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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대학졸업사정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사례를 소개한다. 졸업사정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알고리즘 위주의 종전 
시스템을 구동엔진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DB schema를 설계하고 주요 모듈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
다. 개선된 시스템을 실무에 적용한 결과를 통하여 제시한 시스템의 개선효과를 입증하였다.

주제어 : 졸업사정, 학사관리시스템, 효율적인 유지보수, 구동엔진 기반, DB설계

Abstract  In our thesis we introduce case study for qualifying university graduates system for efficient 
maintenance. First, we find out factors to make maintenance difficult and present solution for them. Second, we 
convert system architecture from algorithm-oriented to driving-engine-based, design DB schema, develop algorithms 
for important components of proposed system, and implement them. Through results of system operation, we 
show that our system can reduce maintenance cost fai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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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졸업사정은 학의 학사행정업무 에서 가장 복잡하

며, 어떠한 오류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졸업사정시스

템의 개발과 유지보수는 매우 까다롭다[1].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학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정책에 의해, 학

과별 졸업요건은  다양화되고, 사정기 의 잦은 변

경은 구조 인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졸

업사정시스템에 한 빈번한 유지보수를 불가피하게 만

들고 있다.

유지보수의 특성[4][7]  회귀 테스트[5][8]의 어려움

을 고려할 때, 졸업사정시스템과 같이 어려운 시스템에 

한 빈번한 유지보수는 시스템 운 자에게 엄청난 부담

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효율 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졸업사정시스템의 개발은 실무 인 입장에서 볼 때, 시

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 주 방식으로 개발된 종

의 졸업사정시스템을 구동엔진 방식으로 환함으로써 

효율 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소개한

다. 먼  종  시스템이 안고 있는 유지보수 상의 문제

과 이에 한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재의 졸

업요건과 앞으로 변경 가능한 요인을 분석하여 정형화함

으로써, 졸업요건이 변경되더라도 효율 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개선된 시스

템에서는 복잡한 졸업요건을 사정항목과 평가도구의 개

념을 도입하여 정형화하고, 학생 실 에 한 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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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항목 사정기

총 이수학 140

문교양과목

소요학

학사편입 외: 20

학사편입(2007년도 이 ):  0

학사편입(2008년도 이후): 20

MSC과목

소요학

학사편입 외(2005년도 이 ): 16

학사편입 외(2006년도 이후): 20

학사편입(2007년도 이 ):  0

학사편입(2008년도 이후): 20

공과목

소요학

내국인(2005년도 이 ): 60

내국인(2006년도 이후): 65

외국인: 60

필수교과목

이수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통과

졸업논문 Pass

졸업외국어

시험

다음  1개를 충족하면 합격

1)공인외국어시험: TOEIC 600

2)외국어과정이수: 80시간

3)외국어과목이수: 18학

지도교수상담 8학기

<표 1> 주전공 졸업요건 예시 (A학과)

사정항목 사정기

필수교과목

이수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모두를

이수하면 통과

공과목

소요학

1)2005년도 이 : 주 공 과목 45,

                복수 공과목 39

2)2006년도 이후: 주 공 과목 65,

                복수 공과목 39

<표 2> 복수전공 이수요건 예시 (A학과)

는 이를 담당하는 평가도구를 통하여 산출하며, 졸업사

정은 사정기 과 평가 자료를 비교하여 통과여부를 결정

하는 구동엔진에서 수행  함으로써 졸업요건의 변화에 

따른 유지보수 부담을 획기 으로 감소시켰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졸업사정시스템의 재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 을 도출하 으며, 3장에서는 유지보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하여 상세히 기

술한다. 4장에서는 제시한 개선방안을 실 할 수 있는 졸

업사정시스템의 설계 내역을 제시하고, 설계에 따라 구

한 시스템의 실제 용사례를 소개한다. 5장에서는 연

구결과를 요약하고, 제안한 시스템을 장에 용할 경

우에 기 되는 효과와 앞으로 개선시켜야 할 과제를 제

시한다.

