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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concept of software engineering was first used in 1968 by NATO Science Committee, a

lot of research work and improvements have been made on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y and

software quality control, but they still fall short of ensuring successful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scale software systems. Under these circumstances, Center for Software Engineering (CSE) at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NIPA) has been conducting studies on quality control methodologies of

software visualization well-suited for small and medium scale software systems, and also working on

the systemization and quantification of software quality control. In this paper, we attempt to scope on

the software development manag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are lying in the blind spot,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with well-organized software development

systems. In particular, based on software visualization that CSE is pursu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developers, we propose a practical quality control methodology well-suited for small and medium scale

projects, and a low-cost quality control management tool by combining open-source quality control tools.

Our proposal is expected to induce developers’ mind change in SI-specialized small and medium-sized

software enterprises, increase their profits and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project qual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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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프트웨어공학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란 프로

그램과 프로그램의 개발, 운용 ,보수에 필요한 관련 

정보 일체를 말한다.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 이외의 

문서와 정보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이들 모두가 소프

트웨어 생산 작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

램은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코드, 즉 정적인 표현

을 의미하지만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가동시킨다는 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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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IBM Rational SW Quality Controll Solution.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기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고 인도하는 사업을 말한

다. 과거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소수의 탁월

한 능력을 가진 프로그래머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

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인원만으로 개발하는 규모를 

넘어서면서, 근래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성패가 집

단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숙달 정도에 크게 좌우되

게 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SW개발 현장은 아직도 

소수 개발자의 능력에 따라 기능과 품질이 정해지고 

있으며, 잦은 인력이동 등으로 회사 및 프로젝트 존

폐가 위험할 정도로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1,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

여 과거에 사람들이 SW품질에 대해 제각각 정성적

으로 확인하고 테스트 하던 것을, 검증되고 공개된 

open source 품질관리 툴들을 활용하여 체인화하고 

가시화하여,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개발사에 맞는 SW품질관리 방법을 제시한다[3].

2. 관련연구

2.1 IBM의 품질관리

IBM에서는 Rational이라는 품질관리 솔루션을 만

들어 품질관리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솔루션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 IBM Rational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솔루션은 요구사항-테스트 계획/케이스-테스트-결

함에 이르는 결과의 연관성 및 추적성을 제공하여 

조기 결함발견 및 문제해결을 도와 개발프로세스 후

반의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Fig. 1은 IBM의 SW품질

관리체계를 나타낸다. 이제품의 경우 고가의 금액을 

통해 중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지고 있다[4].

2.2 구글의 SW품질관리

구글에서는 생산성 혁신팀(Engineering Produc-

tivity Team)이라 불리는 별도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담당한다. 생산성 혁신팀은 개발자와 테스

터의 툴 체인을 수행하고, 단위 테스팅 부터 탐색적 

테스팅에 이르는 모든 분야의 테스팅과, 그에 관련된 

공학적인 방법을 만들며, 검색, 광고, 앱, 유튜브 등 

모든 웹 특성과 관련된 공용 툴과 테스트 인프라스트

럭처를 다룬다.

구글은 생산성 혁신팀을 통해 속도와 규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며 , 대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단계의 벤처와 같은 속도로 소프트웨

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구글 초창기에 생산성 

혁신팀은 2백 여명에서 2013년에 1,200 여명으로 성

장하였으며, 구글 테스팅 블로그는 매달 십만건의 페

이지뷰를 보여줬고, GTAC(Google Test Automa-

tion Conference , www.GTAc.biz)는 SW테스팅 분

야에서 주요 학회로 성장하였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구글은 자체 자동화 툴을 이용하여 많은 테스터들이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화 툴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들이 SW품질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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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roducing Process of NHN’s QP.

있음을 알 수 있다[5].

2.3 NAVER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NHN에서는 품질전략을 QP 프로세스라 정의하고 

결함 예방(Defect Prevention)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NHN의 SW개발 품질을 전

반적으로 점검한다.

