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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구사항에 한 우선순 는 릴리즈 랜을 한 핵심  활동이기 때문에 요구공학에서 특히, 오  시장(Open Market)을 고객으로 하는 시

장 주도형 제품개발에 있어서 요하다. 한, 요구사항 우선순 는 주어진 요구사항 간의 상호의존 계를 바탕으로 로세스 모델, 제품 종류 

 우선순  로세스에 한 경험 등을 사 에 고려하여 우선순 화를 한 방법과  등을 선택하는 활동이 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

들은 요구사항간의 상호의존 계를 정  계만 고려하 고, 고려된 들이 비용/가치 등으로 한정 이고 체계 인 우선순  로세스를 제

공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순 화를 한 모델을 설계하고 개발 제품의 목표와 조직에 합하도록 우선순  방법과  등

을 선택할 수 있는 응  요구사항 우선순  기법  로세스를 제안한다. 특히, 요구사항간의 정 /동  상호의존 계 유형을 정의하고, 다

양한 에 의한 우선순 화를 통해 릴리즈 랜의 완성도를 높 다. 이로써 상호의존 계  다양한 을 고려한 우선순  모델기반의 체

계 인 우선순  로세스를 정립하여 유연하고 충족스러운 우선순 화와 릴리즈 랜을 통하여 합리 으로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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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ority of requirement is important because the priority is a critical activity of release plan especially in software development 

which has an open market customer. Also, it is important for stakeholders to select a method and aspects to prioritize requirements. The 

selection is based on the organizational experience of a priority process, the process model of the product, goals and a type of products, 

and dependencies between requirements. But, the current researches considered only static dependency between requirements and did not 

suggest a systematic priority process. In addition, the current researches only suggest limited aspects to prioritize requirements, such as 

cost and valu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adjustable priority process based on a priority model to select a method and aspects for 

the suitable priority for product and organization. Especially, this paper enhances the completeness of a release plan by a definition of 

static and dynamic dependency types between requirements. This paper suggests a priority model, which considers the dependencies 

between requirement and various viewpoint of software development. Based on the priority model, the paper suggests a systematic priority 

process to promote reasonable decisions to the priority and release plan of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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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요구사항 분석 단계의 다양한 활동 에 특히 추출된 요구

사항을 우선순 화하여 릴리즈 랜(release plan)을 수립하

는 활동의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패키지 소 트

웨어 시장의 등장으로 시장 주도형 소 트웨어 개발(Market 

Driven Software Development)에 한 심이 고객 지향 소

    ※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  회 원 :고려 학교 컴퓨터‧ 통신공학과 석사과정
    ††  회 원 :고려 학교 컴퓨터‧ 통신공학과 박사과정
  †††정 회 원 :경북 학교 소 트웨어공학과 조교수
††††종신회원:고려 학교 컴퓨터‧ 통신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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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개발(Customer Specific Software Development)에 

비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1]. 그에 따라 패키지 소 트

웨어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반복 이고 증 인 소 트웨

어 개발 로세스에서 후보 요구사항에 해 반복(iteration) 별

로 어떤 휘처(feature)를 구 할 지 결정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릴리즈 랜이 시장 주도형 요구 공학(Market Driven 

Requirement Engineering)에서 가장 요한 활동 의 하나

가 되고 있다. 요구사항을 우선순 화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로젝트의 자원으로 일정 안에 소 트웨어 제품을 

출시하기 함이다[2]. 즉,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시간의 제

약으로 인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여러 릴리즈로 분산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우

선순 와 릴리즈 랜의 요성이 차 증가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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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t
Market-driven 

Development

Customer-specific 

Development

Main 

Stakeholders
Developing Organization

Customer 

Organization 

Users
Unknown, may not exist until 

product is on market
Known or identifiable

Requirements 

Conception

Invented(by market pull or 

technology push)

Elicited, analyzed, 

validated

Lifecycle
Several release as long as 

there is a market demand

One release, then 

maintenance

Specific RE 

issues

Steady stream of requirements, 

prioritization, cost estimating, 

release planning

Elicitation, modeling, 

validation,

conflict resolution

Primary Goal Time-to-Market
Compliance to 

specification

<표 1> 시장 주도형 개발과 고객 지향 개발 특징 비교[4]

