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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have measurement and analysis activity for managing software project.

At least, every project measures time and cost in order to figure it out whether it will finish within its deadline.

CMMI has Measurement and Analysis process in Maturity Level 2.

In Measurement and Analysis process, Indicators for decision making in project management are defined and 

analysis procedure of the measurements to get the indicators are specified. Also, the way of collecting the data and 

storing them is also planned.

Establishing efficient and effective measurement and analysis process in the organization by improving existing 

process is very important for project success.

In this paper, we provide a method for analyzing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process and improving it based 

on IDEAL model. It will support the organizations which are trying to adopt CMMI to establish measurement and ana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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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 트웨어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성

공 으로 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졌다. 소수의 탁월한 로그래머가 소 트웨어 

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수 을 이미 넘어선 것

이다. “제품을 개발하기 해 사용된 로세스의 

품질이 제품의 품질에 큰 향을 미친다.”는 Watts 

Humphrey의 주장처럼, 로세스 기반의 로젝트 

수행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1].

이러한 이유로 재 국내외 많은 기업들은 업체 

표 (Defacto Standard)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카네기멜론 학교의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에서 개발한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를 기반으로 로세스 개선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CMMI는 로젝트를 성공 으

로 수행하는 조직이 갖추어야 할 22개의 로세스 

역을 정하고, 각 역 안에는 구체 인 실천사

항(Practice)들로 SP(Specific Practice)와 GP(Ge-

neric Practice)를 정의해 놓았다[2, 3]. 

소 트웨어 로젝트 리는 많은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한다.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기 해서는 

로젝트의 상황을 정확하고도 객 으로 나타내

는 측정 지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4-6]. 

로젝트 수행 시, 의사 결정을 한 지표를 정

의하고, 각 지표를 산출하기 해 필요한 측정 데

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CMMI 22개의 

역 , 측정  분석 로세스 역이다[2]. 이 

역의 활동은 조직과 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해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 수집, 분석하여,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측정  분석 활동이 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다면, 로젝트를 즉흥 이고, 주먹구구식

으로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상하

거나 경향을 악할 수 없다[7, 8].

그러므로 성공 인 로젝트를 해서는 로젝

트 련 데이터가 어떻게 정량화되고, 표 되고, 

분석되는지를 정의하는 측정  분석 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MMI의 로세스 개선 모델인 

IDEAL(Initiating-Diagnosing-Establishing-Acting  

-Learning)을 기반으로 기존의 측정  분석 로

세스의 문제 을 악하고, 개선된 로세스를 제

시하기 한 로세스 개선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CMMI 기반의 로세스 개선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기업들에게 측정  분석 

로세스 수립을 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연

구에 근거가 되는 이론  배경을 제시하고, 제 3장

에서는 본 연구와 련된 모델에서의 측정 로세

스에 해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로세스 개선 

체계의 진단 단계 수립 방법을 설명하고, 제 5장에

서는 제 4장의 진단 단계 수립 방법을 측정  분

석 로세스의 개선 체계에 용하여 설명한다. 제 

6장에서는 측정  분석 로세스 개선 체계를 실

제 기업에 용한 사례에 해서 설명하고, 제 7장

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   향후 

연구 방향에 해서 논한다.

2. 이론  배경

2.1 국내 측정  분석 로세스 황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SW공학센터에서

는 매년 국내 소 트웨어 개발 기업들의 소 트웨

어 공학 주요 역에 한 수 을 악하고 있다. 

2007년 처음 악한 이래, 차 수 이 나아지고

는 있지만 여 히 취약한 수 이다. 특히, <표 1>

에서 보듯이, 측정  분석 로세스 역이 의사 

결정 로세스 역과 더불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9]. 그러므로 다른 어떤 역보다도 조

직의 측정  분석 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 히 요구된다.

