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변경에 따른 업무 균등 분배를 통한  

TSP 활동 지원 
 

이상훈*, 최호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e-mail :{xhoon01, hojinc}@kaist.ac.kr 
 

TSP Activity Support by Workload Balancing  

based on Schedule Change 
 

Sang Hun Lee*, Ho-Jin Choi* 
*Dept. of Computer Science, KAIST 

 

요       약 

TSP(Team Software Process)의 계획 단계에서는 계획된 프로젝트 일정에 맞춘 업무를 팀 리더 또

는 계획관리자(plan manager)가 각 팀원에 할당하고, 업무수행 시에는 각 팀원이 할당된 업무를 적시

에 수행하는지를 추적하여 일정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 할당에 있어 팀원의 능력, 일정 

및 업무의 논리적인 순서가 고려되어야 하고, 업무 수행 시에도 수시로 변화하는 업무 일정으로 인

해 할당된 업무를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일정지연으로 이어진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TSP 가 지원하는 업무 균등 분배(workload balancing)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에 대해 소개한다. 

 

1. 서론 

팀 단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
로세스는 프로젝트 일정 준수, 품질 향상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Team 
Software Process(TSP)가 소개되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에 있어 탐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메트릭

(metric) 및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 
및 보고서를 통해 TSP 를 통한 개발 팀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5, 6] TSP 는 주 단위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현재까지의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진행을 
계획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TSP 의 팀 리더와 
계획관리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

며 또한 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되

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 수행단계에서는 업
무시간 전부를 TSP 활동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인터럽트 및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으로 인해 업무 효율이 저하되어 업무시간의 절반

밖에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도 있으며 [7], 이러

한 점은 일정 관리 문제가 프로젝트의 성공 및 실패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TSP 에서는 자세한 일정 관리 기법을 소개하는데,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업무 균등 분배(workload balancing) 
또한 일정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업무 균등 분배를 위해서는 각 팀원은 자신의 세부 계
획(detailed plan)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세부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주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분배하게 
된다. TSP 에서 소개하는 업무 균등 분배활동은 매주 
업무 계획 시(정적)와 업무 수행 중(동적)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정적 업무 균등 분배 활동은 정기적인 
미팅 때 팀원 개개인의 일정 및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배하게 되며, 동적 업무 균등 분배 활동은 업
무 수행 중 예측하지 못한 업무 또는 일정의 발생으로 
인해 특정 팀원의 일정지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팀원의 업무를 다른 팀원에게 분배하여 일
정 지연을 예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일정 지연을 목표로 한 동적 
업무 균등 분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으며, 이
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 도구 구
현을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또한 항시 휴대하므로 긴
급한 일정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을 알리는데 용이하므로 신속한 통보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활동 지원은 개발

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회의 및 출장)의 수
행 중에도 자신의 업무 및 팀의 업무일정에 대해 확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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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고, 또한 일정 변경이 이루어 진경우 자신

의 업무일정 파악 및 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은 연구

의 핵심인 업무 균등 분배에 대한 소개 및 시나리오 
기반 예제를 보인다. 3 장은 구현 도구의 구조 및 기
능에 대해 설명한다. 4 장은 관련연구를 소개하고 5 장

은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설명한다. 
 
2. 업무 균등 분배(workload balancing) 

TSP 는 업무 분배에 있어 업무 시간을 10 시간 또
는 그 이하 시간의 잘게 쪼갠(fine grained) 업무 단위

로 나누는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업무 단위는 팀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용이하다고 언급한다. 제안

하는 팀원은 최대 20 명 정도까지이며, 일반적으로 12
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발 
팀의 특성을 다음과 같다고 정의한다. 

 
1) 개발 팀은 유기적인 팀(jelled team) 으로써 목표 달
성에 대한 팀원들간의 목적의식이 확고하다 
2) 공통 업무 가이드라인 및 표준 프로세스를 준수함

으로써 다른 팀원이 업무 인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

지 않는다. 
3) 팀원 개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 정량화 가능하다. 
즉, 각 팀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정량화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4) 모든 팀원은 팀 및 자신의 업무 내용에 대해 정확

히 인식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능력이 높다. 
 