우선순 와 릴리즈 랜 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요구사항간의 상호의존 계를 고려하고 한, 

우선순 에 한 방법(Methods)과 (Aspects) 등을 소

트웨어 개발 제품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릴

리즈 랜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 련된 기존 연구를 크

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첫째는 우선순 에 을 

둔 연구들[3-9]이다. 이들은 각 연구별로 개별 인 우선순  

방법론을 제안하며 특정 만을 고려토록 하여 요구사항 

우선순  에 한 선택의 여지가 부족하다. 한, 각기 

상이한 우선순  로세스를 갖고 있으며 요구사항이 상호 

독립 이라는 가정하에 상호의존 계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한 개의 릴리즈에 제한되어 우선순  계획을 수

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릴리즈 랜에 을 맞춘 연구

들[10-15]이다. 이들 연구는 요구사항간 는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요구사항간의 정  상호의존 계  향 분석에 

심을 갖고 릴리즈 랜을 생성하는 방법 는, 수학  

측을 기반으로 개발 역량과 요구사항을 비교함으로 릴리즈 

랜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

법들의 공통 은 릴리즈 랜 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우

선순  방법이 체계 이지 못하고 그 이 비용, 가치, 

요도, 험 등으로 제한 이라는 문제 을 갖고 있어 충족

스러운 우선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기존 

연구는 요구사항간의 정 /동  상호의존 계와 다양한 

이 결합된 일원화된 우선순  로세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릴리즈 랜의 핵심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에 해 제품 상황에 한 

을 선정하여 우선순 화하며 요구 휘처간의 상호의존 

계의 정의  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

러한 것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 트웨어 개발 제품의 다양한 상황

에 응 으로 요구사항 우선순  기법을 용하여 릴리즈 

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법과 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  로세스를 제시한다. 먼 , 우선순 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하여 우선순 를 

한 모델을 설계하고, 요구사항 간의 상호의존 계는 정

 계에 동  계를 추가하여 4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우선순 화 하기 해 기존의 다양한 우선순  방법의 특징

을 이해하여 개발 조직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제품의 개발 목표에 기반하여 요구사항 우선순 의 을 

우선순  모델을 기반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선정된 에 

한 가 치를 부여하고, 우선순 화에 참여할 이해 계

자를 확정하며, 별 기 을 명확히 정의한 후 우선순

화를 실시한다. 이로써 개발 제품과 조직에 응 이고 유

연한 요구사항 우선순  로세스를 정립하여 좀 더 충족할 

만한 우선순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련연구로 

시장 주도형 제품 개발의 특징에 해 설명하며, 우선순

와 릴리즈 랜  상호의존 계에 한 기존 연구의 장단

을 비교 분석한다. 3장은 릴리즈 랜에 한 체 우선

순 화 로세스를 제시하며, 4장에서는 요구사항 우선순

를 한 모델을 설계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한 응  요구

사항 우선순  기법과 상호의존 계 종류를 정의한다. 5장

에서는 핸드폰 소 트웨어 개발에 본 논문의 제안을 용하

고 그에 한 분석  평가를 실시하며,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  향후 과제를 기술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시장 주도형 소 트웨어 제품 개발 의 

요구공학과 반복 증  개발방법론이 요구사항 우선순 와 

릴리즈 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

보며, 기존의 우선순 와 릴리즈 랜 기법에 해 비교 분

석하고 끝으로 기존 연구된 상호의존 계 유형에 해 기

술한다.

2.1 시장 주도형 요구공학과 반복 증  개발

시장 주도형 요구공학과 고객 지향 요구공학의 특징을 

<표 1>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고객 지향 

개발 제품의 고객은 주로 군, 정부와 같은 거  조직인 경

우가 많은 반면, 시장 주도형 제품은 개 오  시장을 

상으로 한다. 시장 주도형 요구 공학의 특징은 여러 연속

인 릴리즈를가진 생명주기(Life Cycle)를 갖게 되고 시장이 

있는 한 지속된다는 것으로 릴리즈 랜이 요한 활동이 

된다. 고객 지향 제품의 요구공학은 상과 갈등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시장 주도형 요구 공학은 우선순

, 비용 측  릴리즈 랜에 좀 더 집 하며 이러한 활

동은 개발 조직에 의해 부분 이루어지며 요구사항이 매우 

많고 지속 으로 증가한다[16]. 