2.2 CMMI의 측정  분석 로세스 역

CMMI의 MA(Measurement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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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로세스 역별 수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요구사항 리 67.5 76.4 78.5 79.7

로젝트 계획 수립 71.1 79.1 80.1 81.6 

로젝트 리 80.8 78.9 73.4 84.2 

로세스  제품 
품질보증

63.8 66.8 64.8 74.6 

형상 리 73.1 69.1 70.7 69.5 

측정  분석 57.4 57.5 55.6 60.5 

공 업체 계약 리 70.6 82.3 68.4 66.7 

요구사항 개발 75.0 76.2 79.3 81.3 

기술 솔루션 71.4 79.1 75.5 74.9 

검증 66.1 68.2 69.1 71.0 

확인 75.7 82.2 84.6 81.6 

제품 통합 70.1 73.7 81.1 76.7 

조직 로세스 리 49.4 66.1 67.3 73.7 

조직 로세스 정립 52.4 54.2 56.3 62.9 

조직 교육 훈련 52.4 68.6 72.5 68.5 

통합 제품  리 56.9 69.3 70.9 79.6 

의사 결정 42.9 56.7 52.2 58.3 

험 리 42.9 54.8 62.1 69.3 

로세스 역은 필요한 정보를 리하기 해 측정 

활동의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MA 로세스 역은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10, 11]. 

•식별된 요구 정보  목표와 동일시되는 목표

를 수립하고, 측정치를 선정한다.

•측정, 데이터 수집  장 기술, 분석 기술, 보

고  피드백 차를 구체화한다.

•데이터 수집, 장, 분석  보고 활동을 수행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들은 의사결정에 도

움을 주고 한 수정 활동의 기본 자료가 된다.

다음 [그림 1]은 CMMI의 MA 로세스 역의 

SP와 GP를 보여 다. 

[그림 1] MA 로세스 역의 SP와 GP

측정  분석 로세스의 SP와 GP를 작업 목표

에 따라 분류하면, 요성 인식  로세스 채택, 

지표  측정치 선정, 수집  장 계획, 측정 수

행, 측정치 공유 그리고 리로 나  수 있다.

2.3 IDEAL 모델

소 트웨어 로세스를 개선하기 한 구체 인 

방법과 지침에 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 

카네기멜론 학의 SEI에서는 SPI(Software Pro-

cess Improvement) 활동을 조직에 내재화 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해 로세스 개선 모델인 IDEAL

을 개발하 다. 

IDEAL 모델은 조직이 로세스 개선 활동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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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계획, 구 하고, 지속 인 개선 활동 등을 수행

하도록 지원하기 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IDEAL 모델은 조직이 효과 으로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 로그램을 계획  구 할 수 있

도록 [그림 2]와 같이 착수(Initiating), 진단(Dia-

gnosing), 확립(Establishing), 실행(Acting) 그리고 

학습(Learning)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2]. 

[그림 2] IDEAL 모델

2.3.1 착수(Initiating) 단계

착수 단계에서는 로세스 개선을 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원인을 악한다.

•변화가 조직 내의 어느 부분에 당한지 개선 

상을 악한다.

•다른 활동이나 이미 진행 인 작업에 한 

향을 분석한다.

•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확고한 지원 체계를 

형성한다.

•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조를 구성

하고 이에 해당하는 책임과 역할을 정의한다.

2.3.2 진단(Diagnosing) 단계

진단 단계에서는 로세스의 진단을 통해 조직

의 재 상태에 한 베이스라인(Baseline)을 수립

한다.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CMMI에 비추어 조직의 재 상태(As-Is)를 

악한다.

•CMMI에 비추어 향후 목표 상태(To-Be)를 정의

한다.

• 재 상태(As-Is)에서 목표 상태(To-be)를 성취

하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한다.

•실제 권고 사항을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잠

재 인 험 요소를 악한다.