TSP 의 업무 균등 분배를 위해서는 먼저, 팀의 계획

의 세워져야 하고 팀원의 세부 일정이 파악되어야 한
다. 구체적인 식별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주당업무시간: 자신이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 별 수행계획에서는 실제 
개발에 소비할 수 시간으로 정의한다. 
2) 생산성: 여러 종류의 업무에 대한 팀원의 생산성으

로 나타내며(예, LOC/시간) 팀은 자신들의 각 세부 업
무에 대한 생산성 기준을 가지고 있다. [1]은 이에 대
해 저자가 12 타입의 500 가지 업무에 대한 생산성 데
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본 연구에서는 팀원

간 생산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3) 계획하지 못한 업무의 발생 비율: 성숙도 레벨이 
낮은 조직은 이 비율이 높으며, 일단 계획하지 못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TSP 는 해당 업무를 하나의 업무

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가이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의 일정 또한 업무라고 정의한다.  
 
업무 분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한다. 

 
1) 업무 순서: 업무 관계에 의존성이 있는 경우로, 특
정 업무가 완료되어야 해당 업무를 기반으로 다른 업
무가 진행 가능하다. 
2) 오버헤드:  원래의 팀원이 아닌 다른 팀원이 업무

를 수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의 배경 지식 및 이
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의 팀원보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를 단순화하여 2 시

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3) 업무 진행률: 일정업무에 대한 진행률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earned value (EV)를 적용하였다 
 
지금까지의 소개한 팀 특성 및 요소 식별이 이루어지

면, 팀은 다음의 업무 균등 분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1. 정적 업무 균등 분배 

 
정적 업무 균등 분배는 매주 초 미팅 시 각 팀원의 

일정을 반영하여 해당 주에 수행해야 할 업무를 팀원

에게 분배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팀원

의 주간 일정을 파악해야 하며, 업무 특성에 맞는 팀
원에게 배치해야 한다. 업무 분배에는 앞서 설명한 
식별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한다. 
 
2.2. 동적(dynamic) 업무 균등 분배 
 
동적 업무 균등 분배는 개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불가피한 일정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루어지며, 이
러한 사항을 즉각 팀 리더 및 계획관리자 또는 팀원

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를 받은 팀 리더 및 계획관리

자는 해당 팀원의 업무를 지연시키지 않음으로써 프
로젝트 일정 지연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업무를 적당한 팀원에게 분배해야 한다 적당한 팀원

을 선별하기 위해 팀 리더 및 계획관리자는 앞서 설
명한 식별 요소를 바탕으로 적합한 팀원을 찾는 것과 
동시에, 인계된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일정 계획을 
작성하고, 일정 지연이 예상된다면 예상된 일정 지연 
대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적 및 동적 분배 모두 실제 프로젝트 환경에서 적
용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으로, 
본 연구는 이를 단순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

하였다. 
 

1) 각 팀원은 매주 시작일에 해당 주의 일정을 미리 
알고 있으며, 일정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 한 업무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 수행하지 않는다. 
3) 업무 완료 후 다음 업무 수행을 위해 준비시간을 
할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1 시간) 
4) 업무 분배를 받은 팀원은 분배 받은 업무를 우선 
수행하고,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5) 업무 인수 시 인수 소요시간이 요구된다. (본 연구

에서는 2 시간) 
 
2.3. 시나리오 
 

(그림 1) 은 업무 균등 분배에 따른 업무 분배 및 
이에 따른 각 팀원의 일정 및 업무 지연을 나타내고 
있다. 업무 분배는 [7]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팀원 
별 대략 20 시간을 할당하였으며, 파트타임 직원(K, 
L)이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그림 1) 은 지금까지 
언급한 팀원 간 업무 순서, 일정, 업무 변경 시 예상 
일정 및 지연시간 등 업무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차
트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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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정 변경에 따른 업무 일정 분배 표
 

<표 1> 각 팀원이 인계 받은 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업무 지연 시간 

 A B C D E F H I J K L 

자기 

자신 

A3 

3(8) 

B3 

4(8) 

C3 

7(10) 

D3 

5(8) 

E3 

5(5) 

F4 

4(10) 

H3 

4(4) 

I4 

6(6) 

J3 

4(10) 

K2 

6(6) 

L2 

5(5) 

다른 

팀원 

D3 

8(8) 

C3 

9(10) 

E2 

1(7) 

E3 

5(5) 

E3 

4(5) 
- 

D3 

8(8) 

E3 

5(5) 

I4 

6(6) 

I4 

6(6) 

H3 

4(4) 

L2 

5(6) 

J3 

1(10) 

H3 

4(4) 

합계 11 13 13 9 5 23 10 10 9 7 9 

단위: M/H 

 

