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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스템엔지니어링은 오늘날의 기업에 무척 중요하며 요구공학은 전반적인 과정상 중요한 단계이다. 요구공학은 고객

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문서화하는 것으로 시스템 개발의 첫 번째 단계이며,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시험하고,

운영 유지하는 모든 과정이 요구사항에 관련되어 있어 프로젝트 성공의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된다. 프로젝트 성공

을 위해 빈약한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객체 지향 요구공학이 제안되어 졌다. 객체 지향 요구공학은 요구사항 각각에

대하여 기능성은 물론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접근방식이다. 본 논문은 객체 지향적 요구사

항 관리의 모범인 OCH(Operations Concept Harbinger)의 개념 적용을 통하여 사용자 요구 수집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사용자 요구를 요구사항으로 전환하고 요구사항별로 추적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정확한 요구사항 개발과 관리를 가능케 하고 사용자 요구누락 및 왜곡을 방지하며 통합적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토록 제안하는 것이다.

Requirements Engineering & Management by the Object Oriented

Methodology in the Weap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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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 engineering is critical in today's industry and requirements engineering is an important stage of overall

process. Requirements Engineering is the initial step of system development activity in which the requirements from

the customer are elicited and documented. This activity is very much vital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 because all

of activities depends upon requirements engineering such as designing, implementation, test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The development process begins by clarifying the need and then articulating the need as a high level

solu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poor requirements and to sure successful projects, Object-Oriented requirements

engineering was proposed. Object-Oriented requirements engineering is an approach to encapsulating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 and product, as well as functionality in to a requirements object. This paper proposes using the

concept of an Operations Concept Harbinger(OCH) that is the prototype of Object-Oriented requirements engineering

to develop the requirements with consolidating simultaneously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 in the customer

level and trace accurately the transition from User needs to requirements. Then the customer can secure the

accurate requirements to meet their needs and traceability from user needs to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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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구사항을 잘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 한다. 최근 우리 군에

서도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 개발과 관리를 위하

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텍스트 및 문서 기반

의 요구사항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각 요구사항 객

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프로젝트 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예산이 증가

되고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Cobb은 1995년 캐나다의 재무위원회에서 “프로젝

트가 실패하는 원인을 알고 있고, 프로젝트 실패를 방

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실패합

니까?(We know why projects fail, we know to preve

nt their failure ··· so why do they still fail?)" 라는

역설을 주장한 바 있는데 학자들 간의 잘 알려진 프로

젝트 실패 원인의 하나는 빈약한 요구사항 관리라고

한다.[1] 미국 Standish사의 2009년 보고서에 의하면

프로젝트 방해요인의 36.9%가 사용자 요구 미비와 불

완전한 요구사항 때문이며, 실패한 사업의 13.1%가 빈

약한 요구사항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

상은 10년 이상 계속되어오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

실패 원인이 요구사항 관리의 실패라는 것을 의미하

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요구사항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빈약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객체

지향적 방법(Object Oriented Methodology)을 활용한

요구사항 관리(Requirements Engineering & Manage

ment)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요구공학 (Requirements Engineering)

요구공학에 대한 정의를 보면, Dorfman and Thaye

r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것과 관련된 규

칙이며 과학이라고 하였고, Kotonya and Sommerville

은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문서화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적 프로세스라고 하였다.[3] 박

수용 등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활동으로 프로젝

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요구사항을 추출, 구성

및 문서화하고 변경에 대한 동의를 설정해 관리하는

시스템적 활동이라고 하였다.[4]

요구사항은 사용하게 될 시스템의 목적과 내용물을

식별하는데, 소프트웨어와 계산 기술이 허용하는 능력

과 기회와 시스템에 의하여 영향되어지는 이해관계자,

고객과 사용자의 실제적인 필요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요구사항을 수립하는 것은 희망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한 도출과 분석, 시스

템 운용상 제약조건 파악, 이해관계자에 의한 검증을

포함하고 시스템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2.2 객체지향방법론(OOM)

방법론은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를 위해 어떤 순서

로 할지를 알려준다. 방법론은 자연언어에서, 도표형태

나아가 정형적인 수학적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

지 표현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방식을 언제

어떠한 경우에 사용할 지를 가르친다. 방법론은 도표

를 사용하는 구조적방법론, 객체지향을 사용하는 객체

지향 방법론, 수학적 표현방법을 사용하는 정형적 방

법론으로 구분된다.[5]

객체지향의 기본사상은 복잡한 메커니즘의 현실세

계를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적용시켜보

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객체(Object)와 객체들의 범주

를 나타내는 클래스(Class), 그리고 객체간의 상호작용

을 위한 메시지(message)를 기본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객체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지성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 생각이나 행동이 추구하는 바를 말한