2.3.3 확립(Establishing) 단계

확립 단계에서는 진단 단계에서 식별된 개선 이

슈에 해 우선순 를 결정하고, 목표 달성을 

한 근 방법을 개발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권고된 활동에 한 우선순  설정한다.

•설정된 우선순 와 재 상황을 토 로 근 방

식을 개발한다.

• 근 방식을 이행하기 한 실행 계획을 수립

한다.

2.3.4 실행(Acting) 단계

실행 단계에서는 해결안(Solution) 개발  이에 

한 일럿을 수행한다. 그 결과를 토 로 해결

안을 수정하고, 조직에서 이행토록 한다. 이 단계

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능한 모든 안  최 의 해결안을 개발한다.

•해결안에 해 이럿을 수행하여 검증한다.

• 일럿 수행 결과를 토 로 해결안 정제과정을 

수행한다. 해결안 일럿 수행  정제과정은 반

복 으로 이루어진다.

•정제된 솔루션을 조직 반에 용한다.

2.3.5 학습(Learning) 단계

학습 단계에서는 실행 단계를 통해 얻어진 경험

을 통해 조직의 로세스 개선 로그램에 사용된 

략, 방법, 기반구조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

로 재조정한다.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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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SO/IEC 15939에서의 측정 로세스

작업 목표 활동

1. 측정 공약 

(확약) 수립 

 유지

1.1 측정에 한 요구사항 도출  

승인

1.2 자원 할당

2. 측정 로 
세스 계획

2.1 조직의 특징 악

2.2 요구사항 식별
2.3 측정 지표 선정

2.4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 차 

정의
2.5 측정 결과와 로세스를 평가하기 

한 기  정의

2.6 측정 작업에 한 자원 검토  
승인, 제공

2.7 지원 기술 획득  제공

3. 측정 로 

세스 수행

3.1 련 로세스와 통합

3.2 데이터 수집

3.3 데이터 분석  측정 결과 해석
3.4 측정 결과 공유

4. 측정 평가
4.1 측정 결과  로세스 평가
4.2 잠재 인 개선사항 식별

•개선 활동을 통해 실제 달성된 결과와 비즈니

스 목 , 목표를 비교한다.

•개선 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수집하고 정리한다.

•향후 개선 활동에 한 권고안을 개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진단 단계의 세부 활동

에 한 효과 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3. 련 연구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해서는 참조 모델을 선

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측정  분석 로세스의 개선 참조 모

델로 CMMI를 선정하 다. 지 까지 측정 로세

스와 련되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표  모

델인 ISO/IEC 15939와 PSM(Practical Software 

Measurement)에 해서 살펴보고, CMMI와의 차

이를 살펴본다.

3.1 ISO/IEC 15939

ISO/IEC 15939는 로젝트  조직 차원에서 측

정 활동을 성공 으로 정의, 용, 개선하기 해 

필요한 작업 목표와 활동들을 식별해 놓은 국제 

표 이다[7]. <표 2>는 ISO/IEC 15939의 측정 

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 공약(확약) 수립  유지：측정의 요구사

항을 악하기 하여, 측정의 범 를 식별하

고, 인력 지원에 한 확약 수립  조직 내 구

성원들 간의 공유(합의)가 이루어진다. 한 측

정 활동에 해, 개인 별 책임을 부여하고, 자원

을 제공한다.

•측정 로세스 계획：측정 지표를 선정하기 

해 조직의 특징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측정에 

해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식별  우선순

화 하여, 용할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구성

원들이 공유한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측정 지

표를 정의한다. 데이터를 수집  분석 그리고 

보고하기 한 차를 수립하고, 수집된 측정 

결과와 측정 차를 평가하기 한 기 을 정

의한다. 측정 작업을 지원하기 한 자원  기

술을 제공한다.

•측정 로세스 수행：데이터의 수집  분석 

그리고 보고 차를 련된 로세스와 통합한

다. 차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하며 

검증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며, 그 결과를 공유한다.