2. 졸업사정시스템의 현황

2.1 졸업사정업무 개요

졸업사정과 련된 용어가 학별로 조 씩 다르나,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수과정: 주 공, 부 공 복수 공 등과 같이 학생

이 재학 에 이수하는 과정

▪추가이수과정: 주 공 외에 본인이 희망하여 추가

로 이수하는 과정. )부 공, 복수 공, 교직과정

▪졸업요건: 이수과정별로 졸업/이수를 해 학과에

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요건

▪사정항목: 졸업요건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

▪사정기 : 사정항목에 해서 통과여부를 심사할 

때 용하는 기  값

▪학생실 자료: 학생이 재학 에 쌓은 각종 실 에 

한 자료. )성 , 공인외국어시험성

▪평가자료: 사정기 과 비교하기 해 학생실 자료

를 평가하여 산출한 값

▪졸업사정: 신청한 이수과정에 해서 학생실 자료

가 졸업요건을 충족시켰는가를 조사하는 과정

▪사정 상자: 특정 년도/학기에 졸업사정의 상이 

되는 학생

졸업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 인 자료는 졸업

요건과 학생실 자료이며, 먼  졸업요건에 해서 살펴

본다. 부분의 국내 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부여하기 해서 주 공 외에도 여러 종류의 추

가이수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졸업요건은 

이수과정별로 규정하고 있다. 수업연한과 같은 기본 인 

항목은 학본부가 결정하고 나머지 항목은 학과에서 결

정하도록 임하고 있다. <표 1>과 <표 2>는 학본부

에서 규정하는 공통 항목을 제외하고, A학과에서 용하

고 있는 주 공  복수 공에 한 졸업요건의 일부이

며, 상세한 자료는 오공과 학교의 학칙[9]  학사운

규정[10]에서 볼 수 있다.

졸업요건은 학과별로 다양한 사정항목  사정기 을 

채택하고 있으며, 학과의 특성화 방침에 따라 지속 으

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졸업사정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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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지보수를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학생실 자료에 해서 살펴본다. 학생은 재

학기간에 교과  비교과 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며, 

학은 학생활동에 따른 각종 실 자료를 수집 보 한다. 

교과 역의 활동은 교과목 이수, 로젝트 수행, 논문작

성 등이 표 인 것이며, 비교과 역의 활동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표 인 비교과활동으

로는 국내외연수, 공인외국어시험 응시, 수상  표창, 학

회활동, 경시 회참가, 특강청취 등이 있다. 졸업사정에 

사용되는 학생실 자료는 방 하며, 실 자료의 리지

침이 학과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자주 변경되므로, 졸

업사정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졸업사정은 졸업요건과 학생실 자료를 근거로 <표 

3>에서 제시한 차에 의해 수행한다.

<표 3> 졸업사정업무 수행절차

단계1 : 학부/학과별 교과과정표 확인

단계2 : 학부/학과별 졸업요건 확인

단계3 : 사정 상자 선정

단계4 : 사정 상자가 신청한 이수과정 조사

단계5 : 이수과정별 졸업요건 충족여부 확인 

       미달사유 조사 

단계6 : 졸업사정 장 작성

 

가장 핵심 인 업무는 단계5로서 사정 상자가 신청

한 이수과정별로 학생의 실 자료가 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졸업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미달사유를 조사한다.

2.2 종전 시스템의 개발과정

졸업사정업무와 같이 규칙의 만족여부를 조사하는 시

스템을 개발할 때 용 가능한 방법은 2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규칙과 조사 과정을 통합하여 로그램으로 작성

하는 알고리즘 주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규칙은 정

형화된 DB로 구축하고 조사과정만 코딩하는 구동엔진 

방식이다[3]. 알고리즘 주 방식은 매우 직 이기 때

문에 신규개발은 용이하나, 유지보수 부담은 매우 높다. 

반면에 구동엔진 방식은 규칙의 정형화가 어려워 신규개

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효율 인 유지보수

가 가능하다. 복잡한 규칙을 포함하는 시스템은 신규 개

발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알고리즘 주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2][6]. 종 의 졸업사정시스템도 알고리즘 

주 방식으로 개발하 다. 졸업요건의 정형화가 어렵고 

제한된 개발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졸업요건은 교과과정 이수원칙이 복잡하고 과 졸업자

격 미달자를 감소시켜야 하는 실 인 문제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고 ad-hoc 특성을 갖고 있다. 이수원칙은 빈

번한 교과과정 개편과 학생들의 휴․복학에 따른 모든 

경우에 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

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

조 인 문제 을 안고 있다. 한 학과에서는 졸업생의 

품질보증이라는 이상과 다수의 졸업자격 미달자 발생이

라는 실 사이에서 외 규정이라는 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표 인 사례로 졸업자격 어시험을 들 수 있다. 

