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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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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아키텍트인력현황조사및 인력양성로드맵수립 (2004.7.20)

[질문] 여러분의 조직에서 SW 개발자의

마지막 역할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질문] 현재 여러분의 조직에서 SW 

개발자의 마지막 역할은 주로 무엇입니까?

개발자의 미래는 관리자 ?

 개발자 2000 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같은 결과를얻었습니다. 

 이상적인개발자의 미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이지만, 현실에서개발자의 미래는 프로젝트 관리자 입니다. 

 개발자와관리자는 완전히 서로 다른 직무입니다. 개발자에게관리자 직무는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구분 응답 결과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설계자 25%

프로젝트관리자 57%

일반 관리자 7%

영업 관리자 8%

마케팅 관리자 2%

교육 관리자 2%

구분 응답결과

소프트웨어아키텍트 66%

소프트웨어 설계자 15%

소프트웨어 개발자 2%

소프트웨어 테스터 1%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자 17%



4 / 60

나와 팀의 현주소와 미래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개발자가있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배운 것은 JSP와mySQL였습니다.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는웹페이지유지보수였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의웹 시스템이더 이상 JSP를 사용하지않는다고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

JSP
+ 

mySQL

해고... UML이뭐죠?

옷가게...

호프집...

치킨집...

늘 야근하는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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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자의 길

 SW 개발자는누구나 좋은 길을 따라 성장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아무도 그 길을 있는 지 알려주지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엔지니어를 제대로 키우고싶어하지만, 엔지니어들에게성장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못합니다.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나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하더라도너무 느슨하거나 제한적인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SW 개발자의 길, 개발팀의길을 제시할공감할 만한 개발자 로드맵이필요합니다. 

[이미지출처] http://profalbrecht.files.wordpress.com/2009/07/road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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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의 역할

 로드맵은 SW 개발자들의현재 위치 뿐만 아니라미래의성장경로를제시하여줍니다. 

 로드맵은 SW 개발자들의현재 위치를파악하기 위한 진단 및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로드맵은사라지고 등장하는 변화를겪는 기술을 정리하고 분류하는역할을 해야 합니다. 

1. 방향제시

2. 역량 진단 및 평가

3. 기술 정리 및 분류

개발자의 현재위치와앞으로나갈방향을제시함

개발자의 역량수준을평가하고다음 수준의역량을 제시함

SW 개발관련 기술을개발자관점에서분류함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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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을 위한 고민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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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직무분석의 예

 정부에서제시한 소프트웨어 직무가있습니다. 

 급변하는 SW 환경에서 정적인직무 정의는일 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SW 직무에대한 접근방법자체가 매우 유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제시한직무 체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직무수행능력표준, 2009 

직종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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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SW 개발프로젝트
(솔루션개발, SI 개발,...)

[사업/개발/품질] 관리자역할

SW 개발을 주로 하는 역할 (1/2)

 SW 개발은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은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나눕니다. 관리자와 개발자.

 개발자 그룹에는 웹 디자이너와같은 비엔지니어링역할도 존재합니다. 이런 역할을빼도 모두 개발자역할입니다. 개발 그
룹 속에 어떤 역할이존재하는 지 알아야 하며, 그 역할이 개발자 로드맵에나타나야 합니다. 

개발 PM (1명) 

아키텍처팀 (5명) 플랫폼팀 (5명) 개발 1팀 (6명)

개발 2팀 (6명)

사업 PM (1명) 

QA 팀 (2명)

[개발자: 27명]

모바일팀 (3명) UI 팀 (2명)
- 웹퍼블리셔
- 웹디자이너

소프트웨어개발자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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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와

IT 기술(HW, SW) 전문가의만남

SW 개발을 주로 하는 역할 (2/2)

 SW 개발자중에 컨설팅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컨설팅 프로젝트에는 도메인 전문가 + IT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SW 개발역할에 속하는 SW 전문가는 SW 아키텍트, 도메인모델러, UI/UX 스페셜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컨설팅프로젝트

 비즈니스모델링

 EA 

 ISP, ...

SW 전문가
 아키텍트
 도메인 모델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UI/UX 스페셜리스트

HW 전문가
 네트워크전문가
 HW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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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개발자 활동 영역(1/3)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SW 엔지니어링영역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SW 개발 영역은 관리영역, 도메인 영역, 시스템 엔지니어링영역, 솔루션 엔지니어링영역과 구분됩니다. 

 SW 개발자들이 활동하는영역은 SW 개발 영역으로모든 영역의중심이 됩니다. 

SW 개발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시스템엔지니어링
(OS, HW, 

Network,..)
솔루션엔지니어링

[ SW intensive system을구축하는데필요한작업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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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활동 영역(2/3)

 국내 SW 시장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차지하는 개발자는기업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개발자입니다. 

 SI 개발자라고도하는 개발자는 다양한 비즈니스 도메인에 걸쳐서또는 특정 도메인에서만 머무릅니다.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는기술의 난이도가대체로 평균 수준이며, 복잡한도메인의 분석은 전문가가수행합니다. 

SW 개발기술 비즈니스도메인
(금융,공공,국방,의료,..)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SI
개발자

 가장많은 개발자수

 도메인은전문분야이지만,  분석 이후 구현은상대적으로쉬움

 분야의개발자를위한로드맵은가장 일반적인로드맵임

 로드맵은 도메인기술을배재한 SW 기술만으로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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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활동 영역(3/3)

 정보보호도메인은 매우 유망한 분야이며개발자 수요가 늘어나고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도메인 지식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며, 일단 진입하면머무르는경향이있습니다. 

 이 도메인은 보안과 관련된각종 알고리즘등을 요구하며, SW 기술도 다양성 보다는깊이를 요구합니다. 

SW 개발기술
정보보호도메인

(알고리즘)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보안
개발자

 상대적으로적은개발자 수

 매우전문화된분야로진입장벽이높으며, 구현이어려움

 분야의개발자를위한최적화된로드맵이필요함

 로드맵은 (SW 기술 + 도메인지식)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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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자(SW 개발에참여하는다양한역할들)

SW 개발팀이 도메인에 대응하는 방법

 SW 개발 역할 담당자는다양한 도메인에 걸쳐서개발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발자가도메인에 대해 깊이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면개발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팀에는 도메인분석을담당하는 경력이 많은 도메인모델러(시스템분석가)가있습니다. 

도메인전문가 + 사용자
도메인 모델러

(= 시스템 분석가)
서버개발자

SW 아키텍트

웹프론트개발자

RDB 모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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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구성요소(1/2)

 SW 개발 분야에는 다양한 직무가 있을 수 있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술은곧 직무가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SW 기술의변화와 개발에 대한 접근방법의변화에 따라 직무와 역할, 기술이 다양하게변할 수 있습니다. 

