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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SW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등 SW정책 변화와 4차 산업혁명 확산 등을 비롯한 SW
개발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모델의 개선 절실하게 요구됨
ㅇ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SW(AI, 머신러닝 등)가 등장하면서 SW프로세스 인증
체계의 새로운 역할이 대두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 인증모델 개선 요구됨
ㅇ 발주자는 인공지능 SW 개발업체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인공지능 SW 전문업체는 인공지능 SW 개발능력을 객관적으로 입
증하기를 원하고 있음
□ 계획된 비용과 일정 차질없이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모델들이 활용되고 있음
ㅇ CMMI 및 SPICE 모델(ISO/IEC 33000시리즈)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 및 심사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세스 모델
ㅇ Auto SPICE, Medi SPICE, Enterprise SPICE 및 Brazilian Software Improvement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 맞게 테일러링 된 프로세스 평가 모델이 사용되고 있음
ㅇ 최근에는 ISO/IEC 29110과 같은 소규모조직에도 활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평가모델과
애자일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까지 다양한 분야의 SW개발능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 평가모델 등장
□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의 효율적 수행과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최신 개발 환경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인 프로세스
심사모델들의 동향 파악 및 벤치마킹 필요함
ㅇ 부족한 인력과 자금으로 인해 프로세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보급 및 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방안 및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ㅇ 국내에서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마련과
SP 품질인증제도의 객관적, 정량적 증거를 확보를 위한 벤치마킹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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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I V 2.0 모델 동향
CMMI의 진화

□ 2017년 기준으로 전세계 106개 국가에서 심사가 수행되고 있는 사실상(de facto)
프로세스 개선 모델이자 능력성숙도를 판정하는 심사 방법을 제공하는 모델
ㅇ 1999년 미 국방부 지원으로 산업계와 정부, 카네기멜론대학 소프트웨어공학센터(SEI)가
공동 개발, 이후 SW-CMM의 발전된 형태로 2002년 V1.1이 시장에 적용된 이래 2010년
10월에 V1.3이 발표되었으며, 2018년 V2.0을 발표
ㅇ CMMI V1.3은 2020년 9월말까지 적용하고, 2020년 10월부터는 CMMI V2.0 심사만 허용 예정
□ CMMI V2.0 모델은 성과(Performance)에 대한 비즈니스적 가치입증에 중점을 두고,
비즈니스의 동향 반영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모델로 진화
ㅇ CMMI 선임심사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변화 방향에는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나,
CMMI V2.0 심사방법에 대한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ㅇ 신규 프랙티스(GOV;Governence, II:Implement Infrastructure)에 대응하여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 및 경영평가를 도입하고
ㅇ 프로세스 개선 성과 프로세스의 단계별 이행(CAR, MPM 영역 적용), 일부 프랙티스
영역의 정량적 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 성과 가시화 (PLAN, PCM, SAM 등)로 모델과
심사방법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그림 1. CMMI V2.0 변화 방향

