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267

효과 인 로세스 리를 한

PCM(Process Capability Metric) 지원 도구 설계 

1)염희균*, 정일재**,채 철**, 황선명***

학교 컴퓨터공학과
*e-mail: yeom@dju.ac.kr

Design on Supporting Tool of Process Capability 

Metric for Effectiveness Process Management 

＊Hee-Gyun Yeom, **Il-Jae Jung, **Hynn-Choul Chae,***Sun-Myung Hwang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Daejeon University

요       약
  효과 인 소 트웨어 로세스 개선을 해 SPICE와 CMMI 로세스 심사 표 을 도입하려는 노력

을 하고 있다. 이러한 표 을 통해 효과 인 개선하기 해서는 개선 과 험을 식별하고 이들 이슈

들을 개발환경에 용시켜서 조직의 비 에 응한 작업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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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 인 SPI룰 해 로세스 측정 메트릭 정의와 심사 경험이 분석되어 활

용될 수 있는 PCM(Process Capability Metric) Experience Factory 모델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SI업체 

 S/W 개벌업체 는 해외 바이어의 요구에 의해 일정

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업체

를 심으로 SPI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 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융업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업계에서도 납기 단축, 비용 감  효율 인 로세

스 리 등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SPI 모델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 게 여러 가지 목  달성을 해 SPI를 추진하려는 

국내의 많은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경험이다. 경험

을 활용한다면, 목  달성을 해 어떤 개선 활동을 먼  

수행해야하는 지 결정할 수 있으며, 개선 활동의 효과를 

측하고, 개선 활동으로 인한 조직의 제약사항과 구조의 변

화에 응할 수 있다[6]. 하지만 에서 언 한 SPI 모델들

은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 지에 한 지침은 제공하고 있지

만, 특정 환경의 소 트웨어 개발 조직의 SPI을 해 필요

한 구체 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SPI를 해서는 표  로세스 심사 모델을 기반으로 하

는 조직의 로세스 역량이 정량 으로 리가 되어져야 

1)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의 지역 신 인력양성 사업의 연

구결과로 수행되었음

한다. 이를 해 로세스 측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로

세스 개선 여부의 진행 상태를 정량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인 메트릭이 필요하다.  

2. 기반 연구

2.1 로세스 개선과 메트릭(Metric) 

  메트릭은 일반 으로 측정 상을 기 로 그룹화 할 

수 있다. 개발 로세스의 기간, 비용, 효율을 측정하는 것

과 개발한 소 트웨어, 즉 로덕트 자체의 특성을 측정하

는 메트릭이 있으며, 소 트웨어 개발 인력, , 동원되는 

소 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자원을 측정하는 메트릭등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들 메트릭  하나의 측정값으

로 표 할 수 있는 것이 직  메트릭 이며 여러 개의 측

정값의 비율 는 함수로 표 되는 것이 간  메트릭 이

다. <표 1>은 측정 상에 한 직 , 간  척도의 를 

보여 다.

<표 1> 메트릭 구분

구분 측정 대상 타입 척도의 예

프로덕트 원시 코드
직접 크기

간접 신뢰도

프로세스 테스트
직접 노력

간접 비용

자원 인력
직접 경력

간접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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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 15504 에서는 로세스 측정의 요성을 인식

하여 로세스 측정을 한 틀도 제공하고 있지만 각 수

별로 구체 인 메트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메트릭을 설계함으로써 로세스 능력을 측정하여 상 

목표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을 악한다. 계획한 개선

을 실행한 후에는 다음 사이클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개선 확인을 하게 된다.

2.2 GQM(Goal-Question-Metrics) 방법

  GQM 방법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에 

부합하기 한 각각의 역에서 로젝트 목표를 만들어 

이를 해결하기 한 질문(Question)을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메트릭을 만들어 측정하는 것이다[4][5].  

  본 논문에서는 ISO/IEC 15504 로세스 측정을 한 

메트릭 설계 방법으로 GQM 방법을 활용한다.

3. 표  메트릭 설계

3.1 로세스 측정 메트릭 

  로세스 측정을 한 37개의 표  메트릭을 [그림 1]의 

표  정의서를 기반으로 설계 하 다. 