어떤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변경하

는 방식에는 ‘빅뱅’ 방식과 ‘점진적 적용’ 방식이 있

다. 빅뱅 방식이란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를 일시에 

변경하는 방식을 말한다. Salesforce.com의 경우 빅

뱅 방식으로 3개월 만에 회사 개발 조직의 모든 개발 

프로세스를 변경하여 효과를 보았다. 빅뱅 방식과 반

대되는 점진적 적용방식은 개발 프로세스를 일시에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수행 활동을 조직에 서서

히 내재화한 후 점차 넓혀가는 방식이다. 점진적 적

용 방식은 빅뱅 방식의 부작용 중의 하나인 조직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NHN에서는 두 가지 적용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

여 적용하되 기본은 ‘점진적 적용’방식이며 초기 개

선안을 자발적으로 지원한 팀에 적용한 다음, 효과가 

검증되면 회사 개발 조직에 확산하여 적용하는 방식

을 취하였다. 이는 상위 관리자의 지속적 지원과 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결합된 NHN의 고유한 개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측면에서 NHN은 ‘신

속한 효과’를 목표로 삼았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

세스는 크게 기획/설계 단계, 구현 단계, QA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획/설계 단계에는 많은 유관 부서의 

인력들이 얽혀 있고 단기간에 이 과정을 개선하기에

는 어려움이 따른다. NHN에서는 이런 조직 상황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모든 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한 것

이 아니라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범위부터 시작

하여 점진적으로 전체 개발 프로세스로 넓혀가는 개

선 전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기획 단계보다 개선 

방법을 적용하기가 비교적 쉬운 ‘구현’과 ‘QA’단계에

서 먼저 QP를 시작하였다[6].

2.4 소프트웨어공학센터 SW시각화

2.4.1 소프트웨어공학센터의 SW시각화 개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에 대한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좋은 SW를 얻기 위해서는 

SW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이는 곧 

SW개발 프로세스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

인 SW개발 관리를 위해서는 SW 자체, 즉 소스 코드

와 SW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SW공학 프로세스는 이러한 관리를 위한 전통적

인 방법이다. 그러나 SW공학 프로세스에 의한 SW

개발 품질관리를 수행하기에는 그 방법이 매우 전문

적이며 국내의 중소기업은 인력 및 비용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SW개발 품질관

리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다.

SW시각화는 이러한 방안으로 시각화, 문서화를 

제안한다. 첫 째, 시각화는 SW개발의 가장 어려운 

점인 SW 비가시성을 극복함으로써 SW개발의 전체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SW개발 

품질 관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둘 째, 문서화는 기업

의 개발 노하우 관리 및 내부 인력간의 업무 이해도 

향상과 특정 상황에서외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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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ptual Diagram of SW Visualization.

Fig. 4. SW Visualization Activities by Process.

안이다.

즉, SW시각화는 소스코드와 개발 프로세스를 관

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각화 및 문서화를 그 

방안으로 하여 SW개발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는 ①개

발 프로세스의 시각화, ②소스코드의 시각화, ③소스

코드의 문서화, ④개발 프로세스의 문서화라는 4방

향으로 SW개발 품질관리를 정리하고 있다[7].

2.4.2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SW 시각화 주요 지표

SW개발과정을 효과적(Effective)이고 효율적

(Efficient)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발과정과 개발

SW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제어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SW개발에 있어서 파악하기 어려운 SW개발과

정과 품질 현황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관리자, 발주

자, 개발자, QA 등)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량적 수치

로 표현한 것으로, SW를 시각화하기 위한 주요 지표

이며 Table 1과 같이 개발과정과 품질검증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8].

2.4.3 SW시각화 시스템

SW시각화 시스템은 SW개발에 있어, 앞의 “SW

시각화 품질지표”에서 정의한 지표를 목표로 하여 

SW시각화 시스템의 활용을 SW개발에서의 수행 활

동으로 정의함으로써 SW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다.

SW시각화는 SW공학 프로세스를 기초로 각 품질

지표를 정의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며, 각 단계별 개발 

방법론 및 Tool 사용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Fig.

는 SW시각화의 요구사항 관리, 구현, 테스트, 형상

관리의 4가지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프로세스별 활동

을 나타낸다[8].

요구사항 관리 단계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변경

을 관리하는 과정이며 구현단계는 다시 개발과 빌드

의 두단계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테스트 단계는 정적

분석과 동적분석으로 구성하며,형상관리는 개발과

정 전반에 걸쳐 수행되는 단계로, 개발산출물을 관리

하고 변경을 통제한다[8].