- 3 -

2

CMMI V2.0의 특징

□ 최종 심사 이후 성과보고서(Peformance Report)를 제출해야하고, 이에 따라 조직의
성과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
ㅇ 단순한 프로세스 준수보다는 성과(Performance)와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모든 CMMI
V1.3의 높은 성숙도 프랙티스에서 제시된 성과의 가치를 모든 CMMI V2.0 모델의 각
레벨에 포함된 모든 프랙티스들에 가치분석 보고서(value statement)를 추가함
ㅇ CMMI V2.0 “채택 및 전환 가이드”에서도 조직이 CMMI를 처음 시작할 때와 활용
중에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 작성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이 비즈니즈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보안(security), 안전(safety) 등의 최신 트렌트를 추가하여 시장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애자일(Agile) 등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여 유연한 통합모델로 개선
ㅇ 애자일, 안전, 보안 등의 최신 트랜드를 통합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고, 조직의 요구
사항(Needs)에 맞게 핵심 프랙티스 영역(Core Practice Area)을 중심으로 필요한 프
랙티스 영역(Practice Area)을 선택 가능하게 함
ㅇ 개발(Development) 뿐만 아니라 Service, Supplier Management 및 People/Workforce
Management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s)들과 이들의 공통 부문(Core Practice Areas)를 통합
하는 관점 제공 (예: CMMI DEV는 Core 프랙티스 영역들과 개발 프랙티스 영역들의 조합)
ㅇ 기본적인 CMMI 모델(Model), 실무 가이드(Adoption Guide), 교육 및 자격
(Training & Certification)과 심사 업무 수행에 관한 심사 방법(Appraisal Method)
및 시스템 및 도구(Systems & Tools)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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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모범 사례들(Best Practices)을 활용한 모델 구조 변경
ㅇ CMMI가 구현해야 할 일련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모범사례 집합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기 위해 V1.3의 프로세스 영역(Process Area)은 V2.0 프랙티스 영역(Practice
Area)으로 변경됨
ㅇ 기존 특정목표(Specific Goal)/공통목표(Generic Goal)이 없어지고, 프랙티스 그룹에
해당하는 레벨로 변경되었으며, 각 프랙티스 영역의 프랙티스들은 특정 목표(Specific
Gola)가 아닌 프랙티스 그룹(Practice Group)이라는 수준(level)로 구성되고,
ㅇ 각 수준은 각 프랙티스 영역 내에서 역량을 구축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경로를 제공함. 레벨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레벨 1과 레벨 2
프랙티스 그룹에 해당하는 모든 프랙티스들을 만족시켜야 함

그림 2. CMMI V2.0의 모델 구조

그림 3. 성과 및 측정관리(MPM) 프랙티스 영역(PA)의 practice group별 practice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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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의 중복성과 복잡성을 줄이고, 조직 프로세스와 그 가치의 지속성 및 내재화를
강조하기 위해 CMMI V1.3의 공통목표(Generic Goal)/트랙티스는 두 가지 새로운
프랙티스 영역(GOV;Governance & II;Implement Infrastructure)으로 대체
ㅇ 조직의 비즈니스 니즈에 맞도록 모델에서 필요한 Practice Area, Practice Group
등의 모델 요소를 선택하고, 보여주는 View 개념이 도입
ㅇ 애자일(스크럼), 개발 및 공급 업체 관리 지침으로 시작하는 모델 구조를 통해 상황별
지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모델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상황별 지침
(context-specific guidance) 추가

그림 4. Practice Group 및 Practice 요건 description 구조

□ 4개의 Process Area Category가 4개의 Category와 하위 12개의 Capability Area로 변경
ㅇ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리소스를 집중시킬 Category/Capability
Area 선정을 위한 View를 제공하고, CMMI for Development 기준으로는 CMMI
1.3의 22개의 Process Area가 20개의 Practice Area로 변경
ㅇ 또한 공통 프랙티스(Generic Practice)의 제거를 통해 결론적으로 각 레벨을 만족하기
위한 Practice들의 수를 줄었고, 성숙도 수준별로 심사대상 프랙티스 영역(Practice
Area)이 달라짐(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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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 Level 2 : 형상관리 포함 10개 PA(붉은색 점선 범위 내)의 Practice Group level 1&2
- 성숙도 Level 3 : 형상관리 포함 20개 PA(푸른색 점선 범위 내)의 Practice Group
level 1&2&3(단, 형상관리는 1&2)
- 성숙도 Level 4 : 성숙도 level 3에 해당하는 모드 내용 + 인증 level 범주의 level 4에
해당하는 6개 PA의 level 4 Practice Group 추가
- 성숙도 Level 5 : 성숙도 level 4에 해당하는 모드 내용 + 인증 level 범주의 level 5에
해당하는 2개 PA의 level 5 Practice Group 추가

-

그림 5. CMMI 1.3과 CMMI V2.0 간의 Practice Areas 매핑

구분

CMMI v1.3-DEV

CMMI v2.0 DEV

ML 2 기준

7

10

ML 3 기준

18

20

ML 4 기준

20

20

ML 5 기준

22

20

ML 2 기준

126, SP(56) + GP(70)

62

ML 3 기준

356, SP(140) + GP(216)