졸업생의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해 공인외국어시험

성 을 기본요건으로 설정하고, 졸업요건 미달자를 이

기 해서 외국어강좌이수, 외국어교과목이수 등의 외 

조항을 추가하게 된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졸업요

건의 정형화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발 당시에 알고리

즘 주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2.3 종전 시스템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알고리즘 주 방식으로 개발된 종  시스템을 운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 이 도출되었다. 첫째, 유지보

수를 한 업무량이 속하게 증가하 다. 공학교육인증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학과는 졸업요건  공학인증기

을 빈번하게 변경시키고 있으며, 졸업사정에 필요한 학

생실 자료도 폭 확 되었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반

하기 한 유지보수 업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 다. 둘

째, 졸업요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스 코드의 분량이 늘

어나고, 방 한 분량의 소스 코드로 인하여 유지보수업

무의 효율성은 속하게 떨어졌다. 셋째, 유지보수로 인

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 한 소스 코드 안에

서 졸업요건의 변동내역을 반 하기 한 정확한 치를 

찾는 작업이 차 어려워졌으며, 이것은 단 한 치의 오류

도 허용할 수 없는 졸업사정시스템에게 치명 인 문제로 

두되었고, 시스템의 면 개편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은 유지보수 부담이 큰 알고리즘 주 

방식을 채택하 기 때문에 필연 으로 발생하는 측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해서는 졸업요건의 

비정형성과 학생실 자료의 유동성을 해소하기 한 규

칙의 정형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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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의 비정형성의 원인은 2.2 에서 충분히 기술

하 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학생실 자료

의 유동성은 업무처리지침의 변경과 새로운 사정항목을 

한 리 상 자료의 확 에 기인한다. 다른 기 과 마

찬가지로 학 역시 발 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신설  

폐지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실 자료를 리하는 방

법이 변경되는 것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학과에서는 경쟁력 있는 학생을 배출하기 해서 졸업요

건에 새로운 사정항목을 추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재까지 리하지 않았던 학생활동이 새로운 리 상으

로 부각되고, 학생실 자료의 변동은 불가피하게 된다.

 

3. 유지보수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3.1 기본적인 접근 방향

2.2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엔진구동 방식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환해

야 하며, 이를 해서는 졸업요건의 비정형성 문제와 학

생실 자료의 유동성 문제를 먼  해결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정항목과 평가도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

제를 해결하 으며, 기본 인 근방향을 요약하면 <그

림 1>와 같다. 

[그림 1] 유지보수성 향상을 위한 기본 접근방향

졸업요건을 정형화하여 사정항목별로 사정기   평

가도구를 설정하고, 졸업요건에 한 변경은 단순한 자

료변경만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인 구상이다. 

학과의 졸업요건은 n개의 사정항목으로 구성되며, 사정

항목들은 AND 계에 있다. 즉, 모든 사정항목에 하여 

통과하여야 졸업( 는 이수)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각각

의 사정항목은 1개 이상의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도구 사이에는 OR 계가 성립한다. 즉, 평가도구 

에서 1개만 충족해도 당해 사정항목은 통과함을 의미

한다. 를 들어, 사정항목 ‘졸업외국어시험’은 ①공인외

국어시험, ②단기교육과정이수, ③정규교과목이수 에

서 1개만 충족하면 통과된다. <부록 #1>의 사정항목 분

류표는 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정항목을 수록한 것

으로, 졸업요건의 비정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된다. 