•측정 평가：측정 결과와 차를 정해진 기 에 

따라 평가하고, 강 과 약 을 도출한다.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3.2 PSM(Practical Software Measurement)

PSM은 소 트웨어 심의 로젝트에서의 측

정 로세스를 구 하기 한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작업 방법을 조정

하기 한 지침을 제공한다[13]. <표 3>은 PSM의 

측정 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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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SM의 측정 로세스

작업 목표 활동

1. 측정 계획

1.1 요구사항 식별  우선순 화
1.2 측정 지표 선정  명세
1.3 로젝트 로세스 내로 측정 

근법 통합

2. 측정 수행
2.1 데이터 수집  처리
2.2 데이터 분석
2.3 권고사항 제시

3. 측정 평가

3.1 측정 지표 평가
3.2 측정 로세스 평가
3.3 기존의 측정 지표와 로세스 평가 

결과 갱신
3.4 개선 사항 식별  구

4. 공약 수립 
 유지

4.1 조직 차원의 공약(확약) 획득
4.2 측정 담당자  책임 명시
4.3 자원( 산, 도구 등) 제공
4.4 측정 로그램 검토
4.5 교훈 학습(Lessons Learned)

•측정 계획： 로젝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한 측정 지표를 선정한다. 데이터의 수집, 정의, 

분석, 보고  측정 결과의 평가와 련된 계획 

활동을 포함된다. 한 로젝트의 기술 , 

리  로세스들과 측정 지표들을 통합한다.

•측정 수행：측정 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며, 분석 결과를 토 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에 해 권고 사항을 도출한다.

•측정 평가：측정 지표와 로세스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로부터 개선 사항들을 식별  명세

하고, 로젝트 측정 근 방법을 재 요구사

항을 해결하기 해 지속 으로 갱신한다.

•공약 수립  유지：측정 로세스를 구  하

는데 요구되는 자원과 조직 차원의 기반구조를 

제공하기 해 공약(확약)을 획득한다. 지속

인 검토를 통해 측정 로세스를 개선한다.

3.3 CMMI, ISO/IEC 15939, PSM의 비교

 ISO/IEC 15939  PSM의 측정 로세스에 

해서 살펴보았다. <표 4>는 CMMI의 작업 목표를 

기 으로 ISO/IEC 15939와 PSM이 포함하는 활동

의 범 를 비교하여 보여 다.

<표 4> CMMI, ISO/IEC 15939, PSM의 비교

작업 목표 활동 CMMI
ISO/IEC 
15939

PSM

요성 
인식  
로세스
채택

∘정책 수립 ∘GP 2.1 ∘1.1 ∘4.1

지표 
측정치 
선정

∘측정 목표
정의 
∘측정치 선택 

 명세
∘분석 방법
정의

∘SP 1.1 
∘SP 1.2
∘SP 1.4
∘GP 2.2
∘GP 2.7

∘1.1
∘2.1
∘2.2
∘2.3

∘1.1
∘1.2

수집 
장 

계획

∘수집  장 
차 정의 

∘도구  산 
할당 
∘도구 식별  
선택
∘측정 담당자 
지정  교육
∘산출물 리

∘SP 1.3
∘GP 2.2
∘GP 2.3
∘GP 2.4
∘GP 2.5
∘GP 2.6
∘GP 2.7

∘1.2
∘2.4
∘2.5
∘2.6
∘2.7

∘1.3
∘4.1
∘4.2
∘4.3

측정 
수행

∘데이터 수집 
 장 

∘데이터 분석 
 결과 장

∘SP 2.1
∘SP 2.2
∘SP 2.3

∘3.1
∘3.2
∘3.3

∘2.1
∘2.2
∘2.3

측정치 
공유

∘결과 보고
 공유

∘SP 2.4 ∘3.4 ∘4.5

리
∘검토  시정 
조치

∘GP 2.8
∘GP 2.9
∘GP 
2.10

∘4.1
∘4,2

∘3.1
∘3.2
∘3.3
∘3.4
∘4.4

 