181

ML 4 기준

393, SP(153) + GP(240)

192

ML 5 기준

429, SP(165) + GP(264)

196

PA수

Practice 수

표 1. CMMI v2.0 성숙도 수준별 심사 Practice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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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방법의 변경

□ CMMI V2.0 평가 방법 업데이트 및 개선
ㅇ CMMI V2.0 Appraisal 방법은 조직 샘플링을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평가의 품질, 신뢰성 및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체 심사 비용을 줄이고 조직 및
프로젝트 중복 최소화
ㅇ 즉, 제출된 심사정보를 기반으로 심사 수행 최대 60일 전에 CAS(CMMI Institute
Appraisal System)에 의해 랜덤 샘플링되어 심사 대상 조직 샘플을 결정하며,
Sub-group의 커버리지를 최대화 하고, 프로젝트의 반복을 피하는 것에 중점

그림 6. 심사 대상 프로젝트 선정 예시

□ CMMI V2.0 심사형태의 변경
ㅇ 유지심사(Sustainment Appraisal)를 도입하여 벤치마크 심사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
장할 수 있으며, 유지심사는 각 capability Area 별로 1/3 PA(+GOV, II)를 무작위
추출방식(random sampling)으로 선정하여 In-depth 평가를 하고, 나머지 2/3 PA는
높은 레벨(high Level) 평가를 수행
ㅇ In-depth 평가는 객관적 증거(Objective Evidence)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Practice 별로 Affirmation & Artifact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High level 평가는 각
Practice group별로 Affirmation & Artifact를 확보
ㅇ 이때, 최근 심사에서 심사대상 조직 레벨의 판정이 LM(Largely Meets), PM
(Partially Meets), DM(Does not Meet)이었던 프랙티스는 1/3에 포함되어 있지 않
더라도 Practice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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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MMI V2.0 심사방법 유형

□ 심사팀원 자격
ㅇ 최소 심사팀원 수는 심사 팀 리더(선임심사원)을 포함하여 Benchmark 심사는 최소
4명, Sustainment 심사는 2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심사 팀 리더(LA) 포함
ㅇ CMMI V2.0 심사에 참가할 심사팀원(ATM, Appraisal Team Member)은
Foundations of Capability 과정 + Building Development Excellence 과정
(DEV 경우) 과정 수료 혹은 V2.0 uprade training 후에 반드시 CMMI
Associate 시험에 합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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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의 변경

□ 기존 CMMI 1.3 Process Area들의 통합
ㅇ RDM : 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Requirement Development & Management)
- V1.3의 Requirement Management(REQM)와 Requirement Development(RD)가
V2.0에서는 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RDM, Requirem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로 통합됨
- V2.0의 레벨 1은 기본이 새로 정의되고, 레벨 2는 기존 고객 요구사항 개발(RD의
SG1)+REQM을 기반으로, 레벨 3는 RD SG2,3를 기본으로 이동되고, REQM SP1.3
요구사항은 형상관리(CM)으로 통합됨

그림 8. 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RDM)의 Practices

ㅇ VV: 검증 및 확인(Verification & Validation)
- 동료검토가 이동 후, Verification과 Validation이 통합되어 V2.0에서는 VV(Verification
and Validation)가 됨
- V1.3의 Verification PA의 SG2. 동료검토는 V2.0의 동료검토(PR) PA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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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PM : 성과 및 측정 관리(Managing Performance & Measurement)
- 성과 관리와 연관되는 MA, OPP, OPF, OPD, OPM의 Practice들이 통합 개편됨
- 성과 관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 있는 PA로 22개의 많은 Practice로 구성됨
□ 각 프랙티스 영역(PA: Practice Area)의 진화 경로를 제시하도록 변경
ㅇ CAR : 원인 분석 및 해결(Causal Analysis & Resolution)
- V1.3에서는 HM(ML5)조직만 수행하면 되는 PA이었으나, V2.0에서는 ML5 target
조직이 아니라도 해당 Practice Group 이하 Practice가 수행되어야 함

