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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bile service organizations,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to reflect users' opinions rapidly and 

accurately. In this study, the process is defined to elicit requirements of software/system improvement for mobile 

application by extracting and refining from users’ opinion in mobile app, and detailed activities procession method 

in this processing are also proposed. The process consists of 3 activities to get requirements of software/system 

improvement for mobile app. First activity is to transform mobile app to software structure and define term dictionary. 

Second activity is to elicit simple sentences based on software from users’ opinion and refine them. The last activity 

is to integrate and adjust refined requirements. To verify the us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oposed process and the 

methods, the outputs of manual processing and semi-automated processing were compared. As a result, efficiency 

and improvement possibility of the process were confirmed through extraction ratio of requirements, comparison of 

execution time, and analysis of agreeme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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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 트웨어의 진화  에서 변경에 한 고

려는 필수 이며(Pressman, 2008), 모바일 앱(App)

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조직에게도 소 트웨어와 

시스템의 개선을 한 변경을 필수 으로 고려해

야 한다. 사용자 의견을 소 트웨어와 서비스 개

선에 반 하는 것은, 사용자 심의 요구공학에서 

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

트웨어의 성공과 지속 인 운 이 가능하다(Kujala, 

2012).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의 성공을 해서

도 사용자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 트웨어 

 시스템에 반 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 의견에 

민감한 모바일 앱의 경우, 이러한 사용자 의견에

서 소 트웨어  시스템 개선과 련된 요구사항

을 추출하고 반 하는 것은 모바일 앱의 개선  

성공  운 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앱을 사용한 결과로서 기술한 사

용자 의견은 사용자만의 기호와 어휘 등에 따라 비

구조 이고 비정형 이며, 불분명한 의도와 개인

인 상황  경험, 소 트웨어에 한 지식의 부

족 등으로 인해 해석하기에 애매모호하다. 이 게 

비정형 인 언어로 기술된 사용자 의견을 소 트웨

어와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으로 직 으로 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Byun, 2012), 이에 해

서는 통상 으로 인간의 지성을 이용해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 이다(Fraser 

et al., 1991).

하지만, 소량의 사용자 의견에 해서는 직

으로 수집하거나 체를 수작업 처리할 수 있으나, 

량으로 축 된 사용자 의견들을 처리하기 해

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비효율 이

다. 한, 변화가 빈번한 모바일 앱 시장의 지배력

과 지속 인 사용자 심을 유지하기 해서는, 

보다 효율 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사용자 의견

을 반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 은 모바일 앱에 해 량으로 축

된 사용자 의견으로부터, 유의미한 개선 요구사

항을 추출할 수 있도록, 비효율 인 수작업(manual) 

처리 방식 신 보다 은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

도록 정형화된 로세스와 세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로세스는, 정형화와 자

동화를 해 크게 3개의 활동(Activity)으로 구성

하고, 각 활동별로 3개의 태스크(Task)를 구성하

여, 총 9개의 태스크와 태스크에서 사용할 기법들

을 제시하 다. 이에 해 3개의 모바일 앱을 상

으로 사용자 의견에 한 요구사항 추출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 다. 제안

한 기법을 용하여 산출한 결과에 해서 요구사

항 추출 비율, 소요된 수행시간, 그리고 추출한 요

구사항 내용 일치율의 3가지 항목을 기 으로 평

가하고 검증하 다.

이를 통해 제안한 로세스의 효율 인 자동화 

가능성과 효과  운  가능성을 확인하 고, 도출

된 문제 을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 다.

본 연구는 모바일 서비스 운 자에게 량의 사

용자 의견으로부터 보다 은 노력으로 소 트웨

어  시스템 개선에 반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련 연구

2.1 요구사항 개발

Karl Wiegers는 요구공학을 크게 요구사항 개

발과 요구사항 리로 나 고, 요구사항 개발은 크

게 추출, 분석, 명세, 검증의 차를 제시하는 요구

공학 임워크를 제시하 다(Weigers, 2003). 이 

후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다양한 의 연구들이 시도되었고, 사용자 심

의 요구공학 으로 요구사항을 추출하기 해 

실용 이고 다양한 인터뷰 방법이 제시되었다(Ali-

stair, 2002). 요구사항을 추출하기 해 다양한 기

법이 연구되고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사람의 언

어를 문서로 표 한 정형 이고 명확한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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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고 있어, 비정형 이고 애매모호한 사용

자의 의견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

지고 있다(Byun, 2012; Kim, 2010).

본 연구에서는 특히, 모바일 앱에 한 개선 요

구사항 추출에 집 하여 이를 자동화하기 한 효

율 이고 효과 인 로세스와 방법에 해 제시

하고자 한다.

