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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논문에서는 Fillmore의 Case Grammar를 용한 객체 추출  유스 이스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

다[1]. 이 방법은 정확한 요구사항 분석이 가능하지만, 유스 이스 추출  규모 결정 방법을 고려하

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Fillmore의 Case Grammar를 용한 유스 이

스 추출  규모 결정 방법을 제안한다. 언어학자인 Fillmore의 방법을 요구공학에 용하기 해서, 
그의 메커니즘 개선을 통해 구조화 차 메커니즘 정의와 표기법(Notation) 변경을 수행하 다. 이 

차에 의해, 정확한 Goal 유스 이스 모델링과 유스 이스 식별이 용이하다. 한 정확한 유스 이스 

추출  규모 결정이 가능하다. 사례연구로 은행 ATM 시스템에 용하 다. 

1. 서론

   소 트웨어 시스템의 성공 인 개발을 해서는 정확

한 요구사항 분석이 매우 요하다[2]. 자연어로 기술하는 

목표&시나리오 기반 요구사항 추출  분석 방법은 여러 

사람이 쉽게 사용가능하나, 요구사항 간의 계 악이 어

렵다[4]. 반면 기존 논문은 Fillmore 기법을 요구사항에 

용하여 객체 추출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 다[1]. 그러

나 이 방법도 유스 이스 추출  규모(Scalability)에 

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 Use Case Point 기법을 

이용한 소 트웨어 규모 측  소 트웨어 비용 추정 

방법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유스 이스 추출  규모 

결정에 한 연구는 미비하다[2,3]. 재 유스 이스 추출 

 규모 결정 기 은 주 이므로 명확하지 않다. 본 논

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Fillmore의 Case Grammar를 

개선하여, 유스 이스 모델링과 추출 규모 결정 방법을 제

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Fillmore의 Case Grammar에 해 소개한다. 3장은 개선된 

Case Grammar를 통한 Use-Case 추출  규모 결정 방법

을 언 한다. 4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를 언 한다.

2. 련 연구

   기존 Fillmore의 Case Grammar는 술어(동사)를 심

에 두고, 각 단어의 의미 인 계를 기술하여 의미구조를 

표 한다[5,6]. 문장은 동사와 보편  어휘(Universal 

Vocabulary)에서 추출된 격(Case)으로, 동사의 의미  수

행에 필요한 의미 계를 말한다[1]. 표 1은 Fillmore가 정

의한 9개의 격이다.

<표 1> 기존 Fillmore의 Case Definition  Refined 

Fillmore Case

기존 Fillmore 
Case

Definition
Refined
Fillmore
Case

Agent 행위의 수행자 Agent(Actor)

Object
상대로 하여금 행위가 수행되거
나 변화를 겪는 대상

ObjectCounter
Agent

실행되는 행동에 대항하는 힘 또는 
저항

Experiencer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객체

Source 어떤 것이 움직이는 위치(Start)

Source
Goal

어떤 것이 움직여가는 장소
(Destination)

Instrument
사건의 원인이나 사건을 야기하
는데 사용되는 대상

Instrument
Locative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나 행동의 
위치적 기점

Result 행동의 결과로 존재하는 실체 Verb

-
이해관계자가 사용자의 요구로부
터 성취하고자 하는 시스템(서브
시스템)의 목표

Goal*

1)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2013R1A1A20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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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al Use-Case 식별 방법

3.1 개선된 Fillmore의 표기 정의

   기존 Fillmore의 10가지 격을 6개의 격으로 변환한

다.(Agent, Verb, Object, Instrument, Source, Goal) Goal

을 추가한 것은 같은 Goal을 가진 요구사항을 분류하기 

해서이다. 표 2는 유스 이스 모델링을 한 Fillmore의 

개선된 표기법이다. 

<표 2> 모델링을 한 Fillmore의 개선 Notation

Notation Definition Notation Definition

Goal Verb

Agent Object

Source Instrument

Semantic 
Relation

Same 
Relation

   Main Verb의 특성에 따라 의미 으로 향을 받는 

Agent, Verb, Object, Source, Instrument 격(Case)을 식

별한다. Main Verb에 향을 받는 격이 없을 때까지 반복

해서 식별하고, 유스 이스 표기법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다. 그림 1은 개선된 요구사항 구조화 표기법이다.

(그림 1) 개선된 요구사항 구조화 표기법

3.2 개선된 Fillmore 기반의 Use Case 식별 방법

(그림 2) Use Case 추출  규모 결정 차

∎ Step 1: Structuring Requirements

   요구사항을 구조화하기 해서는 자연어 문장을 본 논

문에서 제시한 문장 데이터로 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1과 같이, 개선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변환한다. 