직무 역할

기술

 직무를수행하는역할, 역할수행에필요한 역량, 역량에필요한기술

 직무수행에필요한기술, 기술을발휘하는역량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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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구성요서(2/2)

 로드맵의세로축은 시간으로 구성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로축은무엇으로 구성되어야합니까? 즉 로드맵을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까?

 직무, 역할, 역량, 기술 중에 가장 구체적이며 중복성이적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직무 역할

기술 역량

개발자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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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로드맵 구성요소(1/2)

 개발자의역량을 다섯 가지로정의한 SDiLC 역량 모델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도메인 역량과 관련 기술은 로드맵에포함되어할까요?

 포함되어야한다면, 리더십역량은어떤가요? 포함되어야할까요?

도메인역량
(Domain Capa.)

소프트웨어개발역량
(SW Development Capa.)

리드역량
(Leadership capa.)

소통역량
(Communication capa.)

통찰력

(Insight)

[SW 개발자역량모델 SDiLC]

로드맵 대상 ?



18 / 60

역량과 로드맵 구성요소(2/2)

 로드맵이필요한 조직이나 환경의 특성에따라 로드맵에표현되는개발자의역량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SW 개발자 로드맵의경우, 단순명료함을유지하기 위해 SW개발역량만을 포함할 것입니다. 

 보안 회사는 SW 개발기술에, 알고리즘, 침입탐지, 바이러스방역 등과 같은 도메인기술을포함할것입니다. 

도메인역량
(Domain Capa.)

소프트웨어개발역량
(SW Development Capa.)

리드역량
(Leadership capa.)

소통역량
(Communication capa.)

통찰력

(Insight)

[일반적인] 개발자로드맵(S)[정보보호] 개발자로드맵(SD)

[A사] 개발자로드맵(SDL) [B사] 개발자로드맵(S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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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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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구성요소

 SW 개발자가가야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이있습니다.  

 개발자가배워야 할 기술 을 기준으로가야할 길을 제시하기도합니다. 처음에는 Java, 다음은 JSP, ... 

 또 개발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 을 기준으로가야할길을 제시합니다.  단계별 역량 프로파일을사용합니다. 

 또 개발자가 수행할 역할 을 기준으로미래의 길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래머, 다음은아키텍트, ...

역할
(Role)

역량
(capability)

기술
(technology)

경력연차를기준으로가능한 역할을 나열하고, 개발자의
경력연차별로가능한 역할을 제시하고, 하나의역할로부터
다음에 가능한역할을 제시하는방식으로경력경로를
구성한다.

경력연차별로 배웠으면하는 기술을 기반으로경로를
구성한다. 일반적이며기반이 되는 기술로부터출발하여
어렵고 특정한기술로 이르는 기술 경로를 제시한다. 

개발자가갖추어야하는 역량을 기반으로경로를
제시한다. 역량은기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개발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의미한다. 낮은 역량에서부터높은
역량으로이르는역량 경로를 제시한다.  역량을표현하기
위한 역량프로파일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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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접근방법

 SW개발자를위한 Roadmap을 만들 때 역할기반, 역량기반, 기술기반등의 접근방법을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접근방법이든결국 역할, 역량, 기술이연결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삼는가의차이일뿐입이다.

 가끔식이나마볼 수 있었던로드맵은대부분 기술이나그 기술을기반으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제시한 것들입니다.  

 역할기반로드맵은역할을 바탕으로 역할관련역량, 역량관련기술을제시하는 방식으로로드맵을 구성합니다. 

Roadmap

Role-based Roadmap Capability-based Roadmap Technology-based Roadmap

Role Capabili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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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based roadmap

역할 기반 로드맵이란?

 역할 기반 로드맵은 개발자의경력연차에따라 수행가능한 역할을제시하고, 역할을기준으로경력경로를제시합니다. 

 각 역할을 정의하고, 역할 수행에필요한 역량은 역량(capability) 모델을통해 제시합니다. 

 역량모델은개발자가 갖추어야할 구체적인역량과 역량을 정량화하여나타내는 방안을제시합니다. 

Role Capability Skill

SW Developer

어떤 개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어떤것인가?

po
ss

es
s

require com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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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정의 절차

 SW개발에 필요한 역할은개발 프로세스, 개발 조직, 프로젝트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역할정의로부터 프로세스를시작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대상 역할을 제한하여선정합니다. 

 역할 정의의 다양성 때문에발생하는불필요한 논쟁을줄이기 위해 RUP(1)를 참조하여역할을 정의합니다. 

 선정한 역할 별로 등급을 나누고, 역할을 노드로 하여 개발자가따라갈수 있는 경력경로를 구성합니다.  

역할 참조모델선정 RUP

대상 역할 선정

역할 등급 구분

Target Role

RoleLevel

역할 경로 구성

역할역량참조모델선정
SDiLC 

역할역량모델

RolePath

로드맵 리뷰 Roadmap

(1) RUP :Rational Unifi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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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P 역할 추출

 RUP(*)에서 정의한 32개의역할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태스크를 위해 임시로 필요한역할(리뷰어)은 제외합니다. 

 비즈니스분석 관련 역할, 관리자역할, 그래픽 디자이너와같은 역할은 제외하고 개발자 역할만을 추출합니다. 

 RUP에서 SW 개발자의활동범위를가지는 역할 16가지를추출하고, 이 역할을 현재 상황에 맞도록최적화합니다. 

 SW 개발자의역할은 사용하는기술과적용하는 개발 프로세스에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 RUP :Rational Unified Process

Architecture Reviewer
Business Designer
Business Model Reviewer
Business-Process Analyst
Capsule Designer
Change Control Manager
Code Reviewer
Configuration Manager
Course Developer
Database Designer
Deployment Manager
Design Reviewer
Designer
Graphic Artist
Implementer
Integrator
Process Engineer
Project Manager
Project Reviewer
Requirements Reviewer
Requirements Specifier
Software Architect
System Administrator
System Analyst
Technical Writer
Test Analyst
Test Designer
Test Manager
Tester
Tool Specialist
User-Interface Designer

Business Designer
Business-Process Analyst
Capsule Designer
Change Control Manager
Configuration Manager
Course Developer
Database Designer
Deployment Manager
Designer
Graphic Artist
Implementer
Integrator
Process Engineer
Project Manager
Requirements Specifier
Software Architect
System Administrator
System Analyst
Technical Writer
Test Analyst
Test Designer
Test Manager
Tester
Tool Specialist
User-Interface Designer

Reviewer 
역할 제외

RUP 정의
역할 리스트

Business Designer
Business-Process Analyst
Capsule Designer
Change Control Manager
Configuration Manager
Course Developer
Database Designer
Deployment Manager
Designer
Graphic Artist
Implementer
Integrator
Process Engineer
Project Manager
Requirements Specifier
Software Architect
System Administrator
System Analyst
Technical Writer
Test Analyst
Test Designer
Test Manager
Tester
Tool Specialist
User-Interface Designer

SW 개발자 외
역할 제외

로드맵 대상이
되는 역할

Capsule Designer

Change Control Manager

Configuration Manager

Database Designer

Deployment Manager

Implementer

Integrator

Requirements Specifier

Software Architect

System Analyst

Technical Writer

Tester

(RUP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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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P 역할과 2013년 역할 매핑

 RUP는 소프트웨어 개발 잘 정리된 개발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으로 UP라는 이름으로참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소프트웨어개발 기술, 프로세스, 그리고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환경으로 새로운 역할이등장하기도 하고, 역할의 통폐합을 통해 새로운역할이등장하기도합니다. 

