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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성공 인 시스템 개발을 해서 SW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내 SW 산업환경은 코드 

심 개발로써, 개발 문서 부재  SW개발과 문서화가 동시에 수행되지 않는다[1,2]. 이러한 문제의 해

결을 해서 SW개발 시, 발생 문서는 코드와 문서의 동시 개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체계 인 요구사항 리를 한 요구사항 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기존의 SW Visualization
을 통한 역공학 기법에 용하여 품질 개선  코드와 문서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3,4].

1. 서론

   성공 인 시스템 개발을 해서는 SW의 품질을 향상시

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 SW공학에서는 다양

한 SW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기

업의 경우, 인력, 비용, 시간 등의 문제로, 이러한 방법론을 

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1]. 한 산업 장에서는 

코드 심 개발에 집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문서가 부재

하거나 SW를 먼  개발하고 이후에 문서화한다[1,2]. 따라

서 SW개발 시, 코드와 문서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SW Visualization을 통한 역공학 기법을 

제안하 다[2,3]. 이 방법은 코드 구조의 가시화를 통해 

SW품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결과는 요구사항 만족도 검증을 

통해 기 요구사항을 검증한다. 하지만 SW개발 시 발생

하는 코드와 문서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SW개발 생명 주기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시스템화하고, 코드와 문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SW Visualization을 통한 품질 개선 방법에 

체계 인 요구사항 리를 한 요구사항 추  모델을 제

안한다. 이 모델은 요구사항과 산출물 간의 추 성을 유지

하기 해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를 용한다. 각 산출물 

간의 추 성을 수행하기 해서는 유일한 식별자를 가져

야 한다[4]. 이 식별자는 용이 쉬워야하며, 식별자를 통

해 추 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요구사항

과 테스트 간의 계를 분석하여 식별 체계를 구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요구사항에

서 테스트 간의 계 분석을 한 유스 이스 패러다임 

상에서 요구사항 기반 테스  차에 해 소개한다. 3장

에서는 요구사항 추 성을 한 요구사항 추  모델을 설

명하고, 4장에서는 용사례를 기술한다.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언 한다.

2. 요구사항부터 테스트까지의 계 분석

   그림 1은 유스 이스 패러다임 상에서 요구사항 기반 

테스 에 한 차이다[5]. 이 차는 요구사항부터 테스

트 단계까지의 계를 나타낸다. 요구사항은 체 개발 주

기 동안 가장 요한(Critical) 향을 끼친다. 정확한 식별

을 통해 요구사항을 분석한다면, 테스  시간, 비용  인

력을 일 수 있다. 요구사항 분석에서 기능  비기능 요

구사항(Quality Requirement)을 식별한다. 기능/비기능 요

구사항은 기존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1:1 는 1:n의 

계를 가질 수 있다. 기능 요구사항으로부터 유스 이스를 

추출한다. 유스 이스는 사용자가 시스템과 직 으로 상

호작용하는 사항들에 한 명세이다. 유스 이스와 비기능 

요구사항에서 1:1 는 1:n 계인 테스트 시나리오를 추

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추출된 테스트 시나리오는 유스

이스를 통해 추출된 시나리오와 비기능 요구사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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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NRF-2013R1A1A20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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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W 가시화를 통한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

시스템 개발에서 놓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따라

서 이상 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하다. 테스트 시

니리오와 테스트 이스는 1:1 는 1:n 계이다. 다수의 

테스트 이스들이 모여 최종 으로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

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스 이스 패러다임에서 요

구사항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한다. 

(그림 1) 요구사항부터 테스트까지의 계[5]

3.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

   요구사항 추 (Requirement Traceability)은 고객  

사용자 요구사항으로부터 산출물들 간의 계를 정의한 

것이다[6]. 요구사항은 지속 으로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

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 인 리가 필요하다. 

요구사항 추 은 개발된 산출물들이 정확히 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요구사항 변경 시 어떠한 산출물들을 변

경해야 하는지 확인 가능하다[4,6]. 요구사항 추 을 한 

표 인 방법이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이다. 이 매트릭

스는 SW의 각 단계별 산출물 간의 연결이 용이하며, 이

해 계자가 쉽게 검증할 수 있다[6].

3.1. ID(Trace Tagging) 체계

   그림 1에서처럼 요구사항부터 테스트까지의 계를 

용하여 요구사항 추 을 한 ID 체계를 구축한다. 요구

사항 추  매트릭스는 구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유스 이스 ID, 인터페이스 ID(기능 명세서), 클래스 ID, 

메소드 ID, 테스트 시나리오 ID, 테스트 이스 ID, 설명으

로 구성된다. 구분은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를 구분하기 

한 식별자이며, 설명은 해당 요구사항에 한 간략한 설

명이다. 그 외 항목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ID 체계를 정

의하 다. 먼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 구분은 ‘RTM-①

②③④’의 형식으로 정의한다. RTM은 Requirement Tracking 

Model의 약자이며, ①②③④는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 상에서 

코드를 구분하기 한 4자리의 숫자이다. 를 들어, 

RTM-0001은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의 0001 코드를 의미한다.