[그림 1] 메트릭 정의서

  표  메트릭은 로세스 심사 시에 로세스 목  성취 

정도를 계량화 하여 객 인 수치로 나타내지며 이를 통

하여 능력 수  달성 여부를 단하는데 사용되어진다. 그

러나 정의된 표  메트릭은 여러 조정 작업이 필요하며 많

은 실험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ENG그룹 세부 로세스 별  PA(Process Attribute) 달성 

정도 측정에 사용 될 때에는 [그림 2]와 같이 수정 되어야 

한다.

[그림 2] 로세스와 메트릭 매핑

  그러나 로세스 각 그룹과 한 개의 메트릭만이 매핑 되

지 않음을 ISO/IEC 15504와 CMMI KPA간의 응 계로 

알 수 있다[8]. 따라서 각 세부 로세스의 기본 목 을 최

한 커버할 수 있는 Root Word들로 매핑을 하 다.

의 [그림 2]에서 ‘시스템 요구 항목과의 일치 비율’ 메트

릭의 를 들면, 소 트웨어에 할당된 요구사항들과 균형을 

맞추기 한 시스템 요구사항들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즉, 

소 트웨어 요구 분석 수와 시스템 요구 분석내의 소 트

웨어 요구 수를 기록하여 요구 시스템 요우 항목과의 일치 

비율을 악하는 것이다. 일치 비율이 100에 가깝다는 의미

는 시스템 요구사항이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해석 가능하다.

‘ 상 비 실제 비용 비율’ 메트릭은 최  상 비용은 IPR 

작성을 통해 측정하며 IPR의 변경 리를 통해 상 비용

의 변경을 리하고 실제 공수는 각 단계마다 측정한다. 

[그림 3]에서는 [그림 2]의 과정을 통해 식별, 정의된 ISO 

15504 모델의 활동을 평가하기 한 메트릭과 련 데이터,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GQM 방법을 통해 식별된 로세스 활동 평가 

메트릭 

3.2 로세스 성숙도 측정 메트릭 설계  용

로세스 성숙도 평가를 한 메트릭 개발은 [그림 4]의 

과정을 통해 설계한다.

[그림 4] 로세스 성숙도 측정 메트릭 설계 차

  ISO/IEC 15504 로세스 그룹의 각 로세스의 성숙도 

를 측정하는 PA Goal 은 로세스 수행 능력을 만족하기 

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필수 요소이므로, GQM 방법론

의 Goal 에 한 입력물로 맵핑하 다.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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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는 필수 요소를 달성하기 해 구 해야 하는 기

 요소이다. 의 기  요소는 GQM 방법론의 Question 

에 한 입력물로 맵핑하여 Practice 평가를 한 메트릭으

로 정의한다. 

각 로세스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한 로세스 능력 결

정 메트릭은 다음과 같은 일반화 함수로 정의한다.

   ×







 

 


× 


                     

PCM=Process Capability Metric

5  = 능력 수  (수 1～수  5)

Qi =항목별 측정된 값(평균값)

n  =측정한 항목 수 

수  2, 3 측정을 한 메트릭 정의서를 각 심사자별로 심

사 시에 입력하게 된다. 입력 도구는 [그림 5]와 같이 엑셀

을 이용하여 설계하 다. 

[그림 5] PCM 입력 도구 설계 화면

이때 값의 결정은 자격을 갖춘 심사원들의 단에 의해 결

정되어진다. 심사원이 소수일 경우에는 편차가 커질 수 있

으므로 정 수(8-12명)의 심사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

리고 다음의 몇 가지 제 조건을 따라야 타당한 로세스 

수 을 얻을 수 있다.

 목표한 수 보다 한 단계 상  수 의 지표 항목까지 

심사한다.

 ISO/IEC 15504 Part 5 표 에서 일반  활동 항목

(GPI)은 필수 으로 모두 선택하여 평가하고 기타 활동 항

목은 심사원 합의 후 통일하여 선택한 후 측정한다.

 같은 일반  활동 항목에 한 평가는 여러 심사원들의 

평가 수 평균으로 측정 한다

4. 정량  로세스 리를 한 메트릭 측정 경

험(PCMEF) 모델 

ISO/IEC 15504를 통해 지속 인 로세스 개선을 추진

하려는 조직은 그들의 추진 경험을 체계 으로 축 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 

첫째, 조직의 목  달성을 해 어떤 개선활동을 먼  수

행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둘째, 개선활동의 효과를 측할 수 있다.

셋째, 경험을 통해 효율이 극 화된 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다.

넷째, 개선활동으로 인한 조직의 제약사항과 구조의 변화

에 응할 수 있다.