평가도구는 1개 이상의 학생실 자료를 사용하여 평

가 자료를 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실 자료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된다. 학생실 자료는 n

개의 평가도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시스템에

서 분산 리되고, 장 치  장구조의 변경은 물론 

새로운 항목의 추가도 가능하다. 학생실 자료는 평가도

구가 담하게 함으로써 변동 발생으로 인한 향이 평

가도구 내부로 국한시킬 수 있도록 한다. 평가도구  학

생실 자료에 한 분류표는 각각 <부록 #2>와 <부록 

#3>에 수록하 다.

구동엔진은 사정 상자의 이수과정별 졸업요건( 는 

이수요건)을 표 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부터 사정

항목 목록을 가져오고, 각각의 사정항목에 해서 사정

기 과 평가도구가 산출한 평가 자료를 비교하여 통과여

부를 단하며, 사정항목별 통과여부를 근거로 하여 이

수과정에 한 졸업( 는 이수) 가능여부에 하여 최종

으로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2 기본 접근방향이 유지보수의 효율성에 미

치는 효과분석

졸업사정시스템에 한 유지보수는 학과에서 졸업요

건을 변경하거나, 학생실 자료의 추가, 장 치  

장구조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다. 3.1 에서 

기술한 기본 근방향에 의하면 구동엔진은 사정기 과 

평가 자료를 비교하여 통과여부를 단하는 역할을 수행

하므로 변경의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구동엔진에 한 

유지보수는 불필요하다.

학과의 졸업요건 변경요청은 <표 4>의 처리 차를 

따르며, 새로운 평가도구를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

스 코드의 변경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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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졸업요건 변경요청 처리절차

단계1 : 졸업요건 변경 요청

단계2 : 사정항목 분류표에 존재하는가를 확인

단계3 : 존재하지 않으면 사정항목을 분류표에 등재

단계4 : 새로운 평가도구가 필요하면 평가도구

       분류표에 등재하고, 평가도구 제작 

단계5 : 졸업요건 변경내역에 맞게 사정항목 조정

학생실 자료에 한 변경이 발생하면 <표 5>와 같

이 처리한다. 학생실 자료에 한 변경은 필연 으로 

소스 코드의 수정을 수반하게 되나, 평가도구 분류표를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평가도구의 목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평가도구에 한 수정 범 가 평가도구의 내부로 

국한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업무의 복잡도는 히 낮아

진다. 따라서 학생실 자료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표 5> 학생실적자료 변경 시 처리절차

단계1 : 학생실 자료 변경 발생

단계2 : 신규항목이면 학생실 자료 분류표에 등재하고

       당해 항목을 사용하는 평가도구 분류표에

       변경내역을 기록

단계3 : 학생실 자료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할

       평가도구를 평가도구 분류표에서 검색

단계4 : 찾은 평가도구를 수정

3.3 개선된 시스템의 구조

3.1 에서 기술한 기본 근방향에 따라 구성한 개선

된 졸업사정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구동엔진의 쪽 부분은 졸업요건과 졸업사정결과를 

장하는 테이블이며, 아래쪽 부분은 학생실 자료와 평

가도구를 장하는 테이블이다. 구동엔진은 사정 상자

에 한 졸업사정을 수행하며, investigator는 이수과정

별로 요구하는 사정항목 각각에 한 통과여부를 정한

다. 평가도구 handler는 평가 자료를 산출하여 

investigator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활동은 교과 역과 비교과 역에 걸쳐 이루어지

며, 교과 역의 실 자료는 성 리시스템이 담당하고, 

비교과 역의 실 자료는 학생평가시스템이 담당한다. 

산업체 장실습 실 , 어학교육과정 이수실  등과 같

이 학의 정책에 따라 별도로 리하는 학생실 자료는 

해당 시스템에서 담당하지만 <그림 2>의 복잡도를 이

기 해서 생략하 다.

[그림 2] 개선된 졸업사정시스템의 구조

학생의 활동기록은 본인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과 행정실의 검증 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생활

동기록은 평가 자료를 산출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구

동엔진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정 상자 선정

▪사정 상자의 이수과정 목록 확보

▪investigator에게 필요한 자료 비

▪이수과정별로 이수가능 여부에 한 정

▪졸업가능여부에 한 최종 정

4. 개선된 졸업사정시스템의 설계

4.1 DB schema 설계

본 에서는 개선된 졸업사정시스템에서 사용하는 3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스템 설계에 있어 필수 인 

테이블의 종류별 목록은 다음과 같다. 졸업사정에서는 

아래에 열거한 테이블 외에도 많은 테이블을 사용하지만, 

요도를 고려하여 제외하 다.