 <표 4>에서 살펴 본 로, CMMI의 측정  분석 

로세스 역은 ISO/IEC 15939  PSM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MMI를 기

반으로 측정  분석 로세스 개선 체계의 진단 

단계를 수립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4. 로세스 개선 체계의 진단 
단계 수립 방법

로세스를 개선하기 해서는  로세스의 

상태에 한 정확한 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MMI 기반의 로세스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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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하여, [그림 3]과 같이 진단(Diagno-

sing) 체계를 구축하 다. 진단 단계는 로세스 분

석 비, 로세스 분석, 작업 별 문제  악 그리

고 작업 별 개선안 도출의 4단계 활동으로 구성했

다. 각 단계  활동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로세스 상태 진단 체계 구축 모델

4.1 비 단계

4.1.1 로세스 분석 비 활동

로세스 분석 비 활동은 로세스 진단을 수

행하기 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의 

수행 활동은 크게 (1) 로세스 요건표 개발과 (2) 

검 항목 개발로 구성된다.

[그림 4] 로세스 요건 도출 메커니즘의 구조

로세스 요건 표 개발은 로세스 역이 추구

하고 있는 목 을 이해하고, 이를 구 하기 해 

필요한 작업들을 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림 

4]와 같이 로세스 역 별로 작업 별 목표를 수

립하고, 각 목표에 해당하는 활동  활동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 기본 산출물을 정의한다. 로세

스 요건 표의 타당성은 각 작업들과 이에 해당하

는 CMMI의 SP와 GP를 매핑하여 검증한다.

로세스 요건표가 개발되고 나면, 요건 표 내

의 각 작업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검 항목을 [그림 

5]와 같이 개발한다.

[그림 5] 로세스 검 항목 구성 방법

각 작업별로 기존 로세스를 분석하기 해, 작

업의 목표와 CMMI의 활동을 심으로 합도 평

가를 한 검 항목을 식별한다. 검 항목은 

로세스의 수립  활용을 기 으로 로세스 정의, 

로세스 문서화 그리고 로세스의 사용  개선

의 에 맞추어 개발한다. 이 게 개발된 검 

항목은 로세스 정의서와 산출물의 형성 과정 그

리고 이들의 활용 여부를 평가하기 해 사용된다.

4.2 진단(Diagnosing) 단계

4.2.1 로세스 분석

비 단계에서 도출된 로세스 요건표와 검

항목을 기 으로,  조직 내 로세스의 GAP 분석

을 수행한다.

4.2.2 작업 별 문제  악

로세스 요건 표를 기 으로 조직의 어떤 작업

이 어떤 문제 을 갖고 있는지 악한다. 

4.2.3 작업 별 개선안 도출

악된 문제 을 통해 작업 별 개선안  안

을 도출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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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  분석 로세스 개선 
체계 구축

5.1 로세스 분석 비

CMMI가 규정한 측정  분석 로세스 요건에 

기반하여, 각 작업 별 목표를 CMMI의 SP, GP와 

응시켜 <표 5>와 같이 요건 표를 만든다. 

<표 5> 측정  분석(MA) 로세스의 요건 표

작업 목표 활동 기본 산출물 SP, GP

T1. 요성  

인식   

로세스  

채택

∘정책 수립

소 트웨어 

개발 

규정(정책)