2.2 사용자 의견의 요구사항 추출 로세스

요구사항 개발을 한 기본 인 차를 기반으

로, 보다 실용 이고 실무에 용 가능하도록 구

체 인 액티비티, 태스크 등을 정의하는 연구가 지

속 으로 시도되고 있다(Dieste and Juristo, 2011; 

Soares et al., 2011).

특히, 변정원은 최근의 모바일 환경과 소셜 네

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 의견으로부터 소 트웨어 

요구사항을 추출하기 한 반 인 로세스와 

기법들을 제시하고 있다(Byun, 2012). 사용자 의

견 분류  요구사항 추출, 요구사항 정제  계층

화, 요구사항 기여 정도 결정, 요구사항 타탕성 분

석, 요구사항 우선순 화  배정 계획 수립의 총 

5개의 로세스, 14개의 태스크, 11개의 추출 기법

을 소개하고 있고, 연구 상인 사용자 의견은 이

메일, 사용자 리뷰, 댓  등이다. 이 연구는 요구사

항을 추출하기 한 범 한 차를 제시하고 있

으나, 이를 실무에 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고, 이를 반 으로 실행

하기 한 자동화 지원 부분에 해서도 개선과 

발 의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용자 의견  사용자 리

뷰와 댓 을 상으로 하며, 이미 수집된 사용자 

의견으로부터 개선 요구사항을 추출하기 한 차

에 집 하며, 특히 자동화 처리 부분에 해서 이

 연구에 비해 보다 실용 으로 근하고자 한다.

2.3 한국어 문장 정형화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사용자 의견은 한국

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추출

하고 처리하기 해서는 한국어에 한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 기존, 한국어에 한 정형화된 표

에 한 연구는 말뭉치의 계량  분석을 통하여 빈

번한 어휘의 연속단 , 즉 형태소의 연속체를 추

출하여 정형화된 표 의 특성을 고찰하 다(Choi 

et al., 2010).

말뭉치를 상으로 형태소의 연속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N-gram의 개념을 이용하여, 동시에 나

타나는 일련의 연속된 형태소의 집합을 나타냈다. 

이를 통하여 길이, 빈도, 그리고 분포의 3가지의 기

으로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 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이 , 길이의 기 에서 5개 형태소가 

연속되는 경우의 분석 효용성이 더 높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장의 정형화된 표

에 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 하여, 사용자 의

견 문장의 정형성과 의미성 여부를 단하는데 

용한다. 이를 해 오 소스인 한국어 형태소 분석

기를 사용하여 문장을 걸러냈다(KLDP.net, 2009).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술 교양서와 연설, 강의, 강

연  일상 화 등 학술문어, 학술구어, 자유 화

의 세 가지의 말뭉치를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사용자 리뷰와 댓  의견을 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2.4 감정  요소의 배제

모바일 앱에 한 사용자 의견의 특성상, 사용

자의 정성  는 감정  표 을 나타내는 단어나 

패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를 들면, 사용자의 

감정 표 (좋아요, 편하네요, 불편해요), 감정 기호

(^^;;, *^^*), 연속 자음(ㅋㅋ, ㅎㅎ), 연속 모음(ㅠ

ㅠ, ㅡㅡ) 등이 있다. 이 게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감성 인 요소는 로 제시하는 의견을 좀 더 

강조하는 효과를  수 있어, 분석 기법에 따라 문

장 의미의 우선순 를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량의 웹포럼 게시 을 자동

으로 수집하여 텍스트의 의미, 구조, 어휘 등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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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도출하고, 정보  지지 과 감성  지지 

의 유형을 자동 으로 탐지하고 분류하는 모델을 

제시하 는데, 이 때 감성  지지 을 분류하는 

변수로 감정  표   단어가 요한 변수로 작

용하 음을 제시하 다(Woo et al., 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의견의 추출  

정제 시에 정형 인 부분에 해서 집 하기로 하

고,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  요소에 한 

처리는 연구 범 에서 제외한다.

2.5 요구사항의 유형 분류

요구사항의 유형에는 비즈니스, 사용자,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일련의 계층  구조  계를 가진다. 한 다양

한 요구사항의 유형과 이에 수반되는 정보들의 

계에 하여 언 하고 있다(Weigers, 2003). 이런 

요구사항의 유형 분류  분석을 해서는 요구사

항 분석가의 다양한 경험 인 근이 매우 필요하

다(Fraser et al., 1991).

이런 경험  근으로 인한 정성  요소를 감소

하고 체계 인 분류를 해, 요구사항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고 이를 분류하기 한 방법으로 언

어학(Linguistics) 기반 근방식의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Hussain et al., 2008, Fliedl et al., 2000). 