2.4.4 SW시각화 시스템 구성요소

SW시각화 System은 지속적 통합, 형상관리, 요

구사항, 테스트 케이스 관리, 통합개발환경, 테스트 

자동화의 각 부분이 상호 연결되어 동작한다. 요구사

항 관리 시스템으로 입력된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된 

산출물은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고 형상

관리 시스템의 개발 산출물은 지속적 통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빌드된다. 이렇게 빌드된 결과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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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ty Control Index for S/W Visualization

Section Items Index Description Primary Application

Develop-
mental
Process

Requirements

Traceability of
Requirements

∙To identify the consistency of requirements by de-
velopmental process

Project Progress
Management of
Development
Requirements

Achievement Rate
of Requirements

∙Degree of system implementation according to de-
fined requirements

Coverage of
Requirements

∙Degree of system’s coverage of requirements (To
evaluate if the requirements are developed and
tested)

Configuration
Control

Configuration
Item

∙Management items vary with software types and
characteristics

Systematic maintenance
of individual product’s
zero defects

Item Registration
Rate

∙To check if the content of management is set and
managed as configuration items

Item Change
Rate

∙To grasp the stability of configuration item control
in terms of the degree of configuration item change

Quality
Verifica-
tion

Dynamic
Test

Verification
of

Require-
ments

Functional
Verification

∙To verify the implementation completeness and ac-
curacy of required functions

∙Detection of flaws in re-
quirements

∙Checking of achieve-
ment of product quality
(Securement of per-
ceived quality)

Non-Functional
Verification

∙To verify the goal achievement of required quanti-
tative quality

Verification of
Configuration

∙When a high level of SW reliability is required, it
is based on a mathematical and logical model due
to the impossibility of verifying all conditions.

SW reliability

User
Verification

∙Customer’s system acceptance or potential custom-
ers’ quality feedback (Alpha/Beta test)

Maximization of
Customer Satisfaction

Structure
Verification

Structural
Coverage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Basic Path, Statement,
Branch, MD/DC Coverage, etc. on the basis of lev-
els of required reliability (Since the measurement
of connectivity between functional and non-func-
tional requirements only with the structural cover-
age of the working code, it is deriable to use the
coverage of requirements.)

∙Detection of code errors
∙Securement of SW reli-
ability

∙Decision of appropriate-
ness of test case

Static Test

Standard
Compliance
Rate of Coding

∙To check the observance rate of coding standards
applied to SW development (To check if the code
is written according to the predefined coding rules)

∙Detection of potential
flaws of SW

∙Improvements of code
readability, maintenance
and testability

Metric Fulfillment
Rate

∙To check level of satisfaction in measuring the
metric by utilizing automation tools

Performance Rate
of Static Analysis

∙To detect potential flaws of SW without excuting
it

Level of Flaw

Flaw Processing
Rate

∙To pursue visible problem solving in terms of iden-
tifying states of flaw processing

∙Perception of the cur-
rent level of product
quality

∙Use of data for decision
making

Density of
Flaw

∙To prevent and control flaws by identifying the
flaw distribution chart by product, domain, etc.

자동화 시스템에 의하여 정해진 시점에 자동으로 테

스트되어 현재 SW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시

각화한다. 또한 테스트 케이스 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요구사항 대비 구현상태의 검증을 위한 테스트 케이

스가 관리되고 검증결과에 따라 요구사항의 구현률

이 시각화된다. 이러한 SW시각화 시스템이 상호 연

결되어 동작함에 따라 SW 품질 시각화의 결과에 대

한 원인을 파악하고, 빠른 결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Fig. 5에 SW시각화의 시스템 구성

을 나타내었다[8].

2.4.5 S/W시각화에서 제시하는 Tool Chain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는 SW시각화를 위한 Tool

Chain을 Fig. 6과 같이 제안하였다[8].

수행부분은 실제 개발시 진행되는 단계 즉 요구사

항-개발-형상관리-빌드-테스트 과정을 표시하였으

며 검증은 SW시각화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시스

템 부분에서는 개발시 진행되는 단계에 사용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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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onents of SW Visualization System.

Fig. 6. SW Visualization Tool Chain.

픈소스를 자바 기반과 닷넷 기반에서 사용되는 툴들

을 나열하였다. 가이드와 Tool가이드 부분은 이 시스

템에 사용되는 Tool과 SW시각화 가이드를 표시한 

부분이다.

