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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월드 와이드 요구자를 위한 융복합 소셜 앱 제작 플랫폼은 집단 협업 개발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자의 의
견을 상호 교환하여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융복합 소셜 앱 제작 플랫폼 기반의 집단 
협업은 참여자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많은 참여자가 이탈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참
여자 간의 공정한 동료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동료 평가 점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
다. 기존 동료 평가 기법은 프로젝트 활동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프로젝트 작업의 성격이 반영되지 않아 프
로젝트 참여자의 기여도 평가 점수는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왜곡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여자의 작업 수행율
을 고려한 프로젝트 참여자의 개발 기여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료 평가 점수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보장된 
동료 평가 방법을 연구하였다.

주제어 : 동료평가, 기여도, 카이제곱검정, 융복합 소셜 앱 제작 플랫폼, 크라우드소싱

Abstract  The convergence social app manufacturing platform for both demander and developer in worldwide 
provides a collective collaborative development approach. This platform can bring enhanced productivity with 
exchange of views among participants. If the assessment is not fair that many participants will leave the 
collective collaborative project. The previous studies verified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based on statistical 
technique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task performance of participants, do not reflect 
the feature of project tasks. So, the contribution scores of the participants can be distorted.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method for evaluating the development contributions value. This is considered the task performance 
of participants and involved the method of equitable and consistency peer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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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ICT 기술의 발달은 사용자로 하여  다양한 

소 트웨어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지 까지의 소 트웨

어 개발은 기술 심의 개발이 주를 이뤘으나 서비스 아

이디어 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 개발의 주체가 

기업 심에서 개인 사용자 혹은 소규모 사업자 주로 

이동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소 트웨어 출시는 기존 

소 트웨어의 생명주기를 보다 더욱 짧게 가져오는 결과

를 가져왔다. 따라서 오늘날의 소 트웨어 개발은 월드 

와이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기 해 소셜 기반의 

개발 랫폼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소 트웨어 개발 방법과 다르게 소셜 기반의 

개발 환경은 사용자의 앱 개발 요구를 반 하여 수요자 

심에서 소 트웨어 개발이 이 진다. 따라서 로젝트

를 수행하기 한 개발자, 디자이  등 참여 구성원은 소

셜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되고 로젝트 수행을 목 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결성이 없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으며 모든 로젝트 수행과 의견 교환은 온라인

을 통해 이 진다. 이러한 특징은 진행 인 로젝트의 

수행율, 참여율에 부정 인 향을 가져오고 로젝트 

성공에 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

만 소셜 개발 랫폼인 키(Quirky)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소셜 개발 랫폼을 공 하고 참여 

구성원이 로젝트에서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제시하고 있다.

소셜 기반 앱 제작 랫폼은 고  개발자부터 일반 사

용자까지 소 트웨어 개발에 참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

다. 다양한 사용자가 참여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창의 인 

아이디어를 이용한 소 트웨어 개발이 가능한 반면, 다

수의 참여자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한 방법이 

부족하다. 참여자가 소극 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하

게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참여자의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 하게 이 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소셜 기반의 개발 랫폼 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 되어 소 트웨어 개발 성과로 연결된다면  

참여자는 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많은 개발 참여자가 

극 으로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해 보상을 한 평가 척

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소셜 기반의 개발 랫폼에서는 

개발을 주도하는 소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상 기 을 

마련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 따라서 공정한 기여도 

측정을 해 동료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소 트웨어 개

발에 실질 인 참여율을 정량화하여 참여자의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써 납득할 수 있는 수 의 보상 기 을 마련

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동료 평가 방법은 평가 척도를 기 으로 수

화하여 기여도를 산출하 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평

가자의 주 인 평가로 인해 공정성과 일 성이 부족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문제 이 있다. 한 평가자 

자신의 수는 높이고 피 평가자의 수는 낮추는 등 공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가가 진행될 경우 기여도 평가

의 신뢰성 하락으로 참여자들의 극 인 참가를 유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월드 와이드 요구자를 한 소셜 앱 제

작 랫폼에서 개발 기여도 평가 방법을 연구했다. 2장에

서는 기존 동료 평가에 한 분석과 문제 에 해 살펴

보고, 3장에서는 기존 동료 평가 방법의 문제 을 해결한 

동료 평가 방법을 제시했다. 4장에서 제시한 동료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테스트와 검증을 실시하 고, 5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에 해 제시하 다. 