이와 련되는 부분의 연구에서는 정형화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반으로, 명세된 각 

요구사항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계층구조를 확인하

고, 연구  일부는 일부 규칙과 분류기 을 제

시하 으나, 분석가의 경험  단에 의해 분석방

법이 사용되기도 하 다. 한 각 요구사항을 분

류하기 해 자동화 방안과 도구를 연구 개발하기

도 하 다(Cleland-Huang et al., 2007).

그러나 기존 연구는, 한국어의 어문 구조  특

성과 상이한 어를 기반으로 수행되어 용에 어

려움이 있다. 한 근본 으로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사용자 의견은 정형화된 유형의 소 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가 아니므로, 기존 연구의 차와 

기법을 용함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사용자 의견을 추출  

정제한 문장에 해 소 트웨어 구조 사 과 용어 

사 을 기 으로 소 트웨어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분류하고자 하며, 사용자 의견을 분

석하고 분류하는데 발생하는 노력을 감하도록 

차와 태스크를 제안한다. 

3. 모바일 앱에 표 된 사용자 
의견 추출  정제 로세스

모바일 앱에 표 된 사용자 의견을 추출하고 정제

하여 소 트웨어와 시스템에 한 개선 요구사항

으로 정리하는 로세스는 <Figure 1>과 같다. 제안

하는 로세스는 크게 3개의 액티비티로 구성된다.

<Figure 1> Processes for Eliciting Software and 
System Requirements from Users’ 
Opinions in Mobil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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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액티비티는 ‘모바일 앱의 소 트웨어 구조

사   용어사  구축’으로 모바일 앱 화면에 

한 정 인 구조와 동 인 소 트웨어 구조를 매핑

한 소 트웨어 구조사  구축과, 구축된 소 트웨

어 구조 사 의 용어를 핵심어로 삼고 이 핵심어

와 유사어, 동의어를 가진 용어사 을 구축한다.

둘째 액티비티는 ‘사용자 의견 추출  정제’로 

모바일 앱에 표 된 사용자의 의견으로부터 소

트웨어 구조사 과 용어사 을 참조하여 개선요구

로 의미있는 문장을 추출 정제한다.

셋째 액티비티는 ‘사용자 요구사항 분류  통

합’으로 추출된 문장을 핵심어를 기반으로 한 단

문장의 형태인 요구사항으로 재정리  분리하고 

복된 요구사항을 제거한다. 정리된 요구사항이 

핵심어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 트웨어 요

구사항인지 시스템 요구사항인지를 결정한다.

3.1 모바일 앱의 소 트웨어 구조 사   

용어사  구축(Act. 1)

본 액티비티에서는 모바일 앱의 구조를 분석하

여 사용자의 의견이 모바일 소 트웨어 는 시스

템의 개선 요구사항인지를 단하기 한 기 을 

수립한다. 이를 해, 모바일 앱의 구조를 표 하

는 소 트웨어 구조사 과, 모바일 앱에서 사용된 

용어사 을 구축한다.

3.1.1 화면 분석(Task 1-1)

모바일 앱의 화면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창

구(GUI)이면서 소 트웨어 구조의 일부분이다. 

한 화면과 화면, 객체와 객체의 연결 계  연결 

기법에 해서 정의하고 분석한다.

이를 해 다음의 차를 통해 화면 분석을 실

시한다.

첫째, 모바일 앱 화면의 정 인 구성 요소들을 객

체로 인식하고 이를 계층  구조로 표 한다. 모바

일 앱 화면의 분석은 기존에 작성한 문서가 있으

면 이를 활용하되, 없으면 수작업으로 문서화 는 

자료화 한다. 각 화면에 존재하는 버튼, 는 특정 

동작을 통하여 사용자의 입력이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부분도 화면 내의 객체로 식별 처리한다. 둘째, 

모바일 앱 화면의 동 인 구성, 즉 UI나 UX를 포

함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UML을 이용하여 기술한

다.  각 화면 내에서의 단  기능  화면 간 이동

과 련된 단어도 련된 용어로 인식한다. 한, 화

면을 구성하는 객체를 제어하는 방식(탭, 드래그, 더

블탭, 확 , 축소 등)을 기술한다. 셋째, 소 트웨

어 기능과 무 하거나 불필요한 단어는 제거한다.

3.1.2 모바일 앱 소 트웨어 구조사  구축 

(Task 1-2)

사용자가 모바일 앱의 장ㆍ단 과 사용의 용이

성과 불편함 등을 표 할 때 명사로 사용할 수 있

는 소 트웨어 구조 련 핵심어를 기반으로 소

트웨어 구조사 을 구축한다. 이를 해 다음의 

차를 실시한다.

첫째, 모바일 앱 화면을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

여 핵심어를 추출하여 소 트웨어 구조로 표 한

다. 식별된 화면 객체 용어와, 이를 제어하는 방식, 

인터페이스 방식  페이지의 환 계 등을 고

려하여 소 트웨어 구조사 을 구축한다. 둘째, 모

바일 앱을 구성하는 화면 내의 임, 페이지  

GUI에 한 핵심어도 구조사 에 포함한다.