 기존의 RUP 역할이름을 2013년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는역할 이름으로 매핑합니다. 

1. Capsule Designer

2. Change Control Manager

3. Configuration Manager

4. Database Designer

5. Deployment Manager

6. Implementer

7. Integrator

8. Requirements Specifier

9. Software Architect

10. System Analyst

11. Technical Writer

12. Tester

소프트웨어아키텍트

Cross-functional Developer 개념의 일반화

기술의변화에따른역할 등장

빌드엔지니어

서버 개발자

웹프론트개발자

웹퍼블리셔

모바일-iOS개발자

모바일-안드로이드개발자

모바일-하이브리드개발자

RCP 개발자

데이터 모델러

도메인 모델러

RUP 역할과 2013 개발자역할매핑

반복적이고점증적인(iterative and incremental)개발이 일반화되기전인 2005
년 이전에는대다수프로젝트들이폭포수 모델을기반으로하는 개발 프로세스를선
택하여 사용했다. 폭포수 모델은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등의 각 단계를 기준으
로 역할 담당자를정의하여사용하였다. 따라서요구사항담당자, 분석가 , 설계자, 
코더 등으로 나누어서역할을 배정했다. 이러한역할 배정은 기능 중심이 아닌 하나
의 기능구현에참여하는사람들을단계별 활동을중심으로배정하였다. 이러한방식
의 역할 배정은하나의 기능을 중심으로보았을때, 너무나 많은 소통경로가형성되
어 분석가의작업이설계자를거쳐서 코더에게전달되는과정에서소통의 오류가많
이 발생하였다. 반복 중심의 개발 프로세스는한 개발자가가능한 앞쪽으로단계로
나옴으로써설계와구현, 또는 분석, 설계, 그리고구현 단계에 참여함으로써소통경
로를 줄이고, 작업에충분한 시간을 가짐으로써개발생산성과품질을 높일 수 있다. 

현대의 개발조류를특징 짓는 두 단어는 빅데이터 와 스마트디바이스 이다. C/S 
기술을지나 웹을거쳐서스마트클라이언트시대로접어들고있다. 새로운단말기의
출현은 관련 기술을확산시키며, 단말기의기술을기반으로하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모바일개발자의역할도 iOS 개발자, 
안드로이드개발자, 하이브리드앱 개발자 등으로다변화 되어가고있다. 현대의
개발자는하나의역할 담당자로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끝없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스스로의경쟁력을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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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프로젝트(1/2) - 활동 유형

 [SW intensive]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활동은 다음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행합니다. 

 각 활동은 서로 다른 역할 담당자가수행하며, 아키텍처에따라 서로 다른 역할 담당자가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사항명세고객 니즈 도메인모델링

아키텍팅

UX 설계

컴포넌트모델링

데이터모델링

디자인

서버컴포넌트개발

웹 컴포넌트개발

RCP Client개발

iOS 앱 개발

안드로이드앱 개발

하이브리드앱 개발

통합 테스트빌드/ 배포

시스템테스트

개발환경구축 운영환경구축테스트환경구축

운영
시스템

프로젝트관리

품질보증

팀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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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Nextree Roadmap의범위

클라이언
개발자

모바일
개발자

개발 프로젝트(2/2) - 역할 유형

SW 아키텍트[1] 도메인 모델러[1]

서버 개발자[3]RDB 모델러[2]

빌드배포엔지니어[2]

iOS 개발자[2]안드로이드개발자[2]

 2013년 국내 비즈니스솔루션과 SI 시장에서 요구하는 SW개발자의 역할은아래와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자는 프로젝트상황에 맞추어 두 세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되어야 합니다. 

 개발자의역할 전환은개인의경험과 역량, 그리고 관심사에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게임, 임베디드 개발팀 등은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그러한 역할은 아래 기준 역할로부터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보안전문가 UX 전문가 웹 디자이너 DB 관리자 Embeded 개발자

[x]안의 수치는 레벨 개수

프로젝트관리자

하이브리드앱개발자[2]

QA

RCP 개발자[2]

웹 프론트 개발자[3] 웹퍼블리셔[1]

개발 리더

NoSQL 개발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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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개발자 역할 정의

 RUP/UP에서 정의한역할은 소프트웨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아키텍처의변화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웹과 스마트폰으로표현되는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에서, 집접 코드를생산하는 개발에참여하는역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발자 역할을 프로젝트에서 적용하는개발 프로세스나기술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역할로 매핑할수 있습니다.  

SW 아키텍트[1]

도메인모델러[1]

서버 개발자[3]

RDB 모델러[2]

빌드엔지니어[2]

iOS 개발자[2]

안드로이드개발자[2]

하이브리드앱개발자[2]

RCP 개발자[2]

웹 프론트개발자[3]

웹퍼블리셔[1]

개발 리더[2]

[Software intensive] 시스템의아키텍처요구사항을식별하고시스템의품질목표를달성하기위해 아키텍처를설계하고 RI를 개발한다. 

요구사항을식별하고, 도메인객체 모델링을통해개념을구성하며, 아키텍처에따라 컴포넌트또는 서비스모델을구성한다. 

서버가 제공하는서비스를구현한다. 도메인 모델러가있을 경우,  결과 모델을받아서 구현하지만없을 경우, 직접 도메인 모델링을수행한다. 

웹 기술을사용하는시스템구축에서프리젠테이션과UI레이어에서로직을설계하고개발한다. 마크업/스크립트/컴파일언어를모두사용한다. 

독립역할로수행하는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병행역할로수행한다 개발을직접수행하면서팀을 리드하는 역할 담당자이다.

데이터 모델링만을 수행하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서버의 서비스를개발도 병행하는개발지향형데이터모델러이다. 

형상관리, 빌드관리, 테스트 환경관리, 배포관리등의 작업을 하는 역할 담당자로, 과거에는형상관리자(configuration manager)로불렀다. 

구글사의 Android SDK를 기반으로안드로이드앱을 개발하는역할 담당자이다. 

모바일 환경에서크로스플랫폼기반으로앱을 개발하는역할 담당자이다. 

