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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 자산 라이 러리(PAL) 한 XML 

Data와 XSLT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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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1)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 진행  산출 문서를 제작에 많은 시간  비용이 필요하다. 한 빈번한 

데이터 는 템 릿이 변경으로 수정 비용이 추가 으로 발생된다. 만일 개발 로세스 과정에 PAL을 

용하여 자동 문서 생성이 가능하여 시간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해, XML와 XSLT 기반

의 PAL 엔진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한 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첫째로 시스템 리자가 쉽게 

문서 템 릿을 수정 가능하며, 둘째로 기존 시스템에 빠르게 용 할 수 있다. 추가로 HTML 코드로 

문서를 생성하여 일반 웹 라우 에서 결과 문서 출력이 가능하다.

1. 서론

   기업의 경  기법이 발 하고, 로젝트를 수행하는 업

무 로세스가 복잡해지면서 문서 리의 요성이 두

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 로세스 산출 문서는 제작을 

해 시간  비용이 발생하고, 데이터 는 양식이 변경될 

경우 수정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분의 조직

은 짧은 개발 일정 때문에 산출 문서의 제작이 어렵다[1].

   PAL(Process Asset Library)은 로젝트를 수행하는 

 업무 로세스에서 나오는 각종 문서들을 유지보수  

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문서 리를 좀 더 쉽고 편리

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CMMI에서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에 용하여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서  방법론, 로젝트 리, 

로덕트개발 등 범 한 역의 자산을 통합 리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도입하여 군사기 이나 정부기  등에

서 재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2].

   본 논문은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 내에서 산출 문

서를 자동 생성하기 한 PAL 엔진 설계 방법을 제안한

다. 자동 생성하고자 하는 문서를 XSLT 템 릿으로 정의

하고, 기존 개발 로세스에 입력된 데이터를 XML 데이

터로 변환한다. 정의된 템 릿에 XML 데이터를 입력하여 

HTML 코드를 생성한다. 생성된 HTML 코드는 일반 웹

라우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출력이 가능하다. 로젝

트 진행 간에 데이터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사항이 문서 

내에 자동 반 된다. 표  언어인 XML과 XSLT를 사용

하여 엔진을 제작하 기 때문에, 언어에 한 지식을 보유

하고 있다면 쉽게 템 릿을 수정하고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련연구로써 

PAL과 XSLT를 언 한다. 3장은 PAL 기반의 Auto 

Document Generator 설계 방법을 언 한다. 4장은 용 

사례를 언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향후 연구를 언 한

다.

2. 련 연구

2.1 PAL(Process Asset Library)

   PAL은 소 트웨어 공학을 한 로세스 자산 장소

로서, 이 장소는 로세스, 로시  서술내용, 정책, 표

, 지침, 문서 템 릿, 체크리스트, 트 이닝 코스, 그리고 

툴을 포함한다[3]. 따라서 자산들은 소 트웨어를 개발하

고 테스트하거나 는 유지보수, 소 트웨어 로덕트와 

로세스를 보증, 소 트웨어 로젝트를 리하는 어느 

구에 의해서라도 쉽게 근될 수 있다. 자산은 끊임없이 

추가되고 수정될 수 있다. 

1)* 이 논문( 서)은 2015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 신창의인력양성사업(NRF-2015H1C1A1035548)과 2015년도 정

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NRF-2013R1A1A20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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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ations)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ations)는 XML 문서를 다른 XML 문서, 

HTML 문서 등으로 변환하는데 사용하는 XML 기반 언

어이다. W3C에서 제정한 표 으로 XML 변환 언어를 사

용하여 XML 문서로 바꿔주며, 탐색하기 해 XPath를 

사용한다. 원본 문서는 변경되지 않으며, 원본 문서를 기

반으로 새로운 문서가 생성된다. 새 문서는 표  XML 문

법 는 HTML, 일반 텍스트 형식으로 출력된다.[4] 

XSLT는 XML 데이터를 웹 페이지로 표시하기 해 

HTML 는 XHTML 문서로 변환할 때 자주 사용된다. 

변환은 클라이언트나 서버에서 동 으로 수행되거나, 퍼블

리싱 단계에서 수행되기도 한다. 

3. 문서 자동 생성을 한 PAL 엔진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XML 데이터로 

변환하고, XML 데이터를 PAL 엔진에 입력하여 문서를 

자동 생성한다. 체 구조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서 자동 생성을 한 PAL 엔진의 구조

  S/W Development Process는 기존의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를 의미한다.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 내에는 

다양한 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 를 들어 Project 

Schedule Management는 로세스 내의 로젝트의 개발 

일정 리 기능을 의미한다. 개발 일정 리 기능에는 

로젝트 인원, 날짜 등의 정보가 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

보는 PAL에 입력되기 해 XML 데이터로 변환되어야 

한다.

   PAL은 PAL 엔진을 의미한다. 개발 로세스로부터 

XML 데이터를 입력받아 XSLT 템 릿과 매칭한다. 매칭

되는 템 릿이 있다면, 해당 템 릿에 XML 데이터를 입

력하여 HTML 코드로 변환한다. XSLT 템 릿은 자동 생

성하고자 하는 문서의 개수만큼 존재한다.

   Document는 자동 생성되는 문서를 의미한다. 를 들

어, Project Plan 문서는 S/W Development Solution의 

Project Schedule Management 기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될 수 있다.

4. 용 사례

   본 논문은 인  자원 리 계획서를 자동 생성하는 방

법을 용 사례로 언 한다. 인  자원 리 계획서의 

XSLT 템 릿을 작성하고, 템 릿에 XML 데이터를 입력

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템 릿을 통해 HTML로 자동 변

환된다.

4.1 XSLT 템 릿 설계

   인  자원 리 계획서의 템 릿은 아래 그림 2의 코

드와 같다.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시작일, 종료일, 참

여인원 속성을 HTML 테이블 형태로 출력한다.

(그림 2) 인  자원 리 계획서의 XSLT 템 릿 

4.2 XML 데이터 입력

   인  자원 리 계획서 템 릿에 입력하기 한 XML 

데이터는 아래 그림 3의 코드와 같다. 요구사항 ID, 요구

사항 명, 시작일, 종료일, 참여인원 속성을 입력한다. 그림 

3은 두 개의 요구사항을 입력한다.

(그림 3) 인  자원 리 계획서의 XML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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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서 자동 생성 결과

   문서 자동 생성 결과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XML 데

이터가 HTML 형태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완성된 인  자원 리 계획서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기존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의 산출 문

서를 자동 생성하는 PAL 엔진의 설계가 목 이다. 이를 

해 XML, XSLT를 사용하여 엔진을 구성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PAL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출 문서가 자동 제작  수정된다. 그리고 표  언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스템 리자가 두 언어를 학습하

다면 쉽게 문서 템 릿의 수정이나 추가가 가능하고, 기존 

시스템에 추가가 쉽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XML 데이터로 변경하는 과

정이 어려운 단 이 있다. 향후에는 기존 데이터를 XML 

데이터로 쉽게 변경하기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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