∘GP 2.1

T2. 지표   

측정치 

선정

∘측정 목표 

정의 측정치 

선택  명세

∘분석 방법 

정의

측정 지표

정의서

∘SP 1.1 

∘SP 1.2

∘SP 1.4

∘GP 2.2

∘GP 2.7

T3. 수집   

장 

계획

∘수집  장 

차 정의 

∘도구  산 

할당 

∘도구 식별  

선택

∘측정 담당자 

지정  교육 

∘산출물 리

측정 계획서

∘SP 1.3

∘GP 2.2

∘GP 2.3

∘GP 2.4

∘GP 2.5

∘GP 2.6

∘GP 2.7

T4. 측정 

수행

∘데이터 수집 

 장 

∘데이터 분석 

 결과 장

데이터 

장소

∘SP 2.1

∘SP 2.2

∘SP 2.3

T5. 측정치  

공유

∘결과 보고  

공유

측정 결과

보고서
∘SP 2.4

T6. 리
∘검토  시정 

조치
검토 보고서

∘GP 2.8

∘GP 2.9

∘GP 2.10

5.1.1 T1 요성 인식  로세스 채택

로젝트 구성원들이 측정  분석 로세스의 

요성에 해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

트웨어 개발 규정(정책)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기 해 <표 6>과 같은 검항목을 도출하 다.

<표 6> T1의 검 방법과 검 항목

검 방법 검 항목

합도

∘측정  분석 활동의 요성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인식 
시키고 있는가?

∘측정  분석 활동의 채택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기본 산출물 ∘소 트웨어 개발 규정(정책)

5.1.2 T2 지표  측정치 선정

측정 지표는 조직의 비즈니스 목표와 상  리

자  로젝트 리자의 목표를 반 하여, 실질

으로 이해 계자들이 심 있고, 측정 가능한 지

표가 선정되어야 한다[14]. 

일반 으로 측정 지표 선정을 해 사용되는 방식

이 GQM(Goal-Question-Metrics) 방법이다. GQM 

방법은 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

는 Top-Down 기반의 근 방식이다. 조직의 목표

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한 질문을 제시하

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다[15, 16].

이를 기반으로 지표  측정치 선정 모델을 구

성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지표  측정치 선정 모델

[그림 6]의 모델에 기반해서 악된 검 항목은 

<표 7>과 같다.

5.1.3 T3 수집  장 계획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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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T2의 검 방법과 검 항목

검 방법 검 항목

합도

∘측정 지표가 어떤 과정으로 
도출되었는가?

∘측정 지표는 조직의 비즈니스 목표를 
반 하고 있는가?

∘측정 목표는 상  리자와 로젝트 
리자의 목표를 반 하고 있는가?

∘측정 지표는 측정 목표를 반 하고 
있는가?

∘수집된 측정 데이터가 로세스와 
제품 Indicator로 표시하는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측정치의 범 , 
측정치의 등  등)

∘수집된 측정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분석 방식을 다르게 결정하고 있는가?

기본 산출물 ∘측정 지표 정의서

차를 정확히 따르도록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

는지를 확인하기 해 <표 8>과 같은 검 항목

이 악되었다.

<표 8> T3의 검 방법과 검 항목

검 방법 검 항목

합도

∘측정지표 별 데이터 수집  장 
차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데이터의 자동화된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수집  장 계획을 수립하기 한 
도구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차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데이터 수집  장 차에 우선 
순 를 어떻게 부여하고, 검토하며 
개정하는가?

∘수집  장 계획을 수립하기 한 
담당자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측정  분석을 해 담당자 교육은 
어떻게 하라고 계획하고 있는가?

∘수집된 데이터 측정  분석 련 
산출물을 어떻게 리하고 있는가?

기본 산출물
∘측정 계획서
∘데이터 수집  분석 도구
∘데이터 장소

5.1.4 T4 측정 수행

구성원들이 데이터 수집  장을 제 로 하고 

있는지, 데이터에 한 분석  분석 결과의 장

을 제 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표 9>

와 같은 검 항목이 도출되었다.

<표 9> T4의 검 방법과 검 항목

검 방법 검 항목

합도

∘데이터 수집 담당자가 측정 차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가?

∘데이터 수집 담당자가 정해진 시 에 
정해진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가?

∘데이터 분석 담당자가 정해진 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가?