그림 9. 원인 분석 및 해결(CAR: Causal Analysis & Resolution)의 Practices

□ CMMI 1.3 Process Area들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프랙티스 영역으로 독립
ㅇ PR : 동료검토(Peer Review)Verification 영역에서 독립(SW-CMM)
ㅇ EST : 산정(Estimating): Project Planning(PP) 영역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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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MI 1.3 Process Area들을 정리하여 개편
ㅇ PLAN : 계획 수립(Planning)
- 연관된 PA로 EST를 독립시키고 IPM(Integrated Project management)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 통합
ㅇ MC : 모니터링 및 통제(Monitoring & Control)
- V1.3의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통제(PMC)의 practice들과 IPM의 관리 측면 practice들을 통합
□ 공통목표(Generic Goal)/ 프랙티스(Practice) 개념이 거버넌스(GOV, Governance),
인프라 이행(Implementation Infrastructure) 개념으로 발전됨
ㅇ GOV와 II PA는 CMM의 각 PA 혹은 Practice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대상 조직의 OSSP에 적용해야 함
ㅇ GOV PA는 상위관리자가 각 Capability Area에서 사용 중인 OU 프로세스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II PA: 각 Capability Area에서 사용 중인
OU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방식을 평가함

그림 10. 인프라 이행(II: Implementation Infrastructure)의 Practices

□ 큰 변화 없이 PA 이름만 변경
ㅇ PQA : 프로세스 품질보증(Process Quality Assurance)
- V1.3의 PPQA(Product & Process Quality Assurance) PA가 V2.0에서는 PCM로 개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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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CM : 프로세스 관리(Process Management)
- V1.3의 OPF(Organizational Process Focus)가 PA가 V2.0에서는 PCM로 개명
ㅇ PAD : 프로세스 자산 개발(Process Asset Development)
- V1.3의 OPD(Organizational Process Definition) PA가 V2.0에서는 PAD로 개명됨
□ 기존 버전이 유지되는 프로세스 영역
ㅇ CM :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 Practice Area를 구성하고 있는 Practice들이 크게 변화가 없으나, Practice
Group이 Level 2까지만 존재하고, CL3 target 일 경우에는 CM의 모든
Practice와 GOV & II 가 Process Group Level 3까지 만족되어야 함
ㅇ TS : 기술 솔루션(Technical Solution)
- 큰 변화가 없으나, 기술 검토로 부터의 이슈 식별과 설계 결정에 대한 기준
수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요구됨
ㅇ PI : 제품 통합(Product integration)
ㅇ RSK : 위험 관리(Risk & Opportunity Management)
- 프랙티스 레벨에서는 큰 변화가 안보이나, Risk에 잠재적 문제 뿐만 아니라
기회(Opportunity)의 개념을 도입
ㅇ OT : 조직 교육훈련(Organizational Training)
ㅇ DAR : 의사결정 분석 및 해결(Decision Analysis &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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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국제표준(ISO/IEC33000) 프로세스 심사모델 동향

□ ISO/IEC JTC1 SC7 WG10에서 개발한 프로세스 심사모형인 ISO/IEC 15504
ㅇ SPICE(Software Porcess Improvement and Capability dEtermination) 모델로 알려졌으며,
프로세스 심사에 대한 포괄적인 표준으로 프로세스 능력 측정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프로세스 심사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며, 모든 프로세스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음
ㅇ 현재는 이러한 ISO/IEC 15504의 여러 part들을 ISO/IEC 33000시리즈 표준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1

국제표준(ISO/IEC 33000) 개요

□ 프로세스 능력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 심사모델의 구성을 위한 전체 틀(Framewor)를
제공하고 있는 Umbrella 표준
ㅇ ISO/IEC 33000 시리즈 표준은 프로세스 측정 프레임워크(Measurement Framework)
및 프로세스 참조모델(Reference Model)로 구성되었으며,
ㅇ 새로운 프로세스 능력 심사모델을 생성할 수 있고, 효율성, 보안성, 안전성 등의
프로세스 특성을 평가할 수 있게 확장 가능

그림 11. ISO/IEC 33001 국제표준 프로세스 심사 모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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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모델의 구성