애플사의 iOS를기반으로 iPhone용 앱이나 iPAD용 앱을 개발하는역할 담당자이다. (Mac OSX로 역할범위를확대할수도 있음)  

eclipse 재단의 RCP(Rich Client Platform)를기반으로애플리케이션이나플러그-인을개발하는역할 담당자이다. 

웹프론트에서 javascript와 CSS를 이용하여웹화면을발행(publishing)하는역할 담당자이다. 

13 NoSQL 개발자[2] 빅데이터의출현과함께 다양한 NoSQL DB가 등장하였고, NoSQL 저장을위한 모델링, 설계, 구현을 하는 역할 담당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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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상승 이동후 복귀가능 상호 역할이동

개발자 역할 정의 – 이동가능 경로

 역할 간에 이동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프로젝트 상황에서하나의 역할만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는하나의 역할에 머무르며 경험과지식을 쌓으면 수직으로이동합니다.  초급 중급

 하나의 역할을 수행한후에 이동 가능한다른 역할을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 이후에는복귀가 가능합니다. 

 초급 서버개발자와초급 웹프론트개발자 역할 같은 경우, 상호 이동가능하기도합니다. 

초급 데이터 모델러 초급 웹 프론트개발자

웹퍼블리셔중급 서버 개발자

초급 서버 개발자

중급 웹 프론트개발자
초급 NoSQL 개발자

고급 서버 개발자

1
2

3

1 2 3

초급 iOS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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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년

12
년

9년

모
바
일
개
발
자

모
바
일
개
발
자

역할 기반 로드맵의 예

초급 데이터 모델러

 역할[과 등급]을 기반으로경력 경로를 형성합니다. 대체로 서버 개발이나웹 프론트개발로부터 역할경로를 시작합니다. 

 어느 역할이든 그 역할의 정상에 이르면, 역량의 깊이와 넓이는지속적으로 확장가능하므로평생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역할 만으로개발팀에서 일하는경우는 매우 드물며,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여러 역할을 오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초급 웹 프론트 개발자

중급 서버 개발자

초급 서버 개발자

고급 데이터 모델러

중급 웹 프론트 개발자초급 RCP 개발자

초급 Android 개발자

고급 서버 개발자고급 웹 프론트 개발자

초급 iOS 개발자

초급 Hybrid 앱개발자

고급 Android 개발자

고급 iOS 개발자

고급 Hybrid 앱개발자

웹퍼블리셔

초급 NoSQL 개발자

고급 NoSQL 개발자

초급 빌드배포 엔지니어

고급 빌드배포 엔지니어

초급 개발리더

고급 개발리더

고급 RCP 개발자

SW 아키텍트 도메인 모델러

마스터 SW 아키텍트 마스터 도메인 모델러

3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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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기반 활동의 예

 역할로드맵은지속적으로다음 단계의 역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 되면 역할이 반복되는특성을 가집니다. 

 어느 SW 개발자가 30년 동안 가져온역할의 예는 아래 그림처럼 표현할수 있습니다. 

 10년차 이후 모바일(안드로이드, iOS) 개발은경력이 3년을 넘어서면고급 개발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개발리더역할은 PM과는 달리 관리 뿐만 아니라 특정 개발역할을병행하는역할입니다. 

5년

10년

25년

15년

20년

30년

SW 아키텍트 3년 도메인 모델러 1년

고급 서버 개발자 2년

초급 데이터 모델러 1년 초급 빌드엔지니어 1년

초급 웹 프론트개발자 2년

중급 서버 개발자 3년

초급 서버 개발자 3년

초급 iOS 개발자 1년 초급 Android 개발자 2년

초급 iOS 개발자 2년

고급 서버 개발자 1년초급 Android 개발자 1년고급 iOS 개발자 2년

SW 아키텍트 1년 도메인 모델러 2년고급 iOS 개발자 2년

어느 SW 
개발자가

30년 동안
수행한 역할

초급 웹 프론트개발자 1년

개발리더 병행

개발리더 병행

개발리더 병행개발리더 병행



32 / 60

상세 역할경로(1/4) – 아키텍트와 도메인 모델러

 아키텍트는고급 서버 개발자하나의 경로 만을 가집니다. 

 도메인 모델러는 세 가지 경로(아키텍트, 고급/중급서버개발자)로부터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든지웹 프론트 개발자로서의 역할 경험은많은 도움이됩니다. 

 고급 개발리더는 고급 서버 개발자가병행으로 수행하는역할이므로경로에는 영향을주지 못합니다. 

고급 서버 개발자

도메인모델러

M

SW 아키텍트

중급 서버 개발자
M

고급 개발리더
M

M OMandatory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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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역할경로(2/4) – 서버개발자

 서버 개발자는 각 레벨 별로 활동영역에많은 차이가있습니다. 중급 서버개발자는서버 개발을리드할 수 있어야합니다. 

 고급 서버 개발자가 전체 개발을 리드하는경우도 있으므로클라이언트 영역, 개발 환경 등에 대한 경험이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와 형상빌드에 대한 경험과지식이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급 서버 개발자

중급 서버 개발자 중급 웹프론트개발자

초급 빌드엔지니어

초급 RCP 개발자

초급 서버 개발자
M

초급 안드로이드개발자
O

초급 iOS개발자

초급 웹프론트개발자

초급 개발리더

고급 개발리더

초급 데이터모델러
M

O

O

초급 웹프론트개발자
M

O

고급 빌드엔지니어

M OMandatory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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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역할경로(3/4) – 웹프론트개발자와 웹퍼블리셔

 웹 프론트 개발자의 역할은날이 갈수록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활동범위도 넓어지고있습니다. 

 웹 프론트 기술을 기반으로하이브리드앱을개발하는 것이 하나의흐름으로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리드하기 위해서, 고급 웹 프론트 개발자가 알아야할 것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급 웹프론트개발자

중급웹프론트개발자 초급 서버 개발자

초급 빌드엔지니어 초급 서버개발자

M

초급 웹프론트개발자
M

초급 안드로이드개발자
O

초급 하이브리드앱개발자
M

초급 iOS 개발자

초급 개발리더

고급 개발리더

O
중급 서버개발자

초급 데이터모델러

고급 빌드엔지니어

웹 퍼블리셔

M OMandatory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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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역할경로(4/4) – NoSQL 개발자

 기존의 저장영역을 담당하던 RDBMS가다루지 못하는 성격의 데이터들이 생기면서빅데이터 영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여러 분야 중에 대용량, 비정형, 실시간데이터를 저장하는 NoSQL DB들이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NoSQL 개발자는 관계형 데이터에서다룰 수 없는 Big Data를전문적으로 다루는개발자들로, Hadoop, HBase, 
MongoDB, Neo4J 등을 기반으로모델링, 개발, 운영 역량을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NoSQL 개발자

초급 NoSQL 개발자

초급 서버 개발자

중급 서버개발자

중급 웹프론트개발자

초급 웹프론트개발자
M

M

 둘 중 하나 이상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M OMandatory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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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역량을 표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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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LC 역할역량 모델

 SW 개발자가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SDiLC 역량 모델은 개발자에필요한네 가지 역량과이들이결합된 i(nsight) 를 역할역량으로제시합니다. 