▪사정 상자 정보: ‘졸업사정 상자’, ‘개인별성 표’, 

‘필수이수 상과목’, ‘필수과목미이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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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정보: ‘사정항목’, ‘사정항목별통과기 ’, 

‘사정항목별평가도구’, ‘사정항목별사정기 ’, ‘산출

자료변환기 ’

▪사정결과 정보: ‘평가도구별사정결과’, ‘사정항목별

사정결과’, ‘이수과정별사정결과’

다음의 각각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의 목록이며, 

키, 개별 필드의 역할, 자료형, 외래 키, 제약사항은 편의

상 생략하 다.

▪졸업사정 상자: 년도, 후기, 학번, 학과코드, 이수

트랙, 입학년도, 사정 상자구분, 이수과정, 등록학

기수, 연락처우편번호, 연락처주소, 휴 화번호, 

e_mail, 최종사정결과

▪개인별성 표: 년도, 학기, 학과코드, 교과목코드, 교

과목명, 교과목구분, 소속트랙구분, 이수구분, 트랙

별이수구분, 학 , 성 등

▪필수이수 상과목: 년도, 후기, 학번, 이수과정코

드, 재학년도, 재학학기, 학년, 교육과정코드,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교과목구분, 소속트랙구분, 이수구

분, 트랙별이수구분, 이수여부

▪필수과목미이수내역: 년도, 후기, 학번, 이수과정

코드, 재학년도, 재학학기, 학년, 교육과정코드, 교과

목코드, 교과목명

▪사정항목: 사정항목코드, 사정항목명

▪사정항목별통과기 : 이수과정코드, 학과코드, 사정

항목코드, 그룹개수, 통과기 , 용개시년도, 용

종료년도

▪사정항목별평가도구: 이수과정코드, 학과코드, 사정

항목코드, 평가도구코드, group_id, 입학년도1, 입학

년도2, 사정 상자구분, 산출 상, 산출자료종류, 특

수조항, 용개시년도, 용종료년도

▪사정항목별사정기 : 이수과정코드, 학과코드, 사정

항목코드, 평가도구코드, 입학년도1, 입학년도2, 사

정 상자구분, 사정기 형식, 사정기 , 별도기

용여부, 용개시년도, 용종료년도

▪사정항목별사정기 : 이수과정코드, 학과코드, 사정

항목코드, 평가도구코드, 입학년도1, 입학년도2, 사

정 상자구분, 사정기 형식, 사정기 , 별도기

용여부, 용개시년도, 용종료년도

▪산출자료변환기 : 평가도구코드, 학과코드, 사용목

, 입학년도1, 입학년도2, 학습성과코드, Pass_기

, 최상_기 , 상_기 , _기 , 하_기 , 최하_기

, 별도기 용여부, 용개시년도, 용종료년도

▪산출자료변환기 : 평가도구코드, 학과코드, 사용목

, 입학년도1, 입학년도2, 학습성과코드, Pass_기

, 최상_기 , 상_기 , _기 , 하_기 , 최하_기

, 별도기 용여부, 용개시년도, 용종료년도

▪평가도구별사정결과: 년도, 후기, 학번, 이수과정

코드, 상학과코드, 사정항목코드, 평가도구코드, 

사정기 , 평가자료, 통과여부

▪사정항목별사정결과: 년도, 후기, 학번, 이수과정

코드, 상학과코드, 사정항목코드, 통과여부

▪이수과정별사정결과: 년도, 후기, 학번, 이수과정

코드, 상교육과정코드, 사정결과

‘졸업사정 상자’ 테이블의 ‘이수과정’은 주 공, 부

공, 복수 공, 연계 공, 복합 공, 공학인증, 교직과정, 

ROTC과정 각각에 한 이수여부를 표시하고, ‘최종사정

결과’의 값이 ‘N’이면 아직까지 졸업사정을 수행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사정항목별통과기 ’ 테이블의 ‘그룹