2. 관련연구

자동화된 업 개발을 한 소셜 앱 제작 랫폼

(Social App Manufacturing Platform) 연구에서 소 트

웨어를 개발할 때 참여자 구성원이 로젝트 단 로 구

분되어 개발하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으나 

하나의 로젝트를 서로 다른 구성원이 업하여 소 트

웨어를 개발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로

젝트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용자와 구체 인 개발이 가

능한 소 트웨어 개발자를 연결하고 로젝트에 직․간

으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업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소셜 앱 제작 랫폼을 제시하

다. 제안한 랫폼을 통해 참여자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참여자 평가와 투표를 통해 채택된다. 다수의 참여자에

게 채택 된 아이디어는 로젝트로 시작된다. 로젝트

는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



A Study on the Contribution Evaluation of Developer in Convergence Social App Manufacturing Platfor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27

[Fig. 1] Social App Manufacturing Platform Structure

형의 참가자들로 구성된다. 한 수시로 로젝트 커뮤

니티 사용자에게 로젝트의 진행상황 혹은 문제  등을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기존의 개발 로세스보

다 완성도 높은 소 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졌다.

소셜 앱 제작 랫폼은 다수의 참여자가 업하여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랫폼이기 때문에 참여 구성원의 

성과 평가가 요하다. 참여자의 평가 결과는 보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평가가 참여자의 참여 동

기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1].

소셜 앱 개발을 한 오  랫폼인 App Factory 시

스템은 App Production Belt의 개념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앱 개발이 가능한 랫폼을 [Fig. 1]과 같이 제시

하 다[2]. 각각의 구성요소인 Belt는 아이디어 기획 단

계에서부터 로그램이 개발되어 시장이 출시되는 과정

을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한 App Life Cycle

을 단축시켜 시장에 빠르게 진입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

에 출시 후 빠른 반응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App Factory 시스템은 참여 구성원의 성과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로젝트 시작 에 참여 구

성원이 스스로 지분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분율이 타당한지 여부는 로젝트 기획자에 의해 조정

된다. 이러한 수익 분배 방식은 개발에 참여한 구성원의 

기여도를 객 으로 단하기 어렵다. 참여 구성원이 

각자 수행한 작업에 한 요도 평가가 이 지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 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동료 평가 방식을 이용하

여 가 치 산정을 달리 용할 경우 공정한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

기존 평가 방식은 소수의 평가자가 다수의 참여자를 

평가하 다. 이때 평가자는 피 평가자 보다 상 자인 경

우가 많다.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을 통한 평가는 평가자의 

주  평가로 평가 수에 공정성이 낮다는 문제 이 

있다. 한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피 평가자가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모든 구성원을 교차 평가하는 동료 평가 방법이 사용된

다. 동료 평가란 로젝트 참여자간 구성원들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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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성원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물에 가치를 부여함으로

써 기존 평가 방식과는 많은 차이를 가진다. 

동료 평가 방법 역시 수행 목 에 따라 두 가지로 구

분되는데 총  평가와 형성  평가로 나눠진다. 총

 평가의 목 은 모든 학습이 종료된 시 에서 이 지

는 동료평가 방법으로 학습자가 정해진 목표에 도달했는

지 정량 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 으로 다. 평가자는 

피 평가자의 성과를 평가 수표를 기 으로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이와 달리 형성  평가 방법은 동료 평

가 과정을 통해 참여자 간의 진행 정도를 악하여 참여

자 모두에게 학습하도록 유도하여 성공 으로 학습을 완

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3]. 따라서 소셜 기반의 

로젝트에서는 총  평가 방법 보다는 형성  평가 방

법을 통해 동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신뢰성 높은 평가

가 가능하다.

한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형성  평가 목 의 동료 

평가는 참여자 간에 평가를 통해 학습과정의 결과물이 

질 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상호간의 피드백은 참여

자 간에 장 과 단 을 부각하여 상호 보완작용이 가능

하다고 제시한다[4,5]. 로젝트 참여 구성원은 주기 인 

동료 평가를 통해 로젝트와 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되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성공 인 로젝트 

수행으로 연결된다. 한 형성  평가 방법을 통해 학습

된 참여자는 지속 인 공정한 평가와 일 성 있는 평가

를 수행하기 때문에 참여자 간 동료 평가의 결과에 해 

신뢰할 수 있게 된다[6,7,8,9].

집단 업 로젝트에서 공정한 동료 평가를 해 통

계  기법을 이용한 동료 평가 방법론 연구에서는 기존 

동료 평가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통계  기법을 바

탕으로 참여자의 평가 수가 공정한지 평가하고 공정성 

여부에 따라 로젝트 참여자의 평가 수 결과에 가

치를 부과함으로써 동료 평가 방법에 공정성을 확보하

다[10,11,12,13].