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반복 증  개발에서 릴리즈 

랜  우선순  추출기법이 가져야 할 특징은 첫째, 신 

기술, 아키텍처 련 험, 요 요구사항의 락  성능과 

계된 험의 축소가 반복 계획의 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 반복에서 심각한 험은 제거 는 완화되어야 함

으로 기 반복에 험이 크거나 는 아키텍처와 연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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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actor

릴리즈 랜 심 기법 우선순  심 기법

EMFEM IFM EVOLVE
Cost-Value

Diagram
$100 Test

Wiegers’

Method

Numerical

Assignments

Planning

Game
Ranking

Stakeholders

Developer, 

Project

Manager

All Major

Stakeholders

All Major

Stakeholders

Project

Manager,

Customers,

Users

All Major

Stakeholders

Project

Manager,

Customer,

Developer

All Major

Stakeholders

Customer,

Developer

One

Stakeholder

Aspects Effort

Cost,

Time-to-

Market

Business

 Value,

Urgency

Cost,

Value
Importance

Value, 

Cost,

Risk

Importance

Importance,

Cost,

Risk

Importance

Method
No 

Defined
Heuristics

Optimization

heuristics
AHP

Cumulative

Voting

Absolute

value

Absolute

value

Sorting to 3 

Categories by

 customer,

developer

Ordering

Scales None Ordinal Ordinal Ratio Ratio Ratio Ordinal Ordinal Ordinal

Dependency None Precedence
Coupling, 

Precedenc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표 2> 릴리즈 랜과 우선순  기법 특징 비교

요구사항을 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요구사항의 선후 

계에 따라 우선순 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17], 셋째로

는 특정한 릴리즈에서 구 하기 해 선택된 요구사항은 하

나의 완 한 요구사항의 집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

호의존 계 에서 나 어진 각 요구사항 집합 간에는 

가능한 서로 독립 이어야 하고 각각 릴리즈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상호의존 계를 가진 요구사항들은 험을 최

소화하고 구 을 쉽게 하기 해 동일한 릴리즈로 스  

되어야 한다[5].

2.2 우선순 와 릴리즈 랜 

요구사항 우선순 화란 모든 요구사항의 요성은 동등하

지 않으며, 이해 계자 사이에서도 가치와 요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제한된 로젝트 자원으로 정해진 

일정에 소 트웨어 제품을 릴리즈하기 한 방법으로 요구

사항에 해 요도 는 구  순서 등에 따라 우선순 화 

하는 것을 말한다[2]. 한, 릴리즈 랜이란 시장 주도형 요

구 공학에서 시장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해 요구사항 우선

순 와 자원 측을 기반으로 연속 인 제품 출시를 해 

휘처를 어떤 릴리즈에 할당할지 의사 결정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8].

우선순 와 릴리즈 랜 기법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는데 릴리즈 랜에 심을 두거나, 단순히 요구사항

을 우선순 화하여 선택하는 기법에 을 두고 있으며 

표  기존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 Estimation-Based Management Framework for En-

hancive Maintenance (EMFEM)1) [10]

� Incremental Funding Method(IFM) [11][12]

� Evolutionary and iterative approach (EVOLVE) [13]

� Cost-Value Diagram [6]

1) 이 약어는 단지 편의를 해 사용된 것이며 최 에 그와 같이 명

명된 것은 아니다.

� $100 Test [4]

� Wiegers’ Method [7]

� Numerical Assignments [8][19]

� Planning Game [9]

� Ranking [4]

<표 2>는 기존에 연구된 릴리즈 랜과 우선순  기법들

에 해서 상호의존 계를 다루고 있는지, 우선순 화에 

해서는 어떤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며 우선순  방법, 

  스 일(Scale)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 으

며, 일부 내용은 [14]를 참조하 다. <표 2>에서 보듯이 릴

리즈 랜에 심을 두고있는 기법들은 우선 순  방법이 

경험에 의존하거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상호의

존 계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정  상호의존 계만을 

일부 다루고 있다. 반면에 요구사항 우선순 에 을 맞

춘 기법들은 상호의존 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우선순

를 한  역시 소 트웨어 개발 제품의 목표  다양

한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한 형태의 우선순  을 

정하고 있다. 