∘데이터 분석 담당자가 정해진 시 에 
정해진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가?

∘수집된 데이터가 지속 으로 갱신되고 
있는가?

∘분석 결과를 지속 으로 개정하고 
있는가?

기본 산출물
∘데이터 장소 내의 수집된 데이터
∘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

5.1.5 T5 측정치 공유

구성원들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기 으로 보

고하고 있는지, 분석 결과에 해서 공유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해 <표 10>과 같은 검 항목

들을 구성했다.

<표 10> T5의 검 방법과 검 항목

검 방법 검 항목

합도

∘측정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공유 
하는가?

∘어떤 결과들을 공유하는가?
∘측정 결과가 구성원들에게 실질 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측정 결과에 한 보고를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가?
∘모든 구성원들이 측정 결과를 공유 

하고 있는가?
∘측정 결과에서 이슈 사항에 한 처리 

방법 등에 해서 구성원들에게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기본 산출물 ∘측정 결과 보고서

5.1.6 T6 리

측정  분석 로세스의 모니터링  한 통



238 한 수․도성룡

제를 실시하고, 객 인 수행을 보장하며, 상  

리자에게 히 보고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해 악된 검 항목들은 <표 11>과 같다.

<표 11> T6의 검 방법과 검 항목

검 방법 검 항목

합도

∘측정  분석 작업에 해서 어떤 
이슈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가?

∘측정  분석 작업에 해서 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가?

∘측정  분석 작업에 해서 어느 
주기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가?

∘상  리자는 측정  분석 활동에 
해서 정기 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가?

기본 산출물
∘검토  시정 조치 보고서
∘QA 결과 보고서

6. 용 사례

S사는 소 규모의 회사로, 자동차의 구성요소

를 제어하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부분의 로젝트는 기간이 4～6개월이고, 4명 정

도가 을 이루어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

리고 이 은 비용, 진도 등의 기본 지표들을 측정

하고 있다.

 내 주간 회의의 주요 심사는 마감일에 맞

추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로

그램의 결함은 리콜로 이어지기 때문에 테스 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테스트에서 발견되는 결함

들은 바로 재작업이 들어가서 다시 결함이 발견되

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고 있다.

6.1 로세스 분석  작업별 문제  악

조직의 재 상태를 악하기 해서 제 4장에

서 제시한 로세스 요건표와 검항목에 기반하

여 평가를 실시하 다. 측정  분석과 련하여, 

T2, T3에서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T2에서

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 다음 [그림 7]은 T2. 지표 

 측정치 선정과 련하여 평가된 결과의 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측정 지표가 기본 인 수 에서만 수집되고 있다. 

• 로젝트 리자의 정보 요구(일정, 테스 , 재

작업 등)와 련된 지표를 반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정의되는 지표들에 해서는 수집  장 

계획 등이 정의되어야 한다.

6.2 작업 별 개선안 도출

이 단계에서는 에서 도출한 문제 에 해 다

음과 같은 개선안을 도출하 다. 

6.2.1 로젝트 이해 계자 별 측정 지표의 활

용 목  정의

측정  분석과 련된 로젝트 이해 계자를 

식별하고, 이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표 12>와 

같이 측정 지표의 활용 목 을 정의하 다.

 <표 12> 로젝트 이해 계자 별 측정 지표 활용 
목

이해

계자
측정 지표의 활용 목

개발자

∘개인 별 로젝트 진행 황 악

∘개인에게 할당된 이슈(결함, 변경 사항 등) 

악

로젝트 

리자

∘ 로젝트의 진행 황 악

∘이슈(결함, 변경 사항 등)의 진행 황  

악

∘투입 비용의 성 여부 악(편차 악)

∘투입 공수의 성 여부 악(편차 악)