한 동료 평가 방법으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동료 

평가 방법인 Flexi-Sum을 기반으로 연구하 다. 

Flexi-Sum 동료 평가 방법은 평가 기본 수를 지정하

여 기본 수를 기 으로 더하거나 빼서 수를 부여하

는 방식이다. 로써 평가 참가자 수가 4명이고 기본 

수가 10 인 경우 참가자 수와 기본 수를 곱한 값인 40

으로 평균값을 구하여 최종 수로 계산된다. 참여자

의 평균값을 구한 수에서 다른 참여자의 평가 수와 

많이 벗어나는 수를 상으로 해당 평가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평가 수가 

의도 으로 반 되는 성격을 가질 경우, 가 치 계산을 

통해 수를 조 한다. Flexi-Sum 동료 평가 방법은 일

부 평가자들의 악의 인 평가 혹은 모두 동일한 수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상자의 수가 왜곡되는 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통계 기반 기여

도 평가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14,15].

참여자의 평가 수를 카이제곱검정이라는 통계  방

법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기 으로 가 치

를 부여하여 공정하지 못한 평가 수의 왜곡을 해결하

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하지만 통계  기법을 이용

한 동료 평가 방법은 수학 으로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로젝트의 참여율에 따른 기

여도 수를 용할 수 없다. 로젝트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작업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 수에 따라 

가 치를 다르게 용해야 공정한 동료 평가가 가능하다.

기존 연구의 집단 업에 따른 동료평가는 제한된 환

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동료 평가에 한 신뢰성 분석을 

통계  기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 인 참여에 한 

기여도가 반 되지 않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개발 기여도 평가 방법은 월드 와이드 요

구자를 한 소셜 앱 제작 랫폼을 기반하며 소 트웨

어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의 기여도를 정량화하여 

참여자간 동료 평가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을 해결

할 수 있다.

3. SDCA 모델

월드 와이드 요구자를 한 소셜 앱 제작 랫폼은 다

수의 사용자 의견을 기반으로 한 소 트웨어 개발 랫

폼이다. 다양한 문지식을 보유한 참여자간의 의견 교

환  제시를 통해 새로운 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이 가

능하며 실  가능성이 높은 로젝트의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와 업을 한 참여자로 구성되어 로젝트가 시

작된다. 업에 참가하는 사용자는 직  개발에 참여하

거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해 피드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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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자 등 다양한 형태로 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랫폼은 로젝트 참여자가 소 트웨어 개발에

서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기 해 작업의 할당량, 난이도, 

완료율, 수행율 등을 이용하여 기여도를 산출하 다. 본 

논문에서는 로젝트에 참여한 사용자간 동료 평가를 실

시한 평가 수와 로젝트 기여에 따른 평가 방법을 

용한 SDCA(Software Development Contribution 

Assessment) 모델을 제시한다.

기존 기여도 평가 기법은 로젝트 진행이 종료된 이

후에 실시하기 때문에 평가에 한 일 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하지만 SDCA 모델은 신뢰성 높은 동

료 평가 수를 측정하기 해 주기 인 평가를 실시하

여 참여자의 동료 평가에 한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평

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주기 인 동료 평가 실시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쏠림 상, 무성의한 평가, 악의  평가 

등을 방지하기 해 매 실시되는 평가 수는 각각 다른 

가 치를 용하여 평가 수의 왜곡을 방지한다. 하지

만 동료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악의  평가 혹

은 무성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 인 평가 

수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와 같은 상황은 고려

상에서 제외한다. 

정상 인 동료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 근거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동료 평가를 객 으로 단할 수 

있게 로젝트 수행에 따른 기여도 평가 수를 공개한

다. 로젝트 참여자는 개발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거

나 제시한 의견에 한 피드백을 상호 지속 으로 수행

하게 되는데 모든 참여자가 제시한 의견 빈도수와 제시

한 의견이 해당 로젝트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기

여도 평가에 가 치로 용된다. SDCA는 평가 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해 로젝트 수행률을 바탕으로 가

치 수를 산정한다. 다만 참여자의 작업 결과물에 

한 품질은 평가 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SDCA는 형성  

평가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물에 한 평가보다는 

로젝트 진행 과정에 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로젝트 작업 결과를 반 하지 않고 진행 상황에 따라 

기여도 수를 부여한다.

로젝트 참여자는 동료 평가를 실시하기 이 에 모

든 참여자의 로젝트 수행율을 기 으로 동료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로젝트 참여자의 활동지표를 정량화하

기 한 방법으로 참여자 수행율을 라 하면,

  
 



 

이라 정의할 수 있다. 는 로젝트 참여자가 할당받은 

작업의 수행율을 통해 아래 같이 구할 수 있다.