□ ISO에서는 실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심사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수명주기 심사모형은 ISO/IEC 33060:2020으로 개정되어 공표
ㅇ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심사모형은 아직 Committe Draft 상태(ISO/IEC CD TS 33061)여서
현재는 기존의 ISO/IEC 15504 part5 표준(ISO/IEC 15504-5:2012 Process assessment —
Part 5: An exemplar software life cycle process assessment model)이 유효한 상태임
ㅇ SW 분야 심사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ISO/IEC 15504-5는 프로세스 차원(X축) 및
능력 차원(Y 축)으로 구성된 2차원 구조임

그림 12. 프로세스 심사모형과 입력 관계

ㅇ 프로세스 차원은 ISO/IEC 12207:2008 의 프로세스를 따르며,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3. 프로세스 영역 및 프로세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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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능력 차원은 프로세스 수준을 Level 0 ~ Level 5까지 6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마다 달성해야 할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process attributes를 정의하고 있음

그림 14. 능력 수준 및 프로세스 속성

ㅇ 프로세스 속성(Process Attributes)의 등급 평가는 프로세스 결과 및 프로세스
속성 결과를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며 ISO/IEC 33020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평가척도(Rating Scale)을 제시하고 있음

ㅇ 공정 평가 모델은 일련의 심사지표(assessment indicators)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심사지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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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목적 또는 특정 프로세스 속성의 달성을 지원하는 프랙티스들
- 각각의 성과를 보여주는 정보 항목과 그 특성
- 각각의 달성을 지원하는 자원 및 인프라
-

그림 15. 심사 지표(Assess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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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표준(ISO/IEC 33000) 동향

□ 기존의 ISO/IEC 15504로 제정되었던 표준들은 현재 ISO/IEC 33000 패밀리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추진 중임
ㅇ ISO/IEC 33000 패밀리 표준은 33001~33099 까지의 표준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용어,
가이드, 원칙, 단위 표준, 검증 가이드 등으로 번호 체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세스 심사에 관련된 표준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부여하고 있음

그림 16. ISO/IEC 33000 패밀리 표준 체계

ㅇ 현재의 ISO/IEC 15504 표준은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ISO/IEC 33000 표준 패릴리로
전환될 예정이며, 일부는 표준화를 완료한 상태

그림 17. I ISO/IEC 15504에 대응하는 ISO/IEC 330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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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까지 개발된 프로세스 심사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표준
- ISO/IEC 33001:2015 Process assessment — Concepts and terminology
- ISO/IEC 33002:2015 Process assessment — Requirements for performing
process assessment

- ISO/IEC 33003:2015 Process assessment
measurement frameworks
- ISO/IEC 33004:2015 Process assessment

—

Requirements for process

—

Requirements for process

reference, process assessment and maturity models
-

ISO/IEC

33020:2019

Process

assessment

—

Process

measurement

framework for assessment of process capability
- ISO/IEC TR 33014:2013 Process assessment

— Guide for process improvement

— Guidance for process risk determination
- ISO/IEC PDTR 33017 Process assessment — Guidance for assessor
training : 표준화 진행중(2019.4에 CD승인 및 DIS 제출 승인)
- ISO/IEC TR 33018:2019 Process assessment — Guidance for assessor competency
- ISO/IEC TS 33030:2017 Process assessment — An exemplar documented
- ISO/IEC TR 33015:2019 Process assessment

assessment process

ㅇ 타 분야의 Liaison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심사 모델을 수용
- System Life Cycle Processes
- SW Life Cycle Processes
- IT Service Management
- Testing Processes
- Enterprise Processes
- IT Security Management
- Quality Management System Processes
- Safety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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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분야의 심사모델
- ISO/IEC TS 33060:2020 Process assessment — Process assessment model for system
life cycle processes : 2020년 3월에 공표됨. ISO/IEC/IEEE 15288:2015,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 life cycle processes를 Normative Reference로 함
- ISO/IEC CD TS 33061 Process assessment — Process assessment model for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현재 표준화 중임(2020.5에 CD승인 및 DIS 제출 승인)
- ISO/IEC 33063:2015 Process assessment — Process assessment model for software testing
- ISO/IEC 33071:2016
Process assessment — An integrated process
capability assessment model for Enterprise processes