 역량이란지식과 경험의 결합체인 skill의집합입니다. 즉, 지식을 기반으로 경험을쌓아갈 때 기술 숙련도는 높아갑니다.   

 SDiLC 역량 모델은 역할역량을가시화하는두 가지 방법(정량그래프, 스타일그래프)을 제시합니다. 

Role

RoleCapability

[S]W development [D]omain [C]ommunication[L]eadership

SkillSet
WayOf 

Visualization

Style 
Graph

Quantity 
Graph

[i]nsight

도메인역량
(Domain Capa.)

소프트웨어개발역량
(SW Development Capa.)

리드역량
(Leadership capa.)

소통역량
(Communication capa.)

통찰력

(Insight)

[SW 개발자 역햘역량모델 SDiLC] [SDiLC 역할역량모델을 위한 개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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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그래프

 정량그래프는특정 역할수행에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평가대상 개발자의역할 적합도를 보여줍니다. 

 그래프의각 분면의 서로 다른 역량을 구성하는 각 기술(skill)별로 서로 다른 기준값을 x,y축에 표현합니다. 

 따라서, 정량그래프는 개발자의네 가지 역할역량을 서로 다른 정량적인기준으로 표현하는복합 그래프입니다.  

 조직 별로 서로 다른 기술항목과 목표수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량화기준은 항상 조정(tailoring)이 가능해야 합니다. 

S(W Developement) SkillD(omain) Skill

C(ommunication) SkillL(eading) Skill

지
식

경험(지수/횟수)

3 6 9 12 155 4 3 2 1
B

20

40

60

80

99

99

80

60

40

20

20

16

12

8

4

4

8

12

16

20

[SDiLC 역할역량모델의 정량그래프 Q그래프]

소통에 필요한 지식을 X 축에 나열하고, 소통 경험을
횟수를 Y축에 나열합니다. 지식별 소통의 개념이
아니라 지식은 지식대로 아는 만큼 X축 값을
형성하고, 발표, 강의 등의 소통경험을 횟수만큼
Y축의 값을 형성합니다. 최대 발표횟수는 99회로
설정합니다.  C-skill 정량화 가이드

리더십에 필요한 지식그룹에 대한 수준을 X 축에
나열하고, 리더십 경험을 누적년차로 하여 Y축에
나열합니다. 지식별 누적년차 개념이 아니라 지식은
지식대로 X축 값을 두고, 리더로서 활동한
리더십경험을 누적년수로 환산하여 Y축에 둡니다. 
최대 누적경험년수는 20년으로 설정합니다.   L-
skill 정량화 가이드

경험이 있는 도메인을 X 축에 나열하고, 도메인
경험을 년차를 Y축에 나열합니다. 특정 역할에
요구되는 도메인 기술은 도메인의 갯수는 6개가
최다이며, 각 도메인별 최대 경험 년수는 20년으로
설정합니다.  D-Capability 정량화 가이드

B M HMH
통찰력

S-Capability 정량화 가이드 참조

TBD

TBD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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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그래프 예제

 SDiLC 역량 그래프는 4분면이 서로다른기준값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서로 다른 모양의 그래프를보여줍니다. 

 큰 틀에서 보면, X축은 지식이고 Y축은 해당 지식에 대한 경험을 나타냅니다. 경험을측정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개발자가 특정 역할을수행하는데 필요한, 또는 어떤 역할 담당자가가지고 있는 역량의 예를 그래프로 표현해 봅니다. 

SW Developement SkillDomain Skill

Communication SkillLeading Skill

경험(지수/횟수)

3 6 9 12 15
5

5 4 3 2 1
3

10

20

30

40

50

99

80

60

40

20

20

16

12

8

4

4

8

12

16

20

통찰력

[SDiLC 역할역량모델의 정량그래프예 서버개발자역량모델]

알고 있는 소통지식 세트 수준이 중급이고, 발표, 강의 등
의 소통 경험이 60회인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통
지식 5종세트는, 
- 논리적인 사고, 
- 논리적인 글쓰기
- 아이디어 시각화
- 프리젠테이션
- 자료분석 입니다. 

알고 있는 소통지식 세트 수준이 5정도이고, 팀을 리딩한
누적년차가 6년인 경우를 표현하였습니다. 리더십 지식
5종세트는, 
- Problem frame
- 리더십
- 조직관리
- 창의력
- 혁신 입니다. 

네 개의 도메인에 경험이 있고, 각 도메인 별로, 
- 도메인 1: 6년
- 도메인 2: 2년
- 도메인 2: 2년
- 도메인 4: 6년
이라고 하면, 좌측과 같이 표현한다. 도메인의 기준은 조
직별로 분류기준이나 상세수준이 다를 수 있다. 

10 1569

역할목표수준

홍길동의 수준

TBD

TBD TBD

개발자의 지정 역할에 대한 역할 적합도를 각 기술항목
(skill item)별로 보여줍니다. 

특정 역할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해 홍길동 개발자의 역량
의 부족함과 넘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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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그래프

 개발자의역량을 정량 그래프로표현하는것 못지 않게 개발자의역량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발자의네 가지 역량을 기준으로스타일로 표현할 대상을개발지식 습득, 경험, 소통, 리딩 스타일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스타일로표현되는 값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X값과 Y값의상대적인 비중을 표현합니다. 

SW Developement 지식
습득 스타일

Domain 경험의 폭과 깊이

Communication 스타일Leading 스타일

[SDiLC 역할역량모델의 정량그래프 S 그래프]

소프트웨어개발 기술(skill)을익히는 방법은
개인마다서로 다르다. 스타일 그래프에서는
초기에 이 기술에접근하는방법이 개인별로
서로 다름에 착안하여자기주도학습형인지
교육수강형인지표현한다. 정량화가쉽다.  

개인의 소통 스타일이어떤 스타일인지를
표현한다. 이해력은경험년차로대신하고
전달력은발표나강의 횟수를수치화하여
표현한다. 정량화가쉽다. 

리더로 활동한경우, 또는 이끌어가는입장에서
일을 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일을
진행했는가를표현함으로써리딩 스타일을
보여준다. 한 건의 리딩 태스크에대해, 목표
달성 노력과 혁신 노력의 비중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비중이 8:2 또는
5:5 등으로 표기한다. 물론 프로젝트상황도
고려한다. 