 


 







는 로젝트에서 할당받은 작업 수행율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는 할당받은 작업의 마감기간을 의미하며 

는 평가시 까지 진행한 작업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

서 할당받은 작업의 마감기간인 를 모두 더한 값은 평

가 상자가 로젝트에서 할당받은 체 작업의 마감기

간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체 작업의 마감기간에서 

재까지 진행한 작업 기간을 통해 할당받은 작업 의 활

동지표 수를 구할 수 있다. <Table 1>은 참여자 수행

율인 을 구하기 한 시이며 로젝트 참여자 p1이 

할당받은 작업인 t1, t2, t3, t4의 작업 수행률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작업 기간은 주 단 로 정의한다.

Task

 Task Date
t1 t2 t3 t4

 3 3 1 2

 5 3 4 8

 0.15 0.15 0.05 0.1

 1.45

<Table 1> Task Progress of p1

계산 된 은 로젝트 참여자 p1의 활동지표 수이

며 동료 평가 수에 가 치로 사용된다. 따라서 활동지

표 수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로젝트 

참여자는 참여자 수행률 수보다 낮은 수를 동료에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평가로 유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

SDCA는 동료 평가를 수행하기 해 Flexi-Sum기법

을 이용한다. <Table 2>은 4명의 참여자가 동료 평가를 

실시한 시이다. 각 평가자는 10 을 기 수로 평가

를 실시하며 40 을 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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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or

 Member
p1 p2 p3 p4

p1 10 8 9 8

p2 8 12 9 12

p3 12 10 13 5

p4 10 10 9 15

<Table 2> Flexi-sum example 

동료 평가를 실시한 이후 해당 평가 수가 공정한지 

여부를 단하기 해 참여자 자신이 평가한 수를 제

외한 수 평균값 계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산을 해 

는 p2가 평가한 p1의 수를 의미하며 <Table 2>

과 같이 8 을 나타낸다. 한   는 p2가 평가한 

수를 제외한 p1의 평균 수를 의미하며, <Table 2>의 

평가 수를 이용하여  와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Table 3>와 같이 모든 값을 구할 수 있다.

참여자가 모두 평가한 수와 참여자의 평가 수가 

제외된 평가 수를 비교하여 참여자의 평가 수가 공

정한지 여부를 단한다.

Evaluator

 Member
p1 p2 p3 p4

p1 8.33 9 8.67 9

p2 11 9.67 10.67 9.67

p3 9.33 10 9 11.67

p4 11.33 11.33 11.67 9.67

<Table 3> Assessment Score

따라서 평가자의 통계량을 계산하기 한 
는


  

 





  
  



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시로 사용한 <Table 2>과 

같이 참여자가 4명이기 때문에 자유도는 3이 된다. 한 

평가자의 평가 수에 한 유의 수 을 확인하기 한 

를 정의할 경우,

  
 ≥ 



로 유의 수 을 구할 수 있다. 는 0,1 사이의 값을 나타

내며 1에 가까울수록 타 평가자와의 평균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 로 0과 가까울 경우, 타 평가자의 평가 

수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자 

p2의 평가 수가 평균과 가장 일치하며 p4는 타 평가자

와 다른 평가를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의 수 을 

기반으로 동료 평가 수를 조정하기 해 가 치를 더

해 최종 수를 계산한다. 

가 치 계산을 해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able 4>은 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p1 p2 p3 p4


 2.07 0.83 2.66 7.43

 0.558 0.842 0.447 0.059

 0.29 0.44 0.23 0.03
 8.82 10.13 11.13 9.92

<Table 4> Result

이를 통해 가 치가 용되어 공정성이 검증된 동료 

평가 수인 는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최종 인 로젝트 기여도 수를 구하기 해 카이

제곱검정을 통해 공정성이 검증된 동료 평가 수 와 

로젝트에서 수행한 작업 수행률 를 이용한다. 따라

서 기여도 수를 라 정의하면

 

를 통해 최종 기여도 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p1의 

최종 기여도 수 는 12.78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4. SDCAS 설계

월드 와이드 요구자를 한 소셜 앱 제작 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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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여도를 평가하기 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SDCA 

모델을 바탕으로 SDCAS(Software Development 

Contribution Assesment System)을 설계한다. SDCAS

는 로젝트 진행에 따른 상황 정보를 제공하며 SDCAS

의 기능  노드는 SDCA 모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로젝트의 작업 성격에 따라 참여 구성원은 동일 작

업 군에 따라 동일 집단으로 구성되며 향후 동료 평가의 

기 으로 용된다. 각 집단의 작업 성격에 따라 작업 난

이도를 구분하여 가 치 수를 달리 용한다. 참여자

는 동료 평가 우선  순 로 동일 작업 군의 참여자를 

상으로 평가하며 후 순 로 타 집단의 참여자를 순차

으로 평가한다.