- ISO/IEC TS 33072:2016

Process assessment

—

Process capability

—

Process capability

—

Process capability

assessment model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O/IEC TS 33074:2020

Process assessment

assessment model for service management
- ISO/IEC TS 33073:2017

Process assessment

assessment model for quality management

ㅇ 다양한 분야의 프로세스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참조모델(PRM:
Process Reference Model)도 표준화 중이며,
ㅇ ISO/IEC 33004(Requirements for process reference, process assessment and
maturity models)에서 요구하는 Process Descriptions의 요구사항들은 아래와 같음
- 프로세스 설명
Ÿ 특정 성숙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작업을 나타
내는 (특정 프로세스 평가 모델(들)의) 프로세스 세트가 선택되어 성숙도
모델의 각 성숙도 레벨에 할당됨
- 기본(Basic) 프로세스 세트
Ÿ 도메인에서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작업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세트가 (특정 프로세스 평가 모델에서) 선택되어야 함. 이 프
로세스 세트를 성숙도 모델에 대한 기본 프로세스 세트라고 함
Ÿ 기본 성숙도 (성숙도 레벨 1)는 기본 프로세스 세트 내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수행속성(Process Performance Attribute)의 달성으로 표현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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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Extended) 프로세스 세트들
Ÿ 특정 성숙도 수준의 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작업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세트가 (특정 프로세스 평가 모델 의) 성숙도 모델의 기본 수
준을 초과하는 모든 수준에서 선택되어야 함. 이것들을 성숙도 모델의
확장된(Extended) 프로세스 세트라고 함
- 추가(Additional) 프로세스
Ÿ 기본 또는 확장 프로세스 세트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프로세스가 포함될 수 있음
Ÿ 특정 적용 범위의 평가에 필요한 프로세스 들
Ÿ 조직의 특정 상황에 따라 선택적인 프로세스 들
-

ㅇ 현재까지 개발된 프로세스 참조모델 표준
- ISO/IEC TS 33052:2016

Process reference model (PRM)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O/IEC TS 33053:2019

Process assessment

(PRM) for quality management
- ISO/IEC TS 33054:2020

Process assessment

for service management

— Process Reference Model
—

Process reference model

ㅇ 현재 SPICE 표준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표준들은 해당
도메인의 사실 표준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자동차 분야에서 적용되는 Automotive SPICE 표준은 현재 국제 표준은 아니
지만, 자동차 벤더를 중심으로 1차 공급 업체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실 표준
(de Facto)의 역할을 하고 있음
ㅇ 현재 SPICE 자체 표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표준 구조나 형식에 대해 파격
적인 변화는 없으며, 내용 충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Agile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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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시사점

□ 다양한 도메인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는 형태로 프로세스 심사 모델 진화중
ㅇ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 심사모델은 국제표준화
영역에서는 다양한 도메인 및 프로세스 분야의 심사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모델의 다양화를 진행하고 있고
ㅇ산업계의 사실상 표준인 CMMI도 V2.0으로 발전하면서, 애자일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방법론과 응용 도메인에서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의 진화에 따른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대응전략 수립 필요함
ㅇ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는 2020년 10월에 시작되는 CMMI V2.0의 심사와 2021년 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ISO/IEC 33061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모델의 개정에
대비하여 심사범위 및 요건의 변경에 따른 전환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ㅇ 이런 새로운 심사모델을 적용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모범사례를 도입하여 내재화하는
활동과 정기적인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SP인증 모델 개선(안) 추진
ㅇ 2009년부터 시행된 국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제도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4차산업 소프트웨어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및 가이드 추가 등의 작업을 추진
- AI 및 안정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SP인증기준을 수립
하고, 실제 적용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함
- 현행 SP인증 2등급 달성이 어렵고, (3등급 달성 기업도 없음), 국제표준인
CMMI, SPICE 등급과의 괴리도 있어, SP인증기업의 우대방안과 활성화 정책
등과 연계하여 SP인증 등급 및 평가항목 조정(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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