3. 시각화를 기반으로 한 중소규모형 SW품질관

리 방법

3.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장에서 기업들의 SW품질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IBM에서는 Rational Rose라는 툴을 해

외의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여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사

용할 수가 있고 중소규모에는 많이 무겁고 부담스러

운 부분이 있어 소프트웨어공학적 개념 및 이론만 

참조하기로 하였다. 구글의 품질관리 방법은 인력 및 

관리툴을 혼합한 방법이었지만 품질관리 조직을 10

명 이상씩 두어, 개발인원이 50명 이하인 중소규모 

회사에서 관리자를 교육하고 테스트를 하는 경비적

인 부담이 커서 도입이 쉽지 않다. 세 번째로 검토한 

NHN의 품질관리 방법은 자체적인 네이버의 품질관

리 툴들을 사용하고 또, 오픈되어 있어서 도입을 검

토해 볼만 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공학센터의 SW

시각화 프로젝트 결과는 수정을 거치면 충분히 도입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NHN과 소프트웨어공학센터의 툴은 차이가 있는

데, NHN은 50% 이상 자체 품질관리 툴들을 개발하

여 사용하였고 소프트웨어공학센터는 100% 오픈소

스 기반으로 툴 체인을 구성하였으며, 품질관리 체계

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공학센터 SW시각화라

는 품질관리 기법 안에 NHN의 장점들을 차용하고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도 제안하지 않은 툴들을 

조사하여, 실제로 중소규모의 SI사업에 적용하여 소

프트웨어 품질과 고객의 만족도 , 원가절감과 개발자

들의 마인드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중소규

모에 맞는 Tool-chain을 제안하고자 한다. SW품질

관리의 효용성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은 다음의 전제

조건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 제시하

는 SI형 사업의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하며 표준 품질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둘째 총 60가지의 오픈소스 기반의 품질관리 툴들 

중에서 java 기반의 오픈소스 툴들로 한정한다.

셋째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SI 프

로젝트를 기준으로 하며, 인원은 5명 이상 10명 미만

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넷째 단계는 요구사항-개발-형상관리-빌드-테

스트-문서화 -고객만족도 조사 순으로 7단계의 품

질관리 및 만족도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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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figuration of Tool-Chain for Small and Medium 

Scale SI Projects.

다섯째 개발방법론은 일반적으로 모든 개발에서 

사용되어져 온 마르미III의 CBD개발방법론에 준하

여 진행되었으며, 문서 산출물 또한 동일하게 마르미

III 또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추가의 문서들을 포함한 

정도의 산출물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3.2 중소규모의 SW시각화 기반의 품질관리 Tool- 

chain 제안

품질관리의 7가지 단계에 사용되는 Open Source

60여종 중 3가지 형태의 테스트를 통하여 Fig. 7과 

같은 툴 체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Fig. 6에서 

제시하는 개발 프로세스를 Fig. 7과 같이 요구사항관

리, 개발, 형상관리, 테스트, 빌드 순으로 단순화하고 

프로젝트 관리는 별도의 이슈로 뽑아내어 총 5가지

의 프로세스로 단순화 하였다. 먼저 요구사항 즉, 이

슈관리에서는 Redmine과 요비닷컴 그리고 유료버

젼인 JiRa가 검토되어졌다. 그 결과 요비닷컴 이슈관

리는 한국프로젝트에 맞게 잘 관리되어지나 전체적

인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Redmine을 따라오지 못

했다. JiRa는 3가지 툴 중 성능이 가장 나았지만 유료 

버전이어서 10user 이하일 경우는 부담이 되지 않으

나 그 이상일 때는 중소기업이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액수가 책정되어 배제하였다. 또한 개발환경은 IDE

환경인 Eclipse와 메이븐 구조를 선정하였으며, 형

상관리는 Subversion을 선택하였다. Subversion은 

현재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상관리도

구이며 테스트 개발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해 왔기 때

문에 별도의 교육 없이 적용 할 수 있어 선택하였다.