개인의 경험에따라 도메인에대한 경험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다양한 도메인을경험한
개발자는경험의폭은 넓겠지만깊이는 얕을 수
밖에 없다. 반대로하나의 도메인에서오래
개발한 경우, 도메인의깊이는 있겠지만넓이가
좁을 수 밖에 없다. 정량화가쉽다. 

통찰력

자기주도학습

교
육
수
강

경험의 깊이

경
험
의
폭

결
과
지
향

혁신지향 전달

이
해

TBD

TBD

TBD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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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그래프 예제

 스타일 그래프에서 각 분면에보여주는 값은 절대값이아니라 X,Y 축의 항목값의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어떤 값이 주어졌을때 축 대비 Y축의 비중 이라는 관점에서값을 이해합니다. 

 아래 두 스타일 그래프는 두 개발자가 가지고있는 서로 다른 역량 스타일을보여줍니다. 

SW Developement 지식
습득 스타일

Domain 경험의 폭과 깊이

Communication 스타일Leading 스타일

[SDiLC 역할역량모델의 스타일그래프예제 1]

통찰력

자기주도학습

교
육
수
강

경험의 깊이

경
험
의
폭

결
과
지
향

혁신지향 전달

이
해

SW Developement 지식
습득 스타일

Domain 경험의 폭과 깊이

Communication 스타일Leading 스타일

[SDiLC 역할역량모델의 스타일그래프예제 2]

통찰력

자기주도학습

교
육
수
강

경험의 깊이

경
험
의
폭

결
과
지
향

혁신지향 전달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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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DiLC 역할역량 모델은 SW개발자의 역량을 다섯 가지(소프트웨어개발, 도메인, 통찰력, 리더십, 소통)로 정의합니다. 

 다섯 가지 역량 중에 통찰력(insight)은존재하되 정량화가어려우므로정량화를하지 않는 상징적인 역량입니다. 

 정량그래프를통해 네 개의 분면에각 역량을정량화하여 보여줍니다. 

 스타일 그래프는 네 가지 역량에 대해 많고 적음이 아니라어떤 특징을가지고 있는가에초점을두고 있습니다. 

 정량(quantity) 그래프와스타일 그래프를이용하면 어떤 역할에 어떤 개발자가얼마나 적합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량 그래프를 만들기위해 역량 별로 기술을세분화하고 수치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네 가지 역량 별로 공통적인부
분이 있겠지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각 역량별로정량화하는 과정을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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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평가해 봅니다...



44 / 60

SDiLC 정량화도메인모델

도메인모델

 역할이 요구하는 역할역량 중에 소프트웨어개발 역량이 S-역량입니다(software development capability). 

 S-역량 정량화를 위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단위기술을 선정하고여섯 가지 평가방법을제시합니다. 

 역할이 요구하는 기준점수를 조직에서부여하고, 역할 담당자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를 통해서 역할 적합도를 제시할수 있습
니다.  S-역량 가시화 목표는역할 적합도를평가하고보여주는것입니다. 

기술항목

단위기술

평가방법

Examination Project Lecture PublishingReading

역할역량

역할

개발조직

Lesson

S-역량 D-역량 L-역량 C-역량i-역량

기술카테고리
6

1..5

3..12

조정

요구

조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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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kill 정량화도메인모델

조정(tailoring) 개념

 조직마다서로 다른 기술을가지고서로 다른 유형의소프트웨어를개발합니다. 따라서 요구되는역할도 서로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조직은 서로 다른 역할과 역할 역량, 기술항목, 단위기술, 평가 방법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S-역량 정량화 도메인 모델에서는모델의 특성을나타내는일곱 가지 개념 모두 조정 가능합니다(tailorable). 

 따라서, S-역량을 평가하기 전에 조직의 기준값을 먼저 정의하거나설정하는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술항목

단위기술

1..5

평가방법

Examination Project Lecture PublishingReading

역할 역량

기준점수세트

역할

역할담당자

역할요구점수

평가결과점수

Lesson

<<tailorable>> <<tailorable>> <<tailorable>>

<<tailorable>>

<<tailorable>>

<<tailorable>> <<tailorable>>

조
직
의
역
할
기
준
설
정
이
필
요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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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S 역량 정량화를 위해 여섯 가지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각 방법 별로 평가기준을 제시합니다. 

 여섯 가지 방법은 모두 개발자의 skill을측정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방법들이며, 상황에따라 비중이다릅니다. 

 컨퍼런스참가, 스터디 참가, 관련 기술 자격증 획득 등은 직접 반영하지 않고, 획득과정에서수행한 활동을 기록합니다. 

 인터뷰와같은 평가방법은 시간, 장소, 인원 등의 제약이있으므로 제외합니다. 하지만, 조직에서는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mination

Project

Lecture

Publishing

Reading

단위기술별로 한 가지 시험을 치른다. 시험문제는문제 은행에서초.중.고급지정된비율로 문제항목을뽑아서사용한다.  등급 별로 목표 점수를가지고 있는데, 조직의 특
성을 반영하여목표점수는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ava 프로그래밍단위기술에대해서 일반적인중급 서버개발자목표점수는 80점인데, 조직의 목표는 70점으로 조
정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참여하여해당 단위기술을사용하여개발한 기간을 프로젝트이름과함께 개월수로나타낸다. 한 프로젝트에서여러 기술을복합적으로사용하였을때, 각 기술
에 대해서 직접 개발에 사용한 기간을 산정한다. 후에 경력밀도를계산하여전체 경력에 반영한다. 예를 들면,  12월 프로젝트참여시 Java, iBATIS, Struts 모두 12개월
이라고 하면, 도합 경력이 36개월 나온다. 경력밀도가 30%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경력에서경력밀도를반영하여적절한비율로 경력수치를낮추어 준다.

단위기술과관련하여읽은 서적 권수를 나타낸다. 한 권의 책에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존재할 때, 적절한 비율로, 이를테면 0.3권, 0.5권 등과 같이 나타낸다. 책은 반드
시 제목을함께표기하여야한다. 독서 역시 한 권의책에 여러 기술이포함되어있어 독서밀도가낮게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젝트경력과마찬가지로적절한비율로
전체 읽은 책의 수량을 보정하여준다. 

단위 기술을 주제로하는 강의에 강사로 참여한경우, 강의한 시간으로판단한다. 독서와 마찬가지로한 과정에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다루는경우에는적절한 비율로기
록을 하고, 후에다시 강의밀도를확인하여전체강의 시간을보정한다. 

단위기술을주제로하여 출간한 책(Book)이나화이트페이퍼(White paper) 등을 권수로나타낸다. 

Lesson 단위 기술을 주제로하거나 관련된 강의에 수강생으로참여한 경우, 참여한 강의 시간으로판단한다. 독서와마찬가지로한 과정에서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다루는 경우
는 적절한비율로기록을 하고, 후에 다시 수강밀도를확인하여전체 수강시간을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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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여섯 가지 평가방법은역할, 개발팀, 프로젝트 등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가중치를줄 수 있습니다. 