위의 시나리오는 팀원 G 가 월요일 오전 11 시경 긴
급일정으로 인해 업무(9 시간, 녹색)를 수행하지 못해 
일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자, 해당 업무를 다
른 팀원에게 분배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팀원 G 의 
긴급일정(분홍색)후 업무재개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업
무 지연은 37MH(man-hour)로 나타났다(G3(5), D3(8), 
E3(5), F2(5), H3(4), I4(6), J3(4)). 이를 줄이고자, 각 팀
원에게 업무를 분배한 결과 수정된 일정(적색 및 녹
옥색)과 <표 1>의 결과를 얻었다. <표 1>에 나타난 것 
같이 해당 업무를 E 가 수행하는 것이 일정지연이 가
장 적게 발생했으므로, 팀 리더 및 계획관리자는 E 에

게 해당 업무를 인계하고 남은 업무 E3 에 대해 추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업무 분배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의존 관계가 3 개 이상의 업무일 
경우 업무 인수로부터 우선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며, 
주 초의 일정변경은 많은 업무 일정에 영향을 미치므

로, 신속하고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점이다. 또한 
업무 의존관계에서 의존관계가 복잡하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끝 시간이 일치하게 되면, 많은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지원 도구 

(그림 2)는 본 도구의 구조를 보여준다. 개발 팀은 

개발 계획에 따라 해당 주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 

일정을 가지고 있으며, 각 팀원은 해당 주의 자신의 

일정정보를 저장하고, 일정관리자는 저장된 일정을 

바탕으로 팀원 전체의 일정표를 작성한다. 

 
(그림 2) 도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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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균등 분배의 경우 팀 리더 및 계획관리자는 작
성된 팀 인원 일정 표를 바탕으로 2 장에서 소개한 
식별 요소를 고려하여 각 업무를 팀원에게 적절히 분
배한다. 분배가 완료되면 도구는 해당 일정표를 저장

하고 모든 팀원에 분배한다.  
동적 균등 분배의 경우 각 팀원은 자신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일정 변경 사실

을 알린다. 이를 통보 받은 일정관리자는 해당 일정

이 업무 분배가 필요한 업무인지를 판단하고,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표 1>과 같이 일정 
지연 예상 시간이 가장 작은 경우를 찾아내 팀 리더 
및 계획관리자에게 통보한다. 팀 리더 및 계획관리자

가 계획 변경을 승인하면 일정관리자는 변경된 일정

을 팀 일정 정보에 저장하고, 팀원 모두에게 전송한

다.  
 
4. 관련연구 

4. 1. Team Dashboard 

 

Team Dashboard[11]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SEI 에서 
오픈 소스로 개발된 TSP 지원 도구이다. PSP 
지원도구인 Process Dashboard 와 통합되어 PSP/TSP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로써, 계획, 추적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Team Dashboard 는 각 
사용자의 고용 형태, 업무 시작 및 종료일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팀원의 업무 수행 시간의 
절대시간과 다른 팀원과의 상대시간 및 해당 업무의 
예상 종료시간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팀 리더 및 계획관리자는 업무 균등 분배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팀원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계획표 
또는 차트를 제공하지 않아 편의성이 떨어지고, 팀 
리더 및 계획관리자만이 직접적으로 업무 분배를 할 
수 있어 분배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동적 업무 균등 분배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4.2. TSPi Workbook 

 

TSPi Workbook[12]은 TSP 를 개발한 Watts S. 
Humphrey 가 학생 들이 TSP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TSP 를 축소화해 소개한 TSPi 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이 도구는 TSPi 에 소개된 대부분의 
sheet 를 구현했으며, Microsoft Excel 기반의 Macro 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부분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계획 
단계에서 생성된 계획을 팀원 전체로 자동 분배하고, 
팀원의 수행 데이터를 통합하는 기능을 지원하여 
TSP 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각 팀원의 
일정정보 입력 등을 통해 팀원의 업무 균등 분배 
활동을 부분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도구 자체의 
시각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Team Dashboard 와 
마찬가지로 동적 업무 분배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5. 결론 

지금까지 업무 균등 분배를 통한 일정 지연 예방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소개하였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 환경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1) 일정 변경의 동시다발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일정 변경이 일어날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2) 개인 업무 능력에 대한 차별화된 업무시간 예측이 

필요하다. TSP 에서는 잘 훈련된(highly trained)된 

개발자는 업무 분배에 용이하지만,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개발자도 많다. 

3) 필요에 따라 개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들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일정 조정을 

통한 업무 분배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4) 업무 인수 후 업무 재분배를 통한 일정지연의 

최소화를 지원해야 한다. 특정 팀원이 업무 인수를 

받은 경우, 해당 팀원의 다른 업무를 여유가 있다면 

업무를 인수함으로써 일정에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일정 작성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업무 분배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통해 보다 복잡한 환경에서의 업무 분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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