그 이외에 CVS 나 VSS라는 형상관리 오픈소스들이 

존재하지만 Subversion은 속도가 빠르고  커밋 실패 

시 롤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테스트의 경우 시큐어

벅스 등 여러 가지 툴들을 검토하였으나 사용자 측면

에서 SonarQube가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통해 코

드검사에서 단위 테스트까지의 테스트 관련 사항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기에 해당 툴을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빌드에 있어서는 Hudson과 Jenkins

가 검토되어졌으나 비슷한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Jenkins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서는 Jenkins를 선

택하였다[9]. 이 툴들의 선택 기준은 첫째 오픈소이

면서 한국개발자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UI 및 설명

이 잘 되어 있는가, 둘째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

트의 평이 좋으며 업데이트가 빈번히 일어나는가, 셋

째 타 오픈소스와의 기능 평가에서 우위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수많은 도구들 중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를 진행할 것인가는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이며,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어떠한 

조합으로 가장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역시 본 연구의  핵심이 된다. 사실 3개월 안쪽

의 간단한 프로젝트나 디자인적 요소가 70%이상을 

차지하는 프로젝트는 SW시각화를 생각하여 개발관

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

일 수 있다. 그렇다고 1년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서만 SW시각화를 생각하고 진행해야하는 것도 아

니다. 우리나라 SW산업에 있어서는 50% 이상이 SI

로 이루어져 있으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개발 기

간을 갖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중소규모의 

SW개발 현실은 개발양이 많은데 비해 기간은 짧고,

용역 금액도 낮은 편이다. 중소규모 SI에서 SW시각

화는 SW개발과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여서 실제 

중소규모 SI업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칫하

면 부하가 가중되어 역으로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에 걸맞게 SW시

각화의 구성 또한 경량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최적

화된 툴 구성으로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중소규모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SW품질을 높여야

만 가능하다. 즉, SW 시각화 품질관리용 툴 구성 시

에 필요한 도구들은 모두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 툴들

이어야 하고, 빌드 및 배포의 자동화를 통해 개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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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Section Project A Project B Project C

Method of Quality

Control

Self Quality Control by

Customer

CSE’s Tool-Chain-based

Quality Control

Tool-Chain –based Quality

Control for Small and

Medium Scale Projects

Quality Index Customer’s Quality Index Standard Quality Index Standard Quality Index

Development

Methodology
Agile & CBD CBD CBD

Language and DB Java, Gauss, Oracle Java, Flex, Oracle Java, Flex, Oracle

Period
2013. 6 ～ 2014. 3

(10 Months)

2013. 3 ～ 2013. 10

(Seven Months)

2014, 3 ～ 2014. 9

(Seven Months)

Input Personnel 7M/M 6M/M 6M/M

Level of Program

Difficulty
High High High

Program

Complexity
High High High

Evaluation

Methods

Customer Satisfaction,

Deadline Observance Rate,

Cost Reduction Rate,

Developer Satisfaction

Customer Satisfaction,

Deadline Observance Rate,

Cost Reduction Rate,

Developer Satisfaction,

Appropriateness of

Tool-Chain

Customer Satisfaction, Deadline

Observance Rate, Cost

Reduction Rate, Developer

Satisfaction, Appropriateness of

Tool-Chain

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동화된 코

드 검증과 프로젝트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품질 향

상을 촉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경량화된 SW시각화 

개발툴 구성을 Fig. 7과 같이 실무에 맡게 구성단계

를 축소하였으며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으로 제안한다.

SW시각화 도구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 툴들

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5가지 Tool-chain으로 경량

화하였다.

Eclipse IDE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며 Subver-

sion을 통하여 형상관리를 한다. 이때 Subversion은 

중앙 저장소 서버를 두고 개발 클라이언트는 Eclipse

Plug-In을 통하여 Commit / Update를 수행한다. 개

발과정 중 단위 테스트 및 코딩 스타일, 코드 검증에 

대한 부분은 SonarQube를 활용 하며, 개발자 레벨에

서의 테스트 뿐 아니라 배포 레벨에서의 테스트까지 

SonarQube를 활용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빌드

에 대해서는 Maven을 활용하며, Maven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의존성 해소까지 해결을 한다. 이를 바탕

으로 지속적 통합(CI)은 Jekins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자동빌드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이슈 트랙킹이나 프로젝

트요구사항에 대한 적용 관리에 대한 부분은 Eclipse

개발 레벨에서 Mylyn을 통해 task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Redmine과 Mylyn을 연계하

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3.3 SW품질관리 실험 및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노력을 측정하는 모델을 설정하

고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통한 시스

템 복잡도를 계산하는 연구가 있다.[10]

우리는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을 해왔으

며 2013년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프로

젝트를 사례 중심으로 실험하였다. A project는 고객

사 자체 품질관리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며 B Project

는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 제안하는 품질관리 방

법을, C Project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품질방법을 

통해서 7단계의 품질관리 체계를 분석한다.