 평가하려는역할 담당자들에게무엇을 강조하는가에따라 아래 표에서 처럼 가중치가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조직에서 자기주도 학습형 개발자를 양성하고자한다면 아래 네번째와 같은 가중치를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는조직의 개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성장해야 하는 지 제시하는 역할을합니다. 

Examination

Project

Lecture

Publishing

Reading

Lesson

20

60

10

10

추가 10

추가 10

0

30

20

20

10

20

40

20

30

10

0

0

10

20

20

20

20

10

초보자개발실무자 자기주도학습기술리더 조직에서원하는인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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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 예시

 S-역량 평가를 위해서 먼저 지정 기술항목으로부터단위기술을선정합니다.  모든 단위기술이포함되는 것은 아님 !!

 선정한 단위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을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Exam + Project + Reading

 평가방법별로 역할등급(초,중,고급) 요구 점수를조정합니다. 조직별 상활별로 요구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역할이 요구하는 S 역량을 정량화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각 개인에 대한 평가에 들어갑니다. 

Java 프로그래밍

Java 네트워크프로그래밍

Java 쓰레드 프로그래밍

Java

UML

객체모델링

모델링 도구

객체모델링

컴포넌트모델링

컴포넌트프로그래밍
컴포넌트모델링

단위기술기술항목
Exam

초:70 
중:80 
고:90

초:06, 중:12, 고:24

Project(개월)

초:06, 중:12, 고:18

초:03, 중:06, 고:12

초:03, 중:06, 고:12

초:12, 중:24, 고:36

초:03, 중:06, 고:12

초:06, 중:12, 고:18

초:03, 중:06, 고:12

Reading(권수)

초:1 
중:2 
고:4

Lecture(시간)

초:20
중:40
고:80

Publishing(건)

초:W-1
중:W-5
고:W-10, 
B-1

....

평가방법별기준값

서버 개발자가갖추어야할 S-역량평가를위한 일반 기준값

Lesson(시간)

초:20
중:40
고:60

평가를위한 단위기술선택 등급별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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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적합도 평가

 중급 서버개발자인홍길동 연구원의 S-역량을기준으로 판단했을때, 어느 정도의 역할 적합도를 보여주는가?

 기술항목 Java에 대해서는시험-93%, 프로젝트 경험-83%, 지식-75%로 합계 83% 수준의적합도를보여줍니다. 

 전체 결과에서는 강의와 출판경험에대한 가산점을얻어서 102%로 목표를 초과하는 적합도를보여줍니다. 

 기술항목에대한 비중을 달리하면, 조직이 원하는 역량을 보다 자세하게평가할 수 있습니다. 

70/80 = 87 24/12 = 150

6/12 = 50

3/6  = 50

12/6 = 150

36/24= 125

3/6 = 50

10/12 = 83

6/6 = 100

82/80 = 100 

88/80 = 100 

76/80 = 95 

80/80 = 100 

50/80 = 63 

84/80 = 100 

78/80 = 98 

3/2 = 125

1/2 = 50

1/2  = 50

2/2 = 100

N/A

1/2 = 50

1/2 = 50

40/40 = 100

0

0

20/40 = 50

20/40 = 50

N/A

40/40 = 100

40/40 = 100

B-1 = 200 

W-1 = 25

W-1 = 25

0

0

N/A

W-2 = 50

W-4 = 100

Exam (80) Project(각각) Reading(2) Lecture(40) Publishing(W-4)

평가방법별기준점수

Java 프로그래밍

Java 네트워크프로그래밍

Java 쓰레드 프로그래밍
Java

UML

객체모델링

모델링 도구

모델링

Spring Data

myBATIS프레임워크

구분
20 60 20 가산점 10 가산점 10

93% 95% 75% 57% 57%

18.6 57 15 5.7 5.7 역할 적합도
 102 %

평가
획득점수백분율

획득점수(100점만점)

기준치

구성비율

소계 95% 83% 75% 83.%

Lesson 제외

6/6 = 10078/80 = 98 1/2 = 50 40/40 = 100 W-4 = 100...



50 / 60

홍길동의중급 서버개발자역할 수행적합도: 102%

역량 그래프(1/2)

 기술항목은원하는 개수로 제한하고, 각 항목별 단위기술은 3개 내외로 조정하여 단위기술 개수를 가급적줄입니다. 

 앞 장에서 홍길동은 Java 기술항목에대해서 83%의 적합도를보여주고있으며, 그래프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S-역량 평가기준은조직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며, 여섯 가지 평가방법역시 조정이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 역량 그래프를단위기술 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언어 모델 프레임워크 플랫폼 표준/트랜드

20

40

60

80

99

Java는 중금 서버개발자의목표
인 80점의 83%이므로 66.4점
수준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역할 수행역량요구수준

개인의 역할 수행역량수준

기술항목을기준으로 (집합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단위기술을기준으로표현할 수도 있음 . 그래프에서
상세보기 모드로 전환하면단위기술을기준으로표
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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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그래프(2/2) - 상세

 역량그래프의기본 표현은 기술항목(skill item)을 기준으로하고 있지만, 기술항목별 상세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항목에서상세보기를선택하면, 기술항목을 구성하는단위기술 별로 역할 기대치와개인 측정값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보기에서기대치와실측치간의 차이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상세보기에서는잘 알 수 있습니다. 

홍길동의프레임워크부분 서버개발자역할수행적합도: 84%

20

40

60

80

99

Spring 
Data

my-BATIS Hiber-nate OAuth Jersey Log-back jQuery Node.js

역할 수행역량요구수준

개인의 역할 수행역량수준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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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기술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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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역량이 요구하는 기술세트 정의(1/4) - 선택기준

 S-역량을 구성하는 skill은 개발팀과 개발팀이 주로 개발하는 목표시스템의 특성에따라 서로 다릅니다. 

 개발팀의역량평가모델을위한 skill 구성에는 목표시스템, 개발팀, 관련표준, 고객, 기술흐름등을 고려합니다. 

 역할과 기술세트는 그 세트를요구하는 개발팀이 있으며, 둘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기술항목

단위기술

역할역량

역할

목표 시스템의아키텍처 조직의 기술 인벤토리

개발팀의기술
선호도/숙련도

기술 표준

도메인 표준

업계 참조 모델

고객의 요구

개발팀의아키텍처자산

1. 목표 시스템 2. 개발팀 3. 관련 표준 4. 고객

새로운 기술

5. 기술흐름

트랜드 기술

시장선도기술

개발팀

레거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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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역량이 요구하는 기술세트 정의(2/4) - 기본세트

 S-역량은 다섯 가지 구성요건을충족하는 기술들을 선택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목표시스템은 embedded 시스템이아닌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기준으로 관련 표준과 기술흐름을고려하였습니다. 

 embedded 시스템은 플랫폼의발전과 하드웨어 스팩의 향상에 힘입어 비즈니스 시스템과의경계가뚜렷하지 않습니다. 