개수(n)’와 ‘통과기 (k)’은 사정항목에 한 평가도구가 

n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에서 k개 이상의 그

룹에 해서 통과하면 당해 사정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되는 필드이다. 졸업요건  공학

교육인정기 의 경우에는 1개 그룹만 있지만 ‘학습성과

기 ’의 경우에는 n개의 그룹이 존재할 수 있다. ‘사정항

목별평가도구’ 테이블의 'group_id'는 특정 사정항목에 n

개의 평가도구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그룹에 속

하는 평가도구인가를 가리킨다. ‘사정항목별사정기 ’ 테

이블에서 ‘입학년도1, 2’는 사정기 이 입학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때 용되는 필드이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가상 값을 설정한다. ‘사정기 형식’은 사정기 이 

통과/실패, 최상/상/ /하/최하, 수, 등  등에서 어떤 

형식을 갖는지를 표시한다. ‘산출자료변환기 ’ 테이블은 

사정항목과 평가도구 사이의 독립성이 일정 수  이상으

로 올라간 후에 용가능하며 평가도구가 산출한 값을 

평가 자료로 변환시키는 기 을 장한다.

4.2 알고리즘 설계

졸업사정시스템은 사정 상자에 한 졸업사정을 수

행하는 ‘구동엔진’, 이수과정별로 요구하는 사정항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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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한 통과여부를 정하는 ‘investigator’, 평가도구

를 리하는 ‘평가도구handler’, 그리고  평가 자료를 산

출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다수의 ‘평가도구’로 

구성되며, <그림 3>은 모듈 사이의 계를 나타낸 시스

템구조도이며, 각각의 모듈에 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시스템구조도

∎ 구동엔진 알고리즘

1. 졸업사정 상자 생성

2. 사정 상자 각각에 하여 졸업사정을 수행

  2.1 재학년도  학기를 계산

  2.2 ‘개인별성 표’에 자료 생성

  2.3 주 공에 한 사정 차 수행

    2.3.1 주 공의 필수이수 상과목 목록 작성

    2.3.2 'investigator'를 호출

  2.4 추가이수과정에 한 사정 차 수행

    for (i=2; i<=8; i++) {

      if (해당 이수과정 미신청) continue;

      필수이수 상과목 목록 작성;

      call 'investigator';

    }

  2.5 이수과정별 사정결과 정

    2.5.1 주 공에 한 사정결과 정

    2.5.2 추가이수과정에 한 사정결과 정

  2.6 최종사정결과 정

∎ investigator 알고리즘

for (사정항목 각각에 해서) {

  g_count=0; // 통과한 group의 개수

  for (i=1; i<=그룹개수; i++) {

    s_count=0; //  통과한 평가도구의 개수

    for ( 상 평가도구 각각에 해서) {

      평가도구코드  parameters 비;

      용할 사정기 을 계산;

      v_사정자료 = estimating_tool_handler();

      if (v_사정자료 >= 사정기 ) s_count++;

      insert into 평가도구별사정결과;

    } // end of 평가도구

    if (s_count >= 1) g_count++;

  } // end of 그룹

  // 당해 사정항목에 한 사정결과를 기록

  if (g_count >= 통과기 )

    v_통과여부=‘Pass’;

  else v_통과여부=‘Fail’;

  insert into 사정항목별사정결과;

} // end of 사정항목

∎ 평가도구handler 알고리즘

switch (tool_id) {

case: '111' // 정규교과목이수

r_value = call count_issued_credits();

return r_value;

case: '121' // 과제수행

r_value = call execute_project();

return r_value;

...

default:

display 'unregistered tool!!';

return -1;

}

4.3 적용 사례 및 개선 효과

개선된 졸업사정시스템은 2011년 2월에 구 을 완료

하 으며, 2010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부터 운 을 시작하

다. 종  시스템의 크기가 7,100 line인데 비해서 개선

된 시스템은 5,600 line으로 약 22% 감소하 으며, 실행

시간은 비슷한 수 이었다. 평가도구가 소스 코드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구동엔진, investigator,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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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handler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평가