와 같은 이유로 ISO/IEC 15504를 추진했던 여러 기업

들의 메트릭 측정 경험을 수집하여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SO/IEC 15504 메트릭 측

정 경험이 분석되어 활용될 수 있는 PCMEF(Process 

Capability Metric Experience Factory) 모델을 제안한다.  

4.1 PCMEF 모델 설계 차

PCMEF 모델의 설계 차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PCMEF 모델 설계 차

본 연구를 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에서 수행되

었던 SPICE 심사의 결과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선택기 과 추출 차를 

수립하여 Root Word를 추출하 다. 분석된 자료를 축 하

고 리하기 하여 확장성, 사용성, 기 성을 고려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 구축하 다. 

4.2 SPIC심사 자료 DB 설계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은 SPICE 경험들을 장하고 그들

을 PCMEF모델의 활용 목 에 따라 공 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PCMEF 모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한다.

[그림 7] ER 다이어그램

맞춤화 단계에서는  단계에서 도출한 SPICE 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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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의 각 메트릭 값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수 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 의 개선 략  메트릭을 

도출해낸다. 

  Root_Metadata 테이블에는 Root Word를 매핑하고 있

다. 조직은 Root_Metadata 테이블을 검색하여 개선 우선

순 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Root Word를 도출한 후 

Process_Profile 테이블에서 조직의  수 과 일치하는 

항목을 도출하여 비교한다.  

  일반화 단계는  두 단계의 기반이 되는 단계이다. 심

사결과의 모든 강 /개선  항목들은 Root Word로 일반

화 되어 있다. 이 단계를 기반으로 조직은 PCMEF 모델

을 통해 해당하는 Root Word를 도출하고  그 Root Word

에 해당하는 강 /개선 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3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PCMEF 시스템의 목 은 로세스 엔지니어에게 

SPICE 추진 경험을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한 것이다. 

[그림 8]은  PCMEF 시스템의 Use Case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8] PCMEF 시스템의 Use Case 다이어그램

SPICE를 처음 추진하는 기업이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은 

SPICE를 해 어떤 작업을 추진해야하는지, 한 보다 높

은 성숙도를 달성하기 해서는 어떤 활동이 우선이 되어

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PCMEF 시스템이 각 

로세스의 강 에 한 Root Word와 그에 따른 메트릭과  

심사항목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4.4 AHP 기법을 이 용한 모델의  이 론  신뢰성 검

증 

AHP 방법은 안평가  채택을 한 의사결정  추론

기법이다[12]. 가장 요한 장 은 의사결정 안

(Alternatives)들을 평가할 때, 정량 , 정성  요인을 포함

한 다차원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다. 본 에서는 

기존의 SPI 방법과 제안된 PCMEF 모델 사이에서 어느 방

법이 더 효과 인지 측정하기 해 AHP 추론 기법을 사용

하 다.

AHP 추론 기법  1단계로서, 의사결정 요인들 간의 

계를 분석하여 계층  구조(Hierarchical Structures)로 [그

림9]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9] AHP 추론 기법 계층  구조 1단계

2단계에서는 각 Layer에 있어서 의사 결정 요인들의 

 비교(Pairwise Comparisons)를 하고, 3단계는 [그림10]

에서 2단계 과정을 보여 다.

[그림 10] AHP 추론 기법 4단계 - 종합  요도 

계산

[그림 10]은 AHP 기법의 계층  구조와 종합  요도 

계산 결과를 보여 다. 기존의 SPI 방법보다 제안된 

PCMEF 모델이 38.87% 높은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제안된 PCMEF 모델이 험 리, 비  

공유, 개선 략 수립의 에서 기존의 SPI 방법보다 우수

한 모델임을 증명하 다. 뿐만 아니라 PCMEF 모델의 이론

 신뢰도도 함께 검증되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로세스별 메트릭은 조직의 능동

인 로세스 개선 방향을 측 가능하게 하고 구체 으

로 재 로세스 상태를 정량화할 수 있으며 로세스 목

표를 실 할 수 있다. 

GQM 방식을 통한 기존 로세스 심사 모델에서 제공하

지 않는 ISO/IEC 15504 기반으로 한 객 인 로세스 메

트릭을 활용하여 능력 수 을 측정할 수 있다.

메트릭 활용을 통하여 결함, 문제 , 수행 로세스의 상

태를 단할 수 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PCMEF 시스템의 사례연구를 통한 

실질 인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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