동료 평가에서 참여자의 작업에 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동료 평가 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집단의 

동료 평가 수는 높게 측정하고 타 집단의 평가 수는 

낮게 배정하여 평가 수의 왜곡을 방지한다. 모든 참여

자는 로젝트 참여 구성원이 수행 인 로젝트 활동율

을 확인하여 기여도가 높은 참여자의 작업을 참조한다. 

높은 활동율을 유지하는 참여자의 작업 방식을 통해 타 

참여자의 학습효과를 가져온다. 한 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타 집단의 작업에 한 이

해를 높일 수 있게 때문에 로젝트 결과에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Fig. 2] Peer Assessment of SDCAS

로젝트 참여자는 작업 그룹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선택 으로 참여할 수 있다. [Fig. 2]은 각각의 그룹에서 

진행 인 작업을 바탕으로 동료 평가 과정을 나타낸 흐

름도 이다. 그룹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진행률은 

TPGA(Task Process Gathering Agent)를 통해 TPGA 

DB로 달된다.

TPGA는 각 그룹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정량화 하여 

재 진행 인 로젝트에 참여자가 어느 정도 기여하

는지 여부를 사 에 설정한 평가 척도를 기 으로 수

를 산정한다. 한 로젝트 참여 구성원 목록, 참여자의 

작업 난이도, 진행률, 완성률, 구성원 간 의견 교환횟수, 

피드백 횟수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작업율을 계산한다.

작업율에 따른 기여도 평가 수 결과는 TPGA DB로 

달되고, SDCA Node는 향후 참여자의 동료 평가 결과 

수와 합산하여 최종 기여도 수를 산정한다. SDCA 

Node는 SDCA 모델을 바탕으로 동료 평가를 주기 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TPGA DB에 평가 완료 된 기여도 평가 

수는 로젝트 참여자가 재까지 완료 된 평가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SDCA Node는 참여자의 

동료 평가 결과가 공정하고 일 성 있는지 여부를 악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TPGA DB로부터 특정 참여자의 

평가 수를 확인하고 평가자의 평가가 공정했는지 분석

한다. SDCA Node의 Analyzer는 평가자가 무의미한 평

가를 실시할 경우 타 평가자의 수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무의미한 평가를 실시한 평가자의 수는 낮은 

가 치를 용하도록 하여 평가 비 이 낮도록 설정한다.

로젝트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가 치 비 은 SDCA 

Node에 설정된 로 일을 기 으로 차등 용된다. 

로 일이란 로젝트의 개발 범 , 종류, 분류, 투입 인

원, 완료기간 등을 바탕으로 사 에 설정된 분류 기 이

다. 로 일은 로젝트 기획자의 의도로 작성되며 참

여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기여도 가 치 비율은 변경할 

수 있다. 로젝트의 작업 비 에서 개발자의 비 은 낮

고 UI/UX 디자이 의 비 이 높을 경우 로젝트 기획

자는 SDCA Node에서 제시한 기 을 바탕으로 가 치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디자이 의 기여

도는 타 그룹의 참여자보다 높은 기여도 수를 부여받

는 구조이다.

5. 결론

집단 업을 통한 소 트웨어 개발은 참여자의 기여

도 평가에 따라 결과물에 많은 향을 다. 다수의 참여

자가 업하여 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동료가 수행하는 

작업을 이해하지 못해 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과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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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로젝트 수행  주기 으로 동료 평가를 수행하여 각 

동료가 수행하는 작업을 이해하고 평가함으로써 로젝

트 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동료 평가 방식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

시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

생하 다. 한 동료 평가 측정 방법이 통계  방법에 의

해 신뢰성을 단하 기 때문에 참여자가 로젝트에 기

여한 정도는 평가 수에 반 되지 않는 문제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고자 동료 

평가 방법을 형성  평가 방법을 용하여 로젝트 활

동율을 바탕으로 수를 산정하고, 주기 인 동료 평가

를 통해 신뢰성 높은 동료 평가 방법을 제시하 다. 동료 

평가를 수행하기 에 각 참여자의 로젝트 활동율을 

제시하고, 평가 상의 작업을 이해하기 한 사  학습

을 통해 일 성 있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 동료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학습한 내용은 로젝트 

결과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SDCAS를 소셜 

앱 제작 랫폼에 용하여 동료 평가 방법이 로젝트 

결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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