도구들은 상호 독립 이므로 다수의 개발자를 동시에 투

입함으로써 구  기간을 감소할 수 있었다. 재 2012학

년도 기 졸업사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학과의 졸

업요건 변경요청은 졸업요건 련 테이블의 자료 수정으

로 완결되었다. 최근 4회의 졸업사정 과정에서 평균 유지

보수 시간은 종  시스템에 비해서 5분의 1로 감소되었

으며, 유지보수 작업에 한 개발자의 체감 복잡도는 훨

씬 떨어졌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이 격히 증가한 졸업사정시스템을 개선한 사

례를 소개하 다. 2장에서는 종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한 문제는 알고리즘 주의 방법을 용하 기 때문이

며, 문제해결을 해서는 구동엔진을 기반으로 한 시스

템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3장에

서는 시스템의 면 개편을 해서는 졸업요건의 비정형

성과 학생실 자료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본 

근방향을 제시하고, 기본 근방향이 유지보수의 효율

성에 미치는 효과에 하여 분석하 으며, 개선된 시스

템의 구조에 해서 기술하 다. 4장에서는 개선된 졸업

사정시스템의 DB schema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모

듈에 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제안한 설계방안을 구

하여 실제로 용한 결과에 하여 기술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설계방안에 따라 개발한 졸업사

정시스템을 실무에 용한 결과 유지보수에 있어 뚜렷한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졸업사정 외에도 공

학인증사정, 입학사정, 인재인증사정 등 학에서 실시하

는 다양한 사정업무에도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

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학생실 자료에 한 심층 분석

을 한다면 평가도구에 한 유지보수를 상당 부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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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정항목 분류표

사정항목 평가도구 

1. 기본요건

  1.1 총이수학 정규교과목이수

  1.2 평 평균 정규교과목이수

  1.3 평균성 정규교과목이수

2. 필수과목이수  졸업소요학

  2.1 교과목 필수이수 정규교과목이수

  2.2 졸업소요학

    2.2.1 문교양 정규교과목이수

    2.2.2 MSC 정규교과목이수

    2.2.3 공과목 정규교과목이수

    2.2.4 설계과목 정규교과목이수

    2.2.5 교직과목 정규교과목이수

    2.2.6 군사학과목 정규교과목이수

    2.2.7 산업체 장실습 정규교과목이수

  2.3 학 은행제학생 취득학

    2.3.1 본교 정규교과목이수

    2.3.2 시간제등록 정규교과목이수

3. 졸업논문  졸업외국어시험

  3.1 졸업논문 ①과제수행

②실험실습

③논문작성

④실기발표

⑤졸업 공시험

  3.2 졸업외국어시험 ①공인외국어시험

②단기교육과정이수

③정규교과목이수

4. 교과 역

  4.1 외국어능력 ①공인외국어시험

②단기교육과정이수

③정규교과목이수

④문서작성

  4.2 공지식 공지식 평가시험

  4.3 과제수행 과제수행

5. 비교과 역

  5.1 상담실

    5.1.1 상담교과목이수 정규교과목이수

    5.1.2 지도교수상담 지도교수상담

  5.2 독서능력 독서

  5.3 문서작성능력

    5.3.1 보고서 문서작성

    5.3.2 에세이 문서작성

  5.4 학생활

    5.4.1 공인인증 취득 공인인증 취득

    5.4.2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출원

    5.4.3 학술활동 학술활동

    5.4.4 사활동 사활동

    5.4.5 단체활동 단체활동

    5.4.6 장체험활동 장체험활동

6. 종합평가 역

  6.1 학습성과성취도 학습성과성취도

9. 기타 역

부록 #2 평가도구 분류표

평가도구 학생실 자료

1. 교과활동 평가도구

  1.1 교과목 이수

    1.1.1 정규교과목이수 학부성

  1.2 학습수행과정

    1.2.1 과제수행 학과평가자료

    1.2.2 실험실습 학과평가자료

    1.2.3 논문작성 학과평가자료

    1.2.4 실기발표 학과평가자료

    1.2.5 작품제작 학과평가자료

  1.3 학습수행결과

    1.3.1 공지식평가시험 학과평가자료

    1.3.2 졸업 공시험 학과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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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과활동(비정규교육과정) 평가도구