다. 또한 문제영역에서 잘 정의된 역할을 갖고 있는 각

각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품목(Item), 단위(Unit),

개체(Entity)라 정의하기도 하며 단순히 정의된 경계

를 갖고 구별되는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객체는

학생, 교실, 책 같은 모든 사물이나 공부, 수학 같은 개

념상으로 존재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시스

템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상태(State)를 나타내는 데이

터의 구조와 동작을 수행하는 연산(Operation) 혹은

방법(Method)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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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메시지, 클래스가 객체지향의 핵심요소이고

이러한 요소를 이용하여 객체지향의 원리를 이루어내

는 요소가 있는데 추상화(abstraction), 캡슐화(encaps

ulation), 상속성(inheritance)이다. 추상화는 현실세계

의 사실을 그대로 객체로 표현하기 보다는 문제의 중

요한 측면을 주목하여 상세내역을 없애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클래스를 통해서 지원한다. 캡슐화는 객체의

상세한 내용을 객체 외부에 철저히 숨기고 단순히 메

시지만으로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

며 다른 말로 정보은닉(information hiding)이라고도

한다. 즉 캡슐화는 추상화와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추

상화를 지원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다. 상속성

은 객체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2.3 객체 지향적 요구사항 관리

Kasser는 객체 지향적 요구사항 관리(Object-Orien

ted Requirements Engineering)는 요구사항 객체로 기

능, 제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캡슐화 하는 접근

법이라 하였다.[6] 20세기에 증빙서 위주의 패러다임에

서 시스템엔지니어링의 생성물은 서류를 기반으로 해

왔으나, 21세기에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

환되었고 시스템엔지니어링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

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관리방법은 통합보다는 업무영역별로 분리되어 운영

되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면에서 객체

지향 요구사항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런 관

점에서 운영개념서(OCD; Operations Concept Docum

ent), 요구사항 명세서, 시험계획 등이 제안되어졌다.

Kasser는 객체지향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운

영개념서(OCD)와 개발 완료된 시스템 사이에 단절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객체지향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Gap

운영개념(Concept of operations)은 객체의 상호작

용을 포함하는 Use Cases 형태로 나타나고, 시스템(생

산프로세스의 객체)은 객체지향방법론에 의거 Use Ca

ses에 묘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어진다. 그

러나 요구사항이 Use Cases에 따라 만들어 지고 이것

을 객체 지향적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능적인

분야의 요구사항은 미 반영된 상태로 남게 된다.[7]

Kasser & Schermerhorn는 시스템 요구사항을 수

명주기단계 중 설계단계로 전환하는데 지연과 착오를

없애기 위하여 일관성 있고 상호보완적인 방법을 사용

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객체 지향적 요구사

항(Object Oriented Requirements)에 대한 필요성이라

볼 수 있다.

3. 요구사항 관리방안

3.1 As-Is 분석 및 문제점

우리 군의 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 실태를 보면, 우

선 소요군/기관에서 소요제안 / 소요요청 / 소요제기

를 거쳐 획득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작전 요구 성능

(작전운용성능, 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

y) 문서를 작성하여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방위사

업청(통합사업관리팀)에 획득 요청을 한다. 통합사업

관리팀(IPT)은 소요제기문서에 의거 선행연구를 실시

하며,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소요군 으로 부터 기

술적·부수적 성능 요구사항을 받아 검토 결정하고 종

합하여 사용자 요구사항(User Needs)을 도출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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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반영하여 입

찰공고를 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림 2) As-Is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

방위사업청은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그동안 논

란이 되어 왔던 운용요구서(ORD; Operation Require

ments Document) 작성에 대한 절차와 임무를 규정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3) 군 요구사항 개선방향[8]

또한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위한 요구공학 영역을

요구사항 개발과 요구사항 관리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였다.[9] 요구사항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운용요구서(ORD; Operation Requirements

Document)를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선행연구 종료 후

연구개발 이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안요청서

(RFP)에 포함하도록 절차화한 바 있다.

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차

적인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시

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시스템 획득을 위

한 요구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텍스트 및 문서 형태 요구사항으로 사용자 요구(Us
er Needs)와 요구사항(Requirements) 간에 불일치

및 누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각 요구사항(객체)에 대한 관리 및 확인이 곤란하
고 특히 시험평가(Test & Evaluation)에 대한 방법

과 시기 등 연결이 어렵다.

⦁ 빈약한 단어 사용으로 인한 불확실한 요구사항, 경
험치 않은 다양한 요소와 전문가의 결핍으로 인한

불완전한 요구사항 등 잘못 작성된 요구사항에 대

한 검증을 위한 도구가 없다.

⦁ 운용요구서(ORD)를 작성하여 사용자 요구는 명확
하게 정의하도록 하였으나, 시스템 요구사항(SRD;

System Requirements Document)에 대한 작성방

안이 없다.