Fillmore의 방법에서 Goal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Goal

과 의미가 다르다. 여기서 Goal은 “이해 계자가 사용자의 

요구로부터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

∎ Step 2: Goal Identification

   같은 Goal에 맞게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유스 이스는 

시나리오의 집합으로서, 같은 Goal(목표)을 가진 시나리오

들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Goal을 가진 요구사항

을 먼  식별한다. 표 3에서 는 ATM 요구사항  

‘Safety_Deposit’ Goal을 가진 요구사항을 분류한 것이다.

<표 3> 'Safety_Deposit' Goal 요구사항 식별

∎ Step 3: Main Verb Identification

   술어(동사)를 심에 두고, 각 단어의 의미 인 계를 

기술하여 의미구조를 표 한다. 따라서 술어를 심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표 2에서 는 Main Verb이다. 

(Safety_Deposit) Main Verb는 동사들  해당 Goal을 

표한다. 그림 3은 ‘Safety_Deposit’ Goal을 가진 요구사항

을 그림 1과 같이 개선된 요구사항 구조화 표기법으로 표

한 것이다. 

 

(그림 3) Main Verb 유스 이스 모델링

∎ Step 4: Identification of each Case 

   Main Verb에 따라 의미 으로 향을 받는 각각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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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Modeling

1
Verb-Agent-Object-Source-Goal

(Structuring Requirements)

2
 

3-1

3-2

4-1

4-2

4-3

4-4

을 식별한다. Agent(Customer)와 연 된 Verb는 select, 

Insert, Cancel이다. 이를 연결하고, Object(Money)와 연

된 Verb를 분석한다. Object와 연 된 Verb는 Insert이며, 

Source(ATM)와 연 된 Verb는 Select, Insert, Cancel이

다. 이를 모델링하면 표 4와 같다. 더 이상 비교할 격이 

없을 때까지 비교한다. 

<표 4> 격(The Case) 모델링

The Case Modeling

Agent

Object

Source

∎ Step 5: The Case Modeling

   Main Verb에 따라 연 된 모든 격을 식별하 기 때문

에 복된 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번 단계에서는 복된 

요구사항을 제거한다. Step 1의 구조화된 문장을 Verb 기

으로 다른 격들을 비교한다. 이때, 같은 의미일 경우 하

나로 통합하며, 다른 의미일 경우 그 로 용한다. 이 과

정을 통해서 복된 요구사항을 제거한다. Deposit(Main 

Verb), Agent(Customer)와 련된 Verb 격은 ‘Select’, 

‘Insert’, ‘Cancel’이다. 이  ‘Insert’는 3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표 5> 격 비교

Verb Agent Object Source Goal

Insert Customer Card ATM
Safety
Deposit

Insert Customer Other Money ATM
Safety
Deposit

Insert Customer Money ATM
Safety
Deposit

   표 5에서, Object에는 Card, Other Money, Money의 3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이  Other Money와 Money는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두 요구사항은 하나로 통합한다. 

반면에 Object가 Card인 요구사항은 다른 요구사항과 다

르다. 이 요구사항은 그 로 용한다. 더 이상 비교할 격

이 없다면, 비교 과정을 마친다. 

∎ Step 6: The Final Use-Case Extraction

   이러한 과정을 통해 Goal에 한 유스 이스 추출  

규모 결정이 가능하다. 표 6은 체 모델링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표 6의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추출한 입  유스

이스  규모는 그림 4이다. 

<표 6> 체 모델링 과정

(그림 4) 최종 입  유스 이스

4. 결론

   기존 논문에서는 Fillmore의 Case Grammar를 이용하

여 사용자 요구사항으로부터 객체 추출  유스 이스 모

델링 방법을 제안하 다[1]. 하지만 이 방법에서 유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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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추출  규모에 한 기 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 유

스 이스 추출  규모 결정에 한 명확한 기 은 없기 

때문에, 유스 이스 분석가에 따라 규모가 주 일 수밖

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Fillmore의 

Case Grammar를 용한 유스 이스 추출  규모 결정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요구사항을 구조화하여, 

Goal에 맞게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그런 다음, Verb에 따

라 의미 으로 향을 받는 나머지 격들을 식별한다. 의미

으로 연 된 격들은 같은 의미일 경우 하나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요구사항 추출이 가능하다. 한 

의미 으로 연 된 격들에 따라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때

문에, 정확한 유스 이스 추출과 규모 표 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각각의 문장을 분석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향후에는 다양한 사례 연구가 더 필

요하며, 구조화된 요구사항의 효율 인 분석 방법을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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