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결과들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스키마를 구성해야만이 동료검토회의를 통해 산출되는 데이터 및 문서들을 체계

적으로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문서 자동출력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3 동료검토회 적용 프로세스의 적용 스키마

2.5 동료검토회 수행 양식

동료검토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식이 필요하다. 이는 검토회를 보다 원활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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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표 1은 시스템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양식이다. 본 양

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정보들이 식별되어 관리되고, 향후 조치에 대한 내용도 전달하게 된

다. 검토회 이전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요구사항을 준비하는 선행활동이 필요하다.

Version : SR_PRF001_000000

 [  시스템요구사항  ] 동료검토회 Form

1. 일 시 : 200X년  월  일
2. 장 소 :  XXX 팀 

3. 동료 검토자 성명 : 팀 1(3인) : XXX, XXX, XXX / 팀 2(3인): YYY, YYY, YYY

4. 요구사항 작성자 성명 : 김XX, 최YY
5. 동료 검토 대상 요구사항 선정 :　SR1  SR2  SR3  SR4 SR5
   (검토 대상 요구사항에 밑줄)
6. 동료 검토 내용
□ 1 차 검토

요구사항
항목

요구사항 
개수

문장 검증 분류화 계층화 추적성 1차승인

1 0.3 0.7 1 0.3 0.7 1 0.3 0.7 1 0.3 0.7
기 능

□ 2차 검토

요구사항
항목

요구사항 
개수

문장 검증 분류화 계층화 추적성 2차승인

1 0.3 0.7 1 0.3 0.7 1 0.3 0.7 1 0.3 0.7

7. 동료 검토 전체 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8. 요구사항 문서화 형식 : HWP(　 ）  WORD(  )    HTML(  )   RTF(  )   EXP(  )

9. 제안이나 평언 : 
최종 승인자 : 조XX  (     인)

최종 승인일 : 00. 00. 00

표 1 동료검토회 양식(Form)

2.6  동료검토회 수행결과 전산화

동료검토회의 수행과정과 수행결과를 전산화하는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

나, 본 논문에서는 동료검토회를 수행하고 난 결과를 전산도구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

후 조직이 동료검토회 적용 프로세스를 규정화하고, 이를 조직 프로젝트 진행의 중요한 활동으로 수행

할 경우 수행활동과 전산화활동의 동시적인 방법 적용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그림 4는 전산도구를 

활용하여 동료검토회의 결과를 관리하는 창이다. 세부 속성은 조직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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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료검토회 결과 전산화

2.7  동료검토회 문서 자동출력

검토대상을 공식화되지 않은 시스템요구사항으로 선정하고, 시스템요구사항을 확정하기 이전에 동료

검토회를 적용한 과정 및 결과를 전산화하고, 이를 자동 문서화하기 위해 자동 문서 템플릿인 “동료검토

회.rtf"개발하였으며, 그림 5와 같이 작성하였다. 개발된 템플릿을 통해 시스템요구사항에 대해 동료검토

회 적용한 결과를 자동 출력한 문서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종래의 문서활동들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복잡하고 많은 문서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려움이 많다. 본 논문에서 제시

하는 템플릿을 활용할 경우 방대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동료검토회 자동 문서화 템플릿

   

그림 6 동료검토회 결과문서 자동출력

2.8 동료검토회의 일반적인 오해와 개선방향

동료검토회(Peer-Review)의 '검토'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선입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다. 마치 내가 일을 잘못해서 조사받는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고치는 

것도 목적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Peer-Review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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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출발한다. 시스템과 관련된 요구사항이나 소프트웨어는 근본적으로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 특

히 시작부터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대충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문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허비하게 되고, 그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에 발목이 잡히고 장기

적으로 성공하기는 무척이나 어렵게 된다. 성숙하지 못한 회사의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중

요한 문제는 사소한 개인의 결정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미리 검토만 한번 했더라면 이 같은 문제가 애

초에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잘 체계화된 기술검토회를 수행하기 전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동료검토회 적용체계를 채택하여 적용한다면 기술 검토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기술 검토회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효과적인 동료검토회를 진행하기 위한 몇가지 조언을 다음에 제시하였다.

1) 동료간 동료검토회의 목적과 목표 기술검토회 이전에 공유,

2) 해당조직에 맞는 동료검토회의 프로세스 개발,

3) 철저한 사전준비 및 확인활동,

4) 동료검토회 결과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기술 검토회와 연관성 추적 및 효과도 분석,

6) 조직차원의 동료검토회 적용 프로세스의 개선활동 및 전산화,

3  결 론

본 본문에서는 시스템 개발 또는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행되는 기술 검토회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동료검토회에 대한 프로세스와 관리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기술 검토회에서 발생할 있는 불명확한 진척도 및 성과 보고, 의견의 불일치, 시간지연, 예상치못한 변

경 등 문제 등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동료검토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조직에 맞는 동료검토회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

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나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 또한 필

수적이다. 향후 보다 세부적인 프로세스 분해와 기술 검토회와의 통합적인 프로세스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EIA, EIA-632, “Process for Engieering a System”, pp. 16～17, 1999.1

2. Jang, Yongsuk(2005), An American Evaluation System: Overview of GPRAand PART, 

Presentation to 2005 CISTP Training Program for KISTEP, Washington, DC.

3. UK DOD, " The Acquisition Handbook", pp 45～46, Oct, 2005

4. 김익환, “SW개발에서 Peer Review의 중요성”, http://sisa-issue.inews24.com/sisa_issue/index.php, 

2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