Table 2은 SW품질관리방법의 효용성을 증명하

기 위한 3가지 프로젝트의 실험조건을 나타낸다.

3.3.1 A Project

A Project는 7명이 총 10개월을 진행한 대기업 프

로젝트였다. 개발방법론은 애자일과 CBD가 혼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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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였으며 상주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품질관리 체계는 외주를 준 개발조직과 실제로 사용

되는 사용조직이 상이하였으며 단위모듈별로 개발 

후 외주사 개발조직이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

후 사용조직이 다시 한번 실제 상황을 가정해 테스트

를 하고, 통과하면 다음 모듈 개발 및 테스트로 넘어

가는 구조였다.

품질관리 도구는 개발을 위한 자바의 IDE환경인 

이클립스 그리고 UI를 위한 가우스, 형상 관리를 위

한 Subversion을 사용했으며 그 이외에 툴들은 사용

하지 않고 모든 테스트를 수동으로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 실패로 끝났으

며 프로젝트 종료 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지체 가산

금까지 물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프로

젝트 조직은 최상위 조직으로 꾸려졌으나 개발사의 

커뮤니케이션 미숙, 외주사의 품질관리 방법론 오류,

범위산정의 오류 등 많은 문제가 들어났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품질관리 부분

이었으며, 사용조직과 검수조직, 테스트 조직이 상이

하여 모두 주관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발

자가 이를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법은 

개발을 지연시키고, 개발조직과 운영조직이 부산과 

대전, 서울로 나뉘어 있어 원활한 의사전달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이유 없는 실패가 없듯이 

A 프로젝트는 많은 이유와 오점을 남기고, 개발 기간 

2개월 초과 후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결국 지체 가산

금을 물게 되었고 개발자들의 사기도 떨어뜨리게 되

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 이후로 SI사업에 있어 품

질관리 자동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11]

3.3.2 B Project

B Project는 툴을 이용한 품질관리방법론을 적용

하였으며,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 제안하는 Tool-

chain을 적용하였다. 단, 커뮤니케이션은 Redmine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웹상에 helpDesk을 게시판 형

태로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슈트래커와 기타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네이버

의 오픈소스 기반 요비닷컴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진

행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였다. 개발인원은 6명이

었고 총 7개월 투입되어 개발되었으며 UI 툴로는 

Flex를 사용하였다. 첫 단계부터 6명이 하나의 실에 

상주하며 매일 오전 회의를 통하여 개발 방안을 논의

하고 그다음 현업 담당자들과 만나 요구사항 분석,

화면설계 검증 구현(개발), 테스트 품질관리, 형상관

리, 이슈관리, 단위테스트, 전체 테스트 오픈까지 짧

은 일정에도 모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완료 하였다.

B Project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

트웨어공학센터에서 제안하는 툴들에 익숙하지 않

아 먼저 툴을 숙지하면서 적용하다보니 일부 개발자

들로부터 일을 위한 일이라는 불평을 듣게 되었고,

기간 내 완료했지만, 고객이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항이 일어났다. 그래서 추가 6개월 동안 

개발자 1명이 상주하며 교육 및 운영 서버 환경체계

를 인수인계 해주게 되었고 개발은 제 시간에 완료 

되었지만 인계 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툴사용 결과로 

C Project를 수주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현재에도 외

주사는 전체 프로세스가 어려워 일부 툴들은 사용하

지 않는 상황이 생겼다. 하지만 B 프로젝트에 참여했

던 초급 개발자가 B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았던 중

급 개발자를 능가하는 품질관리기법을 익히게 되었고 

개발자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된 프로젝트였다.