소 트웨어 구조 사 의 구축은 모바일 앱을 구

성하는 화면 내의 임, 페이지  GUI를 소

트웨어 계층도로 작성하거나 엑셀을 활용해 정리

한다.

3.1.3 모바일 앱 소 트웨어 용어사  구축 

(Task 1-3)

모바일 앱 사용자들은 화면의 단어를 핵심어로 

사용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습이나 방식 로 방

언과 비표 어  유사어를 사용하여 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 처리하기 하여 용어사 을 

구축한다. 이를 해 다음의 차를 실시한다.

첫째, Task 1-1을 통해 생성된 각 화면 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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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한 동의어  유사어를 검색한다. 특정 

어휘와 련된 동의어  유사어를 검색하기 해 

21세기 세종계획에 의거 개발된 말뭉치와 말뭉치 

활용도구를 이용한다(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07). 둘째, 확인된 동의어  

유사어 목록을 보고 본 연구 목 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를 제외한다. 셋째, 추출된 동의어  유사

어를 용어목록에 추가하여 각 화면에 한 용어사

을 구축한다.

3.2 사용자 의견의 추출과 정제(Act. 2)

본 액티비티는 모바일 앱에 게시된 고객의 의견 

 게시  등에 나타난 다양한 사용자 의견을 추

출 정제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으로 1차 정리하는 

활동이다.

3.2.1 사용자 의견의 수집 정리  단문화 

(Task 2-1)

댓  형태의 사용자 의견은 구성이 체계 이지 

못하고 사용자마다 표 하는 형식이 다양하므로 

이를 정형화된 단문으로 정리하기 해서 다음의 

차를 통한다.

첫째, 모바일 앱에 나타난 사용자 의견을 수집

하여 자료화 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 에 한 개

의 단어, 자음이나 모음만으로 구성된 것과 같은 

문장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료들을 삭제한

다. 셋째, 복합 문장이거나 문은 단문으로 분할 

정리한다. 이를 하여 한국어 문장을 종결하는 

어말어미 유형( ：-다, -느냐, -구나 등)과 문장

을 종결하는 기호인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

을 기 으로 문장을 단문화한다.

3.2.2 불필요한 의견 제거(Task 2-2)

Task 2-1을 통해 단문화된 결과에 해 분석에 

불필요한 요소들의 패턴을 미리 비하고 이를 단

문과 비교하여 등록된 패턴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

거하는 식으로 분석 상을 걸러낸다. 련 연구

에서 언 했듯이, 문장 내의 감정 요소는 추출한 

요구사항의 의미  분석에 향을 주는 요소이기

는 하나, 본 연구 범 를 벗어나므로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해 불필요한 표 을 제거한다.

첫째, 단문  사용자의 감정 표 ( ：좋아요, 

편하네요 등)과 같은 불필요한 요소들을 걸러낸다. 

둘째, 불필요한 기호와 이모티콘 등이 사용된 것

을 제거한다. 셋째, 연속 자음을 사용한 경우( ：

ㅋㅋㅋ, ㅎㅎ 등)와 연속 모음을 사용한 경우( ：

ㅡㅡ, ㅠㅠ 등)를 제거한다. 넷째, 익명성이 있는 

댓 의 특성상 욕설도 제거한다.

3.2.3 유의미한 사용자 요구사항 추출

(Task 2-3)

불필요한 요소가 제거된 단문 결과 에서, 분

석이 가능한 수 의 단문을 추출한다.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  연구(Choi et al., 2010)에서는 5개 

이상의 문장 성분이 있으면 분석의 효율성이 높다

고 하 다. 그러나, 비정형 인 사용자 의견이라는 

특성상 실제로는 2개 이상의 문장 성분이 존재하

면 분석이 가능한 문장이라고 단하고 이를 유효

한 요구사항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 상 단문에 해 형태소 분석을 실

시하여 한국어 문장 성분을 분리한 후 2개 이상의 

문장 성분으로 구성된 단문을 사용자 요구사항으

로 추출한다

3.3 사용자 요구사항 분류  통합(Act. 3)

본 액티비티에서는 액티비티 2를 통해 1차 정리

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소 트웨어와 시스템 개

선 요구사항으로 분류한다. 이를 해, 체언이나 

용언을 구조 사 에서 정리한 핵심어를 기 으로 

비교하여 분류한다. 분류된 요구사항에 해서 유

사 복된 요구사항은 제거하고 최종 요구사항 목

록을 작성하여 련 이해당사자에게 달한다.