   요구사항 ID는 “REQ-ⓐ-①②③”으로 정의한다. REQ

는 Requirement의 약자이며, ⓐ는 요구사항의 종류를 구

분하는 어 문자이다. 요구사항의 종류는 총 5가지(사

용자:Ⓤ /시스템:Ⓢ /기능:Ⓕ /비기능:Ⓝ /도메인: Ⓓ)를 고

려하 다. ①②③은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3자리 숫자이다. 

REQ-F-001은 기능  요구사항 001을 의미한다. 유스 이

스 ID는 “UC-①②③”으로 정의하며, ①②③은 유스 이스 

식별하는 3자리 숫자이다. 인터페이스 ID는 “IF-①②③”으

로 정의하며, IF-001은 기능 명세서의 인터페이스 001을 

나타낸다. 클래스 ID는 “CLASS-①②③”로 정의하며, 메

소드 ID는 “CLASS-①②③-M-④⑤”로 정의한다. 이 방

식으로 정의한 이유는 하나의 메소드가 하나 이상의 클래

스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래스와 메소드 

간의 정확한 계를 확인하기 해, 와 같이 메소드 ID

를 정의하 다. CLASS-①②③은 클래스 ID이며, ④⑤는 

클래스 내에서 메소드를 식별하는 2자리 숫자이다. 를 

들어, CLASS-001-M-01은 클래스 001에 있는 메소드 01

을 의미한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TS-①②③으로 정의하

며, 테스트 이스는 TS-①②③-TC-④⑤⑥으로 정의한

다. 를 들어 TS-007-TC-001,은 테스트 시나리오 007의 

테스트 이스 001을 의미한다. 

3.2.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 구성

   그림 2는 SW 가시화를 통한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이

다. 1단계는 Tool-Chain 로세스로써, 정  분석을 통해 소

스 코드의 내부 구조를 가시화한다. 2단계 SW품질 개선 

차는 결합도(Coupling)를 기반으로 SW품질을 측정한다. 모

듈 단 로 품질 지표를 정의하고, 코드 패턴을 결정하여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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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리 방안을 제시한다. 3단계 요구사항 만족도 검증은 

요구사항 목록과 소스 코드를 비교⋅분석하여 기 요구사항

을 검증한다. 4단계는 1, 2단계에서 추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를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는 4단계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 구축 방법에 해서 언 한다. 

   먼 ,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를 구축하기 해서는 

3.1  ID(Trace Tagging) 체계를 이용하여, 각 항목 별 

ID를 작성한다. ID는 요구사항부터 테스트 이스까지 추

하기 한 태그로써 사용된다. 그런 다음 Tool-Chain의 

Redmine을 이용하여 식별된 ID를 등록한다. Redmine은 

이슈 리 도구로써, 웹기반의 로젝트 리와 버그 추  

기능을 제공하는 오 소스 도구이다[1]. Redmine의 “일정”

에는 요구사항 ID정보를 작성하고, “게시 ”에는 요구사항

과 련된 유스 이스부터 테스트 이스 ID에 한 정보

를 작성한다. 등록된 ID는 Remine과 실제 코드에 용하

고, XML을 통해 문서화된다.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 추출 과정은 먼  Redmine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와 실제 소스코드를 분석한다. 

분석된 정보들은 XML 형태로 변환한다. 이 XML 정보는 

XSLT 언어를 이용하여 웹문서로 변환한다. XSLT는 

XML문서 구조를 다른 구조로 변환시키기 해 설계된 

마크업 언어이다. 

4. 사례연구

(그림 3)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

(그림 4) REQ-F-001 요구사항의 추  과정

   사례연구는 Usecase Diagram Tool 코드를 제안한 방

법에 용하 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용해 추출한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이다. 여기서, 각 ID

를 클릭하면, ID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항목별 ID를 이용하여 요구사항 추 성을 나

타낸 것이다. 각 항목에는 상 항목에 한 정보가 있어야 

각 산출물 간의 추 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항목별로 상

정보에 한 ID를 추가하 다. CLASS-001의 상 항목은 

IF-001이다. IF-001의 상 항목은 UC-001이다. 이 방식으

로 항목별 ID를 이용하여 요구사항 매트릭스를 생성한다

면, 로젝트 각 단계별 산출물이 일 성 있게 연동되고, 

이해 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고품질의 SW를 개발하기 해서는 SW 품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내 소기업의 경우, 인력, 시간, 

비용 등의 이유로 개발 문서가 없거나, SW 개발 이후에 

문서화한다. 따라서 코드와 문서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산출

물을 효과 으로 연계하여 리할 수 있는 요구사항 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 연구를 확장하 다. 

따라서 SW 가시화를 통한 품질 개선과 요구사항 만족도 

검증뿐만 아니라 SW 개발  단계의 체계 인 리가 가

능하다.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는 SW 가시화 방법에 

용함으로써 요구사항 변경의 실시간 용  요구사항과 

산출물 간 추 성 확보가 가능하다. 향후에는 요구사항 추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양방향 추  방법을 연구할 것이

다. 한 개발된 기술을 확장하여 테스트 이스 자동화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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