⦁ 사용자 요구부터 시스템 제작완료 시까지 프로젝트
관리차원의 요구사항 추적을 위한 추적시스템이 없

다.

⦁ 시스템 개발기간 중에 발생한 요구사항 변경과 관
련된 종합적인 관리도구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추가로 시스템

소요제기단계에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림 4) 요구사항 개발프로세스

Kasser는,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고객의 요구

(Requirement Source)는 요구사항 요청(Requirement

Request)으로 생성되며, 이에 대해 식별번호(ID Numb

er)를 부여하고, 식별번호가 부여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고객 및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우선순위, 비용, 사

업기간, 현존하는 시스템과의 연관성 등의 영향성을

검토한 후, 영향성 검토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여 조

기 확인 절차(early validation)를 통한 고객의 결심을

받는데, 이 때 승인, 거부, 수정을 결정한다. 그리고 또



객체 지향적 방법론을 활용한 무기체계 요구사항 관리 59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 동일과정을 거치게 된다.[10]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소요제기문서에 비용,

전력화시기와 위험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 요구사항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 아

니며, 운영 중인 유사 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

로 좀 더 정확한 요구사항 도출을 위해서는 이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3.2 OCH(Operation Concept Harbinger)

앞 절의 현상분석과 전망에 주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asser는 객체지향방법론을 활용한 OCH로 알

려진 새로운 세대의 컴퓨터 강화 시스템엔지니어링 도

구를 개발하게 되었고, OCH와 같은 개념의 도구를 사

용할 것을 제안하였다.[5][6][9]

OCH는 시스템 개발 초기단계에 사용된 소프트시스

템방법과 시스템 제작에 사용된 하드시스템방법 사이

에 간격(Gap)에 다리 역할을 한다. 텍스트 형태 요구

사항을 도출하지 않고 사용자 요구를 찾아내는 전산도

구이며, 시나리오, 다이어그램 및 그림을 기반으로 한

다. OCH는 고객요구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쌍방적인

소통과정을 제공하여 요구사항 추출과정을 증진한다.

효과도 측정(Measure of Effectiveness)과 수락범주와

함께 운영개념에 Use Case 시나리오를 태그 하도록

하는 객체지향접근법을 사용하여 빈약한 요구사항 작

성을 최소화한다.

(그림 5) 시스템 수명주기에 OCH 위치

(그림 5) 에 보이는 것처럼, OCH는 사용자 요구(Us

er Needs) 추출과정과 시스템 수명주기의 요구사항 문

서화 단계 동안에 사용한다.

OCH는 개발되어야 할 시스템에 대한 UML(Unified

Modelling Language) 묘사를 만들고 저장하는 것을

위한 도구이며, 사용자, 설계자, 시험평가자 등 이해관

계자들이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또한

필요한 정보를 갖는다. OCH의 형태는, (그림 6)에 보

이는 것처럼, 이차원 구조로 된 화면을 갖고, 각 화면

은 (그림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많은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림 8)에 보이는 것처럼 비선형적으로 여

러 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동시접속이 가능하

도록 한다. 따라서 각 요구사항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림 6) OCH 화면구성

(그림 7) OCH 디스플레이 화면 내용

(그림 8) OCH Use Cases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각 요구사항과 관련

하여 입력되어야 하는 요소를 Kasser는 품질시스템요

소(QSE; Quality System Elements)라 하였는데, 이는

요구사항 식별번호,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원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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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사용자 요구를 요구사항으로 전환하고 요구사항별

로 추적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패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하다. 계획된 비용과 사업기간에 사업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확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관리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객체 지향적 요구사항 관리개

념이 제기되었고, 시스템엔지니어링과 요구사항의 정

확한 관리를 위하여 DOORS, CORE, CRADLE 등 많

은 컴퓨터 도구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시스템 개발에 컴퓨터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요구를 집계하고 분석

하여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주관

부서 입장에서 아직도 텍스트 기반 요구사항 관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요구를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거나 빈약

한 요구사항 도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개발업체를

선정한 후 개발단계에서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는 사업비용의 인상과 개발기

간의 지연이 예상되어 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객체 지향적 요구사항 관리개념

적용 및 OCH와 같은 컴퓨터 도구를 확보하여 운영하

는 것을 제안하였다. 개발 및 획득하고자 하는 시스템

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각 요구사항

에 대해 사업관리, 시스템엔지니어링, 시험평가 업무영

역의 의견을 통합하여 Use Case 적용에 따른 문제점

을 제거함으로써 불완전하고 빈약한 요구사항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개발기간 중에 추가비용 발생 및

개발기간 지연 등의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또한 사용자 요구(User Needs)에 대해 시스

템 개발 및 운영기간 중 추적성 강화로 고객의 주도적

인 요구사항 관리가 가능하고, 사용자 요구 변경에 따

른 성능향상 필요시 사업계획 및 검토가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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