3.3.1 핵심어 추출(Task 3-1)

액티비티 2를 통해 정리된 요구사항은 문장을 

한국어 8품사로 구분하여 단문으로 정형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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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태스크에서는 1차 정리된 문장 에서 체언

과 용언을 소 트웨어 구조사 과 용어사 을 참

고로 하여 핵심어 기반 요구사항 명세로 환하여 

재정리 한다. 정의된 요구사항 명세 에 핵심어

가 포함되면 소 트웨어 련 요구사항이고 아니

면 시스템 련 사항으로 분류한다.

핵심어를 추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차를 

실시한다. 첫째, 체언에 연결된 계언을 삭제함으

로 명사 성분을 식별한다. 둘째, 용언과 사 문장 

성분이 분석된 결과  받침이 분리된 경우에 

하여 이를 정제한다. 셋째, 단어를 수식하는 것으

로 그 기능이 한정되는 수식언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핵심어 분석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3.3.2 사용자 요구사항 분류(Task 3-2)

핵심어를 기반으로 정리된 요구사항 명세를 정

렬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류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차를 실시한다.

첫째, 유사어 는 동의어가 포함된 문장을 제

거하고 재정리한다. 둘째, 정리된 문장은 다시 수

식언과 독립언에 해 용어사 을 참조하여 표

화하여 유사 는 복을 배제한다. 셋째, 소 트

웨어 요구사항으로 분류되지 않은 요구사항을 직

 재검토하여 락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넷째,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 트웨어 범  이외

의 요구사항으로 단하여 시스템 개선과 련된 

요구사항으로 분류 처리한다.

3.3.3 사용자 요구사항 통합 장(Task 3-3)

분류된 사용자 요구사항은 다음의 차를 통해 

최종 으로 련 이해당사자에게 달한다.

첫째, 분류된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복을 제거

하고, 유사한 요구사항인 경우는 통합한다. 이를 

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의 핵심어를 기 으로 각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렬하고 그룹화(grouping)한 

후, 분석가의 직  단과 분석을 통해 복  

유사 요구사항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한다. 둘째, 

정리 분류된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성을 검하

고 통합 장 리를 실시한다. 셋째, 명세화된 사

용자 의견에 하여 이상 유무를 검토한다. 넷째, 

확정된 요구사항은 해당 부서  련 이해 계자

에게 이 하여 실제 개선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안 로세스의 용

본 연구에서 제안한 로세스의 유효성을 검증

하기 하여 분석 상 모바일 앱을, 자도서 컨

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I사 B 자도서 앱, 융거

래서비스를 제공하는 E 융 앱  K사 융 앱, 3

가지로 선정하 다. 

본 연구 주제에 해 실무 으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트래픽 양과 사용자 의견 축 량에 

한 객 인 기 이 수립되지 않은 계로, 일 평

균 량 트래픽 발생 여부(약 10만 건 이상), 운

자의 본 연구 주제에 한 공감과 지원 여부, 사용

자 리뷰  댓 의 축 된 양 등을 고려하여 해당 

모바일 서비스를 선정하 다. 이를 상으로 제안

한 방법을 용하 고, 자동화 가능성과 운 의 

효율성을 검토하 다. 

4.1 Activity 1 용 결과：모바일 앱의 SW 

구조사   용어사  구축

사례 상 모바일 앱의 체 화면  외부 연계

(페이스북, 트 터 등)의 경우나, 웹 페이지 호출

( 로모션 련)의 경우는 제외하 다. 실제로 

상이 된 화면들에 나타난 체 단어들을 추출하고, 

화면의 기능  동작에 련되지 않은 단어들이 

인식되어 육안 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

하 고(Task 1-1 결과), 일부 락된 용어를 보완

하는 등 화면 단 의 용어를 보완하여 추출하 다

(Task 1-2 결과). 이를 기반으로 말뭉치 사 을 

이용하여 동의어  유사어를 추가하여(Task 1-3 

결과), 모바일 앱 소 트웨어 구조사   소 트

웨어 용어사 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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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struction Result of Mobile App’s SW 
Structure and Term Dictionary

Screen Terms Synonyms

Case 1 15 44 32

Case 2 22 112 6

Case 3 18 52 24

구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첫 번째 사례

의 경우, 15개의 화면에 해 44개의 화면 용어(핵

심어)와 32개의 동의어  유사어를 포함하여 76

건의 소 트웨어 용어사 을 구축하 고, 두 번째 

사례의 경우 22개 화면에 해 112개의 용어와 6

개의 유사어를 포함하여 118개의 용어사 을 구축

하 고, 세 번째 사례의 경우, 18개 화면에 해 

52개의 용어와 24개의 유사어를 포함하여 76건의 

소 트웨어 용어사 을 구축하 다.