2.3 상호의존 계

상호의존 계란 요구사항간 는 구 된 시스템과 새로

운 휘처간의 기능 측면의 정 , 동  상호의존 계를 말하

며, 요구사항에 한 우선 순 는 증  개발 계획에서 

요한 활동이지만 요구사항이 상호 연 되어 있기 때문에 우

선 순  기반만으로 일정을 생성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

으로 요구사항 에 20%만이 다른 요구사항에 독립 이라

고 한다[15]. 이런 배경에서 릴리즈 랜 즉, 특정 릴리즈에 

구 할 요구사항을 선택하는 것은 상호의존 계의 에

서 보면 요구사항 휘처의 집합을 분할하는데 있어 그 릴리

즈간에 최소의 상호의존 계가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기존 릴리즈 랜 련 연구에서 상호의존 계 종류로는 

연결(Coupling)과 선후 계(Precedence)의 정  상호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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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만을 고려하고 있으며[13], 릴리즈 랜과 계없이 요

구사항 는 휘처간의 상호의존 계에 한 연구는 제품계

열(Product Line), 설계 등 다양한 에서 이 지고 있는

데[20-25], 이 연구들과 릴리즈 랜에서 다루고 있는 상호

의존 계를 정 , 동 , 가치 상호의존 계(Static, 

Dynamic, Value dependency)와 같이 세 종류로 나 어 볼 

수 있다.

� 정  상호의존 계는 휘처들 사이에 고유하게 존재하

는 계로 계층 구조화된 벨 상에서 휘처간의 의존 

계로 부모-자식과 같은 구조  계를 의미한다. 구

 측면에 있어 선후 계  요구사항 간에 불일치

(Inconsistency)와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거나, 하나

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 다른 요구사항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계가 존재한다.

� 동  상호의존 계는 동작 운  시에 휘처들 사이에 

연동되는 의존 계로 계층 구조화된 휘처에서 서로 다

른 벨에서 나타나며 순차 으로 는 동시에 동작 

운 되는 계로 하나의 휘처가 다른 휘처에 의해 

향을 받아 상태, 행 , 데이터, 코드 등이 변경되는 

계를 의미한다.

� 가치 상호의존 계는 하나의 휘처가 다른 휘처의 가

치나 비용을 증감시키는 계로[23] 릴리즈 랜 

에서 요구사항 는 휘처간의 상호의존 계 종류로 

보기보다는 제품기획 는 략 측면에서의 우선 순  

는 트리아게(Triage)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되는 계이다.

요구 공학에서 피하기 어려운 10가지 함정 의 하나가 

‘요구사항에 해 우선순 화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26] 할 

정도로 요한 활동임에도 Ad hoc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기존에 우선순 와 릴리즈 랜에 련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요구사항간에 정  상호의존 계만을 고려하

고 있으며 개발 제품과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  방

법과  등을 선택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주도형 

소 트웨어 제품의 요구사항은 지속 으로 추출 반 되며 제

품을 기에 출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 반복에 험을 최소

화시킬 수 있도록 우선순 화  릴리즈 랜되어야 한다. 

3. 릴리즈 랜 로세스

본 논문은 요구사항 우선순 에 향을 주는 이해 계자, 

개발 제품의 목표, 유형  제품 개발 방법론에 따라 일원

화된 응  요구사항 우선순  기법을 기반으로 릴리즈 

랜 로세스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를 해, 우선순 를 

부여함에 있어 선택 이고 별 가 치를 부여하는 기법

을 용한다. 제시하는 로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우선순  모델을 통한 근

- 요구사항의 우선순 에 계하고 향을 주는 요소

들을 설계하여 이에 기반한 우선순  로세스를 구

축한다.

- 우선순  련 요소를 모델화하여 가변  우선순  

요소 등의 확장  근이 용이하다.

� 다양한 향 요소를 고려한 우선순 화

- 개발 조직의 경험, 요구사항의 규모, 개발 제품의 목

표, 애 리 이션 유형, 개발 방법론 등 다양한 향 

요소와 특성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충족스러운 우선

순 화를 실시한다.