3.3.3 C Project

A, B Project를 토대로 개발자와 고객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Tool-chain을 단순화하여 C 프로젝트에 

적용하였다. C Project 진행을 위해 소프트웨어공학

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활용할 소스도 많이 확보하여 Fig. 7과 같은 프로세

스로 구성하였다. 결국 C Project는 개발자들의 현실

에 맞춘 요구를 고려하여 단순할 정도의 품질관리 

프로세스인 Fig. 7을 도입하였다. 툴들이 많이 축소

되었지만, 사용 시 업무지연 및 사용상의 문제, 고객 

교육의 문제로 품질 및 개발 프로세스를 수정하였으

며, 결국 최적화된 5단계 프로세스에 6가지 툴을 사

용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었다.

최적화 Tool-chain을 사용한 C Project는 총 7개

월의 기간에 월 6명이 투입되었으며, 계획된 일정으

로 납기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

A, B Project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납기에 

맞추기 위해 총괄 PM, 개발 PM, 개발자, 품질관리자 

등의 조율에 의한 진행이 많아져서 Tool-chain을 충

분한 테스트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개발이었다.

그러나, 품질관리 툴 도입이후 개발자와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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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f Project A, B, and C

Section Project A Project B Project C

Cost Reduction

Effect

Imposition of Self

Additional Charges

- Project Completion before

Deadline

- Cost Reduction Effect: 0%

- Project Completion before

Deadline

- Cost Reduction Effect: 20%

Reduction of

Development

Period

Two months extension Completion before Deadline 10% Reduction

Creation of Jobs None 1 person for Quality Control 2 persons for Quality Control

Quality

Improvement
None

30% Increase in Flaw

Removal Rate

30% Increase in Flaw

Removal Rate

PMD

(Density of Flaw)
Unknown 3.0 3.0

Complexity High High High

Issue

Management

No Too Used,

Help Desk. BBS
Yobi open source Redmine

Customer

Satisfaction
Not Reliable Satisfactory Very Satisfactory

Appropriateness

of Tool Usage

- No Tool Used

- Management Difficulty

- 16 Tools Used

-Work Overload of Developers

- 6 Tools Used

- Improvement of work efficiency

모두 만족하는 프로젝트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

이 도출 되었으며, 유지보수 또한 고객이 직접 할 수 

있는 툴 자동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

젝트라 할 수 있다.

3.3.4 A,B,C Project 비교

세 프로젝트의 실험결과를 Table 3으로 정리하였

다. 시각화 SW품질관리 Tool-chain을 적용여부에 

따른 효율성 향상을 정량화된 수치 데이터로 보여주

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Table 3에 나타낸 여러 항목

들을 살펴보면 C Project가 가장 효용성 및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4. 결  론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제시한 SW시각화 구성

은 다음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너무 많은 툴의 사용으로 추가 업무로 인식하여 

개발자로 하여금 품질관리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

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2)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상 7～10인 정도의 

인력이 투입됨을 가정했을 때 구성원의 역할과 롤이 

세분화 되어 있어 품질관리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3) 많은 품질지표에 따른 관리 포인트 증가로 인한 

업무의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우리는 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세분화된 

역할을 중소규모에 맞게끔 축소하고 품질관리는 프

로젝트 팀 외의 사업지원팀을 따로 두어 별개로 운영

하며, 많은 툴 중 개발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툴 사용법의 권장을 통해 개발자 인식변화를 시도하

였다. 또한 복잡한 Tool-chain을 중소규모에 맞는 

Tool-chain으로 간소화하고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

서 시도되지 않은 또 다른 오픈소스의 유, 무료 툴도 

포함시켜 좀 더 효율성이 높도록 품질지표를 향상시

켰다.

그 결과, A,B,C Project 중 C Project는 모두 만족

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Table 3과 같이 관리자,

개발자, 고객 모두 이전보다 만족도가 상승됨을 알 

수 있었고 품질 및 납기도 20% 이상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중소규모 프로젝트 기간이 7～10개월이

기 때문에 다양한 툴 조합을 통해 더 많은 테스트를 

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프로

젝트의 경우 SW시각화 Tool-chain에 대한 개발자 

및 고객의 인식이 부족하여 품질관리를 여분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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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개발회사 또한 개발자 능력에

만 의존해서 납기내 개발을 최고의 목표로 추진해 

왔다. 품질관리를 도입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

발자들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조금씩 관심을 보

이는 경향이 있다. 향후 좀 더 많은 툴들의 조합을 

구성하여 효율성이 높고 단순화된 Tool-chain을 신

규 프로젝트에 투입 해봄으로써 중소규모에 맞는 

SW시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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