4.2 Activity 2 용 결과：사용자 의견 추출 

 정제

4.2.1 Task 2-1 용 결과：사용자 의견 수집 

 단문화

태스크의 용 과정은, 우선 사용자 의견 데이

터베이스를 쿼리하여 그 결과를 엑셀 일로 장

하고, 엑셀 목록을 실험자가 직  확인하여 문장

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료들을 목록에서 삭

제했다. 복합 문장이거나 문들을 단문으로 분할 

정리하기 해, 엑셀의 기능을 이용하여 문장 내

의 어말어미 유형과 문장을 종결하는 기호 등을 

기 으로 문장을 분리하여 단문화한 목록을 생성

하 다.

비정형 인 문장 구성으로 인해, 기본 인 문장 

종결 어말어미와 종결기호를 기 으로 한 단문화

는 만족할 만한 수 은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다

양한 형태의 자연어 인 처리를 한 규칙이 부족

한 것으로 단하여 문장 종결 어말어비와 종결 

기호의 추가 보완하여 재시도 한 결과 만족할 만

한 수 으로 <Table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2> Transforming to Simple Sentences from 
User’s Opinions

Raw Data Simple Sentence

Case 1 40 110

Case 2 104 247

Case 3 62 149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수집한 40건의 문장으로부

터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문장으로 분할하여 110건

의 단문이 생성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수집된 104

건의 문장을 단문화한 결과 247건의 단문을 생성

하 고, 세 번째 사례는 62건에서 149건의 단문을 

생성하 다.

4.2.2 Task 2-2 용 결과：불필요한 의견 제거

태스크의 용은 단문화 된 사용자 의견을 상

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하도록 제거 규칙을 

용하고 새로운 문장으로 장하 다. 단문  사용

자의 감정 표 과 같은 불필요한 요소들은 문장 내

에서 삭제하고 기호와 이모티콘 등을 제거했다. 연

속 자음/모음을 사용한 부분도 제거하고 익명성이 

있는 댓 의 특성상 욕설도 제거했다.

실제 사례에서는 불필요한 표 이라고 단할 수 

있는 규칙이 충분하지 않아 제거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 은 아니었다. 불필요한 표 에 해서는 

지속 인 추가를 통해 규칙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불필요한 의견에 해서는 자연어 인 처

리를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상

이 되는 단문 내용  규칙이 될 만한 요소들을 추

가하여 다시 진행하 다. 이에 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110개의 단문화 

의견  64건이 불필요한 의견으로 분류되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247건의 단문화 의견  176

건이 불필요한 의견으로 분류되었고, 세 번째 사

례에서는 149건의 단문화 의견  72건이 불필요

한 의견으로 분류되었다. 표 안의 표시한 비율은 

체 단문화 건수 비 각 이스에 한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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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moval of Unnecessary Opinions

Case
Simple
Emotional
Expression

Simple
Postscript

Simple
Request

Etc Sum

1
35 15 3 11 64

32% 14% 3% 10% 59%

2
87 58 6 25 176

35% 23% 2% 10% 70%

3
25 10 4 33 72

17% 7% 3% 22% 49%

4.2.3 Task 2-3 용 결과：유의미한 사용자 

요구사항 추출

불필요한 의견을 제외하여 필요한 의견이라고 

분류한 단문화 의견에 해서 형태소 분석을 통한 

문장 성분을 분리하고, 2개 미만의 문장 성분으로 

구성된 사용자 의견은 제거하는 기본 규칙을 용

하여 유의미한 사용자 요구사항으로 추출한다. 추

출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 결과의 기  

용을 통해 필터링 된 단문 에서도 의미가 있

는 것으로 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Table 4> Acquisition of Meaningful Requirements

Case
Procedure of Requirement 

Eliciting
(REQ：Requirement)

Result
Ratio of 
Decrease

1

Simple Sentences 110 -

Necessary Opinions 46 58.2%

Meaningful Users’ REQs 29 37.0%

2

Simple Sentences 247 -

Necessary Opinions 71 71.3%

Meaningful Users’ REQs 55 22.5%

3

Simple Sentences 149 -

Necessary Opinions 77 48.3%

Meaningful Users’ REQs 34 55.8%

재 시 에서는 상 데이터가 많지 않은 계

로 이런 경우는 필터링 된 것으로 단하고 진행

하 다. <Table 4>에서 표 한 두 가지 감소 비율

의 의미는, 첫째는, 단문화된 사용자 의견 개수 

비 불필요한 의견 개수의 비율을 의미하고, 둘째

는, 필요한 의견 개수 비 무의미한 사용자 요구

사항 개수의 비율를 의미한다.