∘ 로젝트 단계별 재 작업률 악

∘테스 의 투입 비율의 추세/ 성 악

상  

리자

∘조직 차원에서의 로젝트 진행 황 악

∘조직 차원에서 이슈(결함, 변경 사항  

등)의 진행 황 악

∘조직 차원에서 투입 비용의 성 여부 

악(편차 악)

∘조직 차원에서 투입 공수의 성 여부 

악(편차 악)

∘조직 차원에서의 재 작업률 악

∘조직 차원에서 로젝트 별 테스 의  

투입 공수 비율의 추세/ 성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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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표  측정치 선정 작업의 평가 결과 시

6.2.2 측정 지표의 정의

로젝트 이해 계자의 측정치 활용 목 을 토

로 <표 13>과 같이 주요 측정 요소와 세부 인 

측정 지표를 정의하 다. 

<표 13> 측정 요소 별 측정 지표  측정 데이터

측정 요소 측정 지표 측정 데이터

일정(진도)
∘일정 

수율(편차)

∘ 체 일정

∘  일정 편차

이슈(결함 

이슈)

∘이슈(결함) 

조치율

∘발생 이슈(결함) 건수

∘조치 이슈(결함) 건수

비용
∘비용 

수율(편차)

∘단계별 계획 산

∘단계별 집행 산

공수

∘공수 투입 

수율(편차)

∘단계별 계획 투입 공수

∘단계별 실제 투입 공수

∘단계별 재 

작업률

∘단계별 체 투입 공수

∘단계별 재 작업에 

투입된 공수

∘테스  투입 

비율

∘  단계의 투입 공수

∘테스  단계의 투입 

공수

  <표 14> 이슈(결함) 조치율의 측정 지표 정의서 
시

지표 명  이슈(결함) 조치율

사용 목
이슈(결함)의

진행 황 악

지표

사용자

로젝트 리자,
상  리자, 

개발자

측정 공식
이슈(결함) 조치율(%) 
= 조치 이슈(결함) 건수/발생 이슈(결함) 

건수×100

측정 
데이터

조치 이슈(결함) 건수, 발생 이슈(결함) 건수

측정값 

해석

100%에 가까울 

수록 양호

측정 상

산출물

이슈(결함) 

보고서

측정 상 

단계
테스  단계 측정 주기 주별

수집
담당자

이슈(결함)
분석 담당자

수집 도구 Excel

분석 

담당자

이슈(결함)

분석 담당자
분석 도구 Excel, Minitab

그리고 각 측정 지표에 지표 명, 사용 목 , 측정 

상 단계, 분석 유형 등에 해서 <표 14>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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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하 다. <표 14>는 이슈(결함) 조치율의 측

정 지표 정의서의 시이다.

7. 결  론

소 트웨어 개발 조직이 체계 으로 로젝트를 

수행하기 해서는 갖추어야 할 로세스들이 있다.

CMMI는 조직이 갖추어야 할 22개의 로세스

역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측정  분석 로

세스 역은 로젝트 수행 시, 의사결정을 한 

지표를 정의하고, 각 지표를 산출하기 해 필요

한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로 된 측정  분석 로세스를 갖추고 있

다는 것은 로젝트에 해 정확히 악하고 있다

는 의미가 되며 이는 곧 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조직이 갖추고 있는 측정  분석 로

세스를 분석하여, CMMI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

시키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MMI의 로세스 개선 모델인 

IDEAL을 기반으로 측정  분석 로세스를 진단

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CMMI가 제공하고 있는 실천사항(Practice)이 제

로 로세스로 구 되었는가를 악하기 한 분

석 체계를 제공하 으며, 이를 활용하여, CMMI 기

반의 로세스 개선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기

업들에게 재의 측정  분석 로세스를 검하

고, 개선 사항이 도출되도록 구성하 다. 그리고 

용 사례를 통해 그 효율성을 입증하 다.

향후, 다양한 용 사례를 통해, 분석 체계를 더

욱 효율 으로 개선하고,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

르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보강하는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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