1. 목표 시스템

2. 개발팀

3. 관련 표준

4. 고객

5. 기술흐름

S-역량이 요구하는 기술(skill) 세트

비즈니스지원 시스템

웹, DB, 컴포넌트기술을주로사용함

JSR, J2EE, OSGi, HTML5

온라인 시스템을비즈니스에활용함

Java, 웹, 컴포넌트, 서비스,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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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역량이 요구하는 기술세트 정의(3/4) - 유형

플랫폼(P)프레임워크(F)모델(M)

환경(E)

소스코드(Co)

표준(S)과트랜드

생성대상 skill 적용대상 skill
<<use>>

<<inhabit>>

<<reference>>

<<inhabit>>

<<reference>>

 기술 카테고리는 여섯 가지입니다. 모델(M), 소스코드(Co), 프레임워크(F), 플랫폼(P), 표준과트랜드(S), 환경(E)

 각 카테고리의 영문 첫글자를연결하여, CoMFPSE(콤프스) 라고 표현합니다. 

 S-역량이 요구하는 skill을 늘어놓으면최소한 열 두가지는넘을 것이므로, 묶음과 일반화를통해 6개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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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Organization)은 SkillItem과 Unit Skill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강좌를 정의할 경우, 1 ~ 5개 Unit Skill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강좌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1..3

1..10

S-역량이 요구하는 기술세트 정의(4/4) - 정의

모델(M)

모
델
링
언
어 - UML(3)

- BPMN(3)

모
델
링

- 객체 모델링(3)
- 데이터 모델링
- 컴포넌트 모델링
- REST API 설계
- WSDL 설계
- 아키텍처 설계
- 비즈니스 모델링
- 프레임워크 설계
- 플랫폼 설계
- DDD

패
턴

- 디자인 패턴
- 아키테처 패턴
- 분석 패턴
- REA 비즈니스 패턴
- js 디자인 패턴

skill category

기술항목(skill item) 단위기술(unit skill)

 각 skill은 기술항목으로 나누고, 기술항목은 다시 단위기술로나눕니다. 

 skill category는고정적이지만, 기술항목과단위기술은유동적입니다. 

 가급적이면기술항목 수준에서변경을 최대한 방지하고, 단위기술에서변동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단위기술의 등급
(skill level) 개수

SkillCategory SkillItem

UnitSkillSkillLevel

S-역량도메인모델

Lecture

1..5

Organization

S-Capabilit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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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파
일
언
어

컴
포
넌
트
플
랫
폼

S-역량을 위한 skill 세트

플랫폼(P)프레임워크(F)모델(M) 환경(E)소스코드(C)

- Java(3)
- C(3)
- C++(3)
- C#(3)
- Objective C(3)

- Spring Data(2)
- Spring MVC(2)
- Spring Batch(2)
- Struts(2)
- iBATIS(2)
- myBATIS(2)
- Hibernate(2)
- Karaf(2)
- OAuth(2)
- Spring security(2)
- Jersey(2)
- Restlet(2)
- Log4J/Logback(2)
- ehcache(2)

- Spring DI(2)
- JBoss(2)
- WebLogic(2)
- Equinox(2)/Felix(2)
- Virgo(2)/Aries(2)
- GAE(2)
- Android SDK(2)
- Cocoa touch(2)

- Unix/Linux(2)
- Windows(2)
- Mac OS X(2)

- Apache((2)
- Jetty(2)
- Tomcat(2)
- Phone Gap(2)
- Titanium(2)
- JSP(2)
- Servlet(2)

- xUnit(2)
- Fit/Selenium(2)
- JMeter(1)

운
영
체
제

웹
.모
바
일
플
랫
폼

스
크
립
트
언
어

- JavaScript(3) 
- PHP(3)
- Python(3)
- Ruby(3)
- Scala
- SQL(2)

Ja
va

- JQuery(2)
- Socket.IO(2)
- Sencha(2)
- Node.js(2)
- Angular.js(2)

js

모
델
링
언
어 - UML(2)

- BPMN(2)

마
크
업
언
어

- HTML/XHTML(2)
- CSS(3)
- XML(2)
- JSON(1)
- 웹표준(2)

표준(S)과트랜드

테
스
트
환
경

- SVN(2)
- Git(2)
- Maven-통합빌드(2)
- Jenkins-CI(2)

형
상
빌
드
배
포
환
경

- OSGi(2)
- HTTP-웹아키텍처(2)
- JPA(2)
- 웹서비스(2)
- REST(2)
- BABOK(2)
- PMBOK(2)
- IEEE 1471(1)
- HTML5(2)
- J2EE(2)

표
준

- Unified Process(1)
- OOAD(1)
- SCRUM(1)
- XP(1)
- Kanban(1)
- 아키텍팅 프로세스(1)

개
발
프
로
세
스

- NHibernate(2)
- MyBATIS.NET

C
#

- Oracle(2)
- MySQL(2)
- MongoDB(2)
- Hadoop(2)
- Neo4J(2)
- Redis(2)
- HBase

데
이
터
플
랫
폼

- High Availability(1)
- Big Data(1)
- App Integration(1)
- 클라우드(1)
- Agile(1)
- SOA(1)
- CBD(1)
- TDD(1)
- SSO(1)
- Responsive 

Design(1)
- Realtime web(1)

트
랜
드

모
델
링

- 객체 모델링(3)
- 데이터 모델링(2)
- 컴포넌트 모델링(2)
- REST API 설계(2)
- WSDL 설계(2)
- 아키텍처 설계(2)
- 비즈니스 모델링(2)
- 프레임워크 설계(2)
- 플랫폼 설계(2)
- 도메인객체모델링(2)

패
턴

- 디자인 패턴(2)
- 아키테처 패턴(2)
- 분석 패턴(2)
- REA 비즈니스 패턴(2)
- js 디자인 패턴(2)
- 데이터접근패턴(2)

U
I 모
델
링 - UI IA모델링(2)

- UI 항해모델링(2)
- UI 와이어프레임(2)

모
델
링
도
구

- EA(2)
- RSA(2)
- Together(2) 
- ER-Win(2)
- BizAgi(2)
- Axure RP(2)

프
로
그
래
밍
기
술

- 자료구조(2)
- 알고리즘(2)
- 네트워크(2)
- 동시성 처리(2)
- 정규표현식(2)
- 코드 분석(1)

- RCP(2)
- ActiveMQ(2)
- Drools(2)
- AWS(1)기

타
플
랫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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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과 대답

넥스트리소프트(주)
송태국 (tsong@nextree.co.kr)
부사장/대표컨설턴트

mailto:tsong@nextre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