4.3 Activity 3 용 결과：사용자 요구사항 

분류  통합 장

유의미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상으로 핵심어 추

출(Task 3-1 결과)과 소 트웨어 구조사   소

트웨어 용어사 과의 비교를 통한 분류 과정을 

거쳤고(Task 3-2 결과), 유사하고 복된 요구사

항을 통합하 다(Task 3-3결과). 비교 분류 과정

은 정형화된 단어 간의 비교이므로 자동화가 가능

한 부분이지만, 요구사항의 유사성과 복성에 

한 단은 사람의 직 인 단에 의존할 수 밖

에 없다. 그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최종 결과 

, 자연어 처리의 불완 함으로 인하여 사 에 

제거하지 못한 무의미한 의견이 포함된 경우가 발

견되어 이 부분은 제거하 다.

   <Table 5> Classifying and Integrating of 
Requirements

Case
Procedure of Classification 

and Integration
(REQ：Requirement)

Result
Ratio of 
Decrease

1
Meaningful User REQs 29 -

Final REQs(SW+System) 22 24.1%

2
Meaningful User REQs 55 -

Final REQs(SW+System) 22 60.0%

3
Meaningful User REQs 34 -

Final REQs(SW+System) 27 20.6%

5. 제안한 방식과 수동 방식과의 
비교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로세스  방법에 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Table 2>의 각 사례

별로 단문화한 결과를 사용하여 수동 방식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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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추출 과정과 제안한 로세스와 방법을 

이용한 반자동화 방식의 추출 과정을 비교 수행하

다.

수동 방식을 수행한 실험자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모바일 애 리 이션에 해 사  지식이 없는 

상태 다. 한, 사용자의 댓  의견으로부터 모바

일 앱의 소 트웨어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을 추

출하는 본 연구의 제안 로세스에 해서도 사  지

식이 없는 상태 으며, 타 모바일 앱의 유지보수 

업무 련 담당자를 상으로 선정하 다.

실험 시작과 함께, 수동방식 실험자에게 제안 

로세스의 활동, 태스크  산출물 양식 등을 설명

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모바일 앱에 해 모바일 앱의 구성, 

주요기능 등에 한 기본사항을 교육하 다. 그 후, 

수동 방식 실험자는 모바일 앱의 화면 분석서를 

작성하고, 소 트웨어 구조사 과 용어사 을 작

성하 다. 그리고, 주어진 사용자 의견 문장을 단

문화하 고, 불필요한 의견을 제거하고 유의미한 

사용자 요구사항 추출하 다. 추출한 요구사항에 

해 다시 요구사항을 분류하고, 복 요구사항 

제거하거나 유사 요구사항 통합하는 과정을 실시

하 다.

본 비교 검증 과정은, 로세스  과정 산출물

에 한 정확한 측정이 목 이 아니라, 사  지식

이 없는 사람에 의한 요구사항 추출 방식에 비해 

반자동화된(일부는 수동, 일부는 툴을 사용) 로

세스의 수행 방식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확

인하는 수 으로만 진행하 다. 실험은 수동 방식 

비 제안 로세스 용시 요구사항 추출  분

류 비율 비교, 수동 방식 비 로세스 용 시 

소요 수행시간 비교, 수동 방식 비 로세스 

용 결과의 내용의 일치성 비교를 실시하 다.

실험자에 의한 요구사항 추출 결과와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로세스를 용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례마다 편차가 존재하나, <Table 6>에서 보듯

이, 소 트웨어 신규 요구사항의 경우 수동 방식 

비 62.5%에서 87.5%의 식별이 가능하고, 소 트

웨어 변경 요구사항의 경우 수동 방식 비 66.7% 

에서 83.3%의 식별이 가능하 다. 그 외 시스템 

개선과 련된 요구사항의 식별 비율 결과는 50% 

～80% 수 이다.

이 결과는, 제한된 수행 환경과 소량의 사례를 

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정확한 효율이라고 단정하

기는 어려우나, 다수의 모바일 애 리 이션과 

량의 사용자 의견을 상으로 제안한 방식의 업무 

처리 차를 용하여 추출된 요구사항이 모바일 

서비스 운 자의 의사결정과 서비스의 질 인 향

상에 보다 효율 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단할 

수 있다.

<Table 6> Ratio of Requirement Eliciting

Case
Classification
(REQ：

Requirement)
Manual Proposed

Ratio of 
Identification

1

Input 110 110 -

SW Change 
REQs

12 10 83.3%

SW New REQs 8 7 87.5%

System REQs 2 1 50.0%

2

Input 247 247 -

SW Change 
REQs

9 6 66.7%

SW New REQs 8 5 62.5%

System REQs 5 4 80.0%

3

Input 149 149 -

SW Change 
REQs

17 13 76.5%

SW New REQs 7 6 85.7%

System REQs 3 2 66.7%

실험자의 수동 방식의 수행 시간 비 제안한 

차  기법을 용한 반자동화 수행 시간의 비교 

결과는 <Table 7>과 같다. 3가지 사례를 통해 수

동 방식의 수행시간 비 제안한 로세스의 반자

동화 수행한 시간이 약 52%에서 70%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사람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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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를 보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사람의 업무 처리 능력 수 에 상 없이 다

수의 애 리 이션과 량의 사용자 의견으로부터 

의미있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과정을 자

동화하기 한 연구이므로, 이러한 시간 감소는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효율 인 운 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단할 수 있다.