  2.1 타 학수학 국내외교류실

  2.2 산업체 장실습 산업체 장실습실

  2.3 국내외연수 국내외연수실

  2.4 단기교육과정이수 단기교육과정실

3. 비교과활동(공인) 평가도구

  3.1 공인외국어시험 공인외국어시험성

  3.2 공인인증 취득 공인인증 취득실

  3.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식재산권취득실

  3.4 수상 수상실

  3.5 표창 표창실

  3.6 언론보도 언론보도실

4. 비교과활동(비공인) 평가도구

  4.1 학술활동 학술활동기록

  4.2 기술지도활동 기술지도활동기록

  4.3 사활동 사활동기록

  4.4 단체활동 단체활동기록

  4.5 자기계발활동

    4.5.1 독서 독서인증실

    4.5.2 문서작성 학과평가자료

    4.5.3 토론회 평가 학과평가자료

  4.6 장체험활동 장체험활동기록

5. 종합 평가도구

  5.1 수능성 수능성

  5.2 기 학력 평가시험 학평가자료

  5.3 구두시험

    5.3.1 출구조사 학과평가자료

    5.3.2 구두시험 학과평가자료

  5.4 학생자체평가

    5.4.1 졸업 정자설문 학과평가자료

    5.4.2 학습성과수 진단 학과평가자료

  5.5 학생포트폴리오 학과평가자료

  5.6 상담 찰결과

    5.6.1 지도교수 상담 지도교수 상담회수

  5.7 창업활동평가 창업활동기록

6.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도구

  6.1 학습성과성취도 학습성과성취도

7. 특수목  평가도구

  7.1 학과창안평가도구

    7.1.1 산업시스템01 ①학회참가실

②자원 사활동

③학과행사활동

9. 기타 평가도구

부록 #3 학생실 자료 분류표

1. 학생활동 실 자료

  1.1 성 이수내역

2. 학생활동 검증자료

  2.1 교과활동

  2.2 비교과활동(비정규교육과정)

    2.2.1 국내외교류실

    2.2.2 산업체 장실습실

    2.2.3 국내외연수실

    2.2.4 단기교육과정이수실

  2.3 비교과활동(공인)

    2.3.1 공인외국어시험성

    2.3.2 공인인증 취득실

    2.3.3 지식재산권취득실

    2.3.4 수상실

    2.3.5 표창실

    2.3.6 언론보도실

  2.4 비교과활동(비공인)

    2.4.1 학술활동기록

      2.4.1.1 학회활동

      2.4.1.2 경시 회참가

      2.4.1.3 특강청취

    2.4.2 기술지도활동기록

    2.4.3 사활동기록

    2.4.4 단체활동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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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자기계발활동기록

      2.4.5.1 독서

      2.4.5.2 문서작성

      2.4.5.3 토론회 참여

      2.4.5.4 문화행사 참여

    2.4.6 장체험활동기록

  2.5 졸업후 진로 련 활동

    2.5.1 취업활동기록

    2.5.2 진학활동기록

    2.5.3 창업활동기록

3. 학과평가자료

  3.1 학생활동 실 평가결과

    3.1.1 수행과제

      3.1.1.1 수행과제보고서

      3.1.1.2 수행과제제작품

      3.1.1.3 수행과제발표결과

    3.1.2 실험실습보고서

    3.1.3 논문

    3.1.4 실기발표

    3.1.5 학생포트폴리오

    3.1.6 작성문서

    3.1.7 제작품

  3.2 학생활동 참여평가결과

    3.2.1 토론회 평가

  3.3 필기시험성

    3.3.1 공지식평가시험성

    3.3.2 졸업 공시험성

  3.4 구두시험성

    3.4.1 출구조사

    3.4.2 특정분야 구두시험

      3.4.2.1 윤리의식평가

      3.4.2.2 어논문이해  표 능력평가

  3.5 학생자체평가결과

    3.5.1 졸업 정자 설문조사

    3.5.2 학습성과 수 진단평가

4. 학생지도자료

  4.1 상담

    4.1.1 지도교수 상담회수

5. 학평가자료

  5.1 수능성

  5.2 기 학력 평가시험성

6. 학습성과성취도 평가자료

  6.1 학습성과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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