<Table 7> Comparison of Elapsed Execution Time

Case Manual Proposed
Ratio of 
Decrease

1 186min. 57min. 69.4%

2 153min. 72min. 52.9%

3 143min. 62min. 56.6%

여기에 실질 으로 실험자가 식별한 요구사항과 

제안한 로세스를 통해 식별한 요구사항이 내용

인 일치성을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8>와 같다.

<Table 8> Semantic Analysis of Requirements

Case Classification Human Agreement
Ratio of 
Agreement

1

SW Change REQs 12 7 58.3%

SW New REQs 8 4 50.0%

System REQs 2 0 0%

2

SW Change REQs 9 4 44.4%

SW New REQs 8 3 37.5%

System REQs 5 2 40.0%

3

SW Change REQs 17 6 35.3%

SW New REQs 7 1 14.3%

System REQs 3 1 33.3%

사람이 추출하고 식별한 요구사항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결과를 통해 

일치율이 좋다 나쁘다의 단은 무의미하다. 다만, 

숙련된 문가가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수 에 이

르도록 로세스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방법상

의 규칙  기법을 보완을 통해 자동화 업무의 효

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6. 결  론

6.1 연구의 요약  의의

모바일 애 리 이션의 다양한 사용자 의견을 수

용하여 소 트웨어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사용

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량의 사용자 의견을 소 트웨어  

시스템 개선에 반 하기 한 요구사항을 추출하

는 로세스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로세스  방법의 자동화 가능성과 유

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제한된 실험 환경 하에서 

각 과정을 반자동화 방식과 수작업에 의한 방법으

로 처리해 보았다.

그 결과, 요청되는 정 도에 따라 자동화의 수

은 차이가 있겠지만, 운 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수

동 방식 비 최  87% 정도로 추출이 가능하며 

최  70%의 수행시간이 감소하여 효율 인 요구사

항의 추출이 가능함을 보 으며, 사람이 직  추출

한 요구사항과의 내용 일치성 비교 측면에서도 

재 수 에서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람의 업무 숙련도와 경험에 계없이, 

다수의 애 리 이션과 량의 사용자 의견으로부

터 소 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과

정을 자동화하기 한 기반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

6.2 연구의 시사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로세스  방법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체계 인 요구사항 추출 

기법을 연구하기 해서 응용 아키텍처에 한 근

본 인 설계 반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

비스 개시 이후에 축 되는 비정형 인 사용자의 

의견을 심으로 개선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시도

를 했지만, 이와 더불어, 응용 아키텍처 내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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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개시 이후 발생하는 개선사항을 정형 이고 지

속 으로 수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근본 인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업 실무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근 방

식으로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을, 실제 운  시스

템에 반 하기 한 방안이 필요하다. 업 실무

자들은 도출된 요구사항에 한 직 인 이해당

사자로서 실무에 반 하기 한 요구사항의 우선

순 화, 각 요구사항의 성격에 따른 근 방식의 

선택, 서비스의 운 리 향도에 따른 비용 인 

가치 부여 등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서

비스 개시 이후에 나타나는 운 상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계  분석이 용이하도

록 정확한 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6.3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례는, 제한된 수행 환경

과 자료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명쾌하게 문제

를 해결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추가 이고 집

인 보완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우선, 상 모바일 서비스의 선정에 있어서 실

험의 자료가 되는 사용자 의견의 축 량을 기본

인 선정 기 으로 삼았으나, 사용자, 활용 도메인, 

분류 체계 등 선정 기 을 보다 다양화하고 객

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형 인 한국어 문장을 다루는 연구이므로, 

자연어 특히 한국어 처리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련 처리 방법을 한 규칙  

기 에 한 련 연구가 추가 되어야 한다.

제안한 차 에 감정 표 이나 기호, 이모티

콘, 연속자음/모음 등은 불필요한 표 으로 제거하

으나, 사용자들이 해당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

면서 느끼는 정성  는 감성  반응일 수 있으

므로,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 인 요소들

을 추출한 요구사항의 의미에 부가 으로 부여하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 앱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모

바일 앱에 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에, 별표

(Star-Rating)를 통해 호감도를 입력하는 기능을 제

공하는 앱의 경우에 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요구사항 추출 로세스와 함께, 추출된 요구사

항에 한 민감도와 우선순 를 시스템 으로 부

여하는 연구를 추가한다면, 모바일 서비스 실무자

들이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체

계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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