- 비즈니스/고객/개발 을 기반으로 응용의 별

로 응 인 우선순 화를 할 수 있다. 

� 요구사항 간의 정   동  상호의존 계 분석 

- 요구사항 간의 계는 정 인 계 즉, 구조  계

만이 아닌 동작 운  시에 상호 연동되는 계 역

시 존재하기 때문에 동  상호의존 계 분석을 사

용한다.

- 동  상호의존 계에 있는 휘처의 바인딩을 통해 

릴리즈별로 기능 결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시장 주도형 소 트웨어 제품 개발의 가장 요한 요소는 

기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릴리즈 랜 의 목

은 정해진 출시 일정에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고객에게 최

의 가치를  수 있도록 많은 후보 요구사항들로부터 우선

순 화를 통해 최 의 요구사항을 선정하는 것이다[27]. 그를 

해 요구사항 추출부터 릴리즈 랜 생성까지의 로세스를 

(그림 1)과 같이 제안하며 특히, 응  요구사항 우선순  

기법(PA6)은 본 논문을 통해 정립한 로세스로 요구사항 

우선순  모델을 활용한다. 요구사항 추출(PA1)부터 상호의

존 계 정의(PA4) 는, 우선순  방법 선택(PA61)과  

선택  가 치 부여 (PA62)단계와 같이 수행 과정  결과

에 따라 상  단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1 요구사항 추출 (PA1: Process Activity 1) 

시장 주도형 제품 개발에서 요구사항의 추출은 통 인 

요구사항 추출 방법과 차이가 있다. 소 트웨어 제품이 시

장에 최 로 출시되기 이 에는 명확한 사용자 는 고객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잠재 인 고객이 있을 뿐이다. 따라

서 최 에는 제품의 략  목 에 기반하여 련 조직에 

의해 요구사항은 만들어 진다. 통 으로 사용되는 요구사

항 추출 기법이 하지 않으며 일반 으로는 시장 주도형 

요구공학에서는 시장조사가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된다. 시

장에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는 기술보고서, 결 보고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구사항이 지속 으로 추출된다[27].

3.2 요구사항 계층 구조화 (PA2)

추출된 요구사항을 그룹핑  체계화하여 상 수 에서 

하 수 으로, 체에서 부분으로 계층 으로 구조화하는 것

은 구 할 체 시스템을 표 하는데 효과 인 방법이다. 기

본 인 방법으로 Affinity Diagram 는 KJ(Kawakita Jiro)

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28] 가장 일반화된 요구사항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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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릴리즈 랜의 응  우선순 화 로세스

벨에 치하게 되며 가장 구체 인 요구사항이 하 벨

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개발할 체 시스템의 모

습과 고객 요구사항이 구체 으로 무엇인지에 해 명확하

게 이해하게 된다. 한, 다양한 이해 계자들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요구사항간의 모순, 갈등 는 일 성이 결여되

는 부분을 악, 제거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3.3 휘처 식별 (PA3)

요구사항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   하나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것과 추상화 벨이 상이함에 따른 

우선순 화, 상호의존 계  자원 측 등을 수행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 

릴리즈 랜 로세스를 설계하는데 있어 기본 인 개체로

서 개별 인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고 휘처를 사용하도록 한

다[20,29]. 여기서 사용할 휘처라는 용어의 정의는 이해 계

자의 에서 강하게 연결된 요구사항의 집합[22], 는 결

합력 있는 식별 가능한 기능 유닛(Unit)으로 표 되는 개별 

요구사항의 집합화로 정의할 수 있다[30].

휘처에 한 개념  휘처에 한 식별방법에 한 것은 

[30-35]를 참고하도록 하며, 이하 논문에서 사용되는 ‘요구

사항’, ‘요구 휘처’는 ‘휘처’와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도록 한다.

3.4 상호의존 계 정의 (PA4)

2.3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릴리즈 랜에서 가장 핵심

인 요소 의 하나가 바로 휘처간에, 는 기존 시스템과 

새로 요구된 휘처간의 상호의존 계를 악하여 릴리즈 

랜에 반 하는 것이다. [34]에 의하면 릴리즈 랜을 실시하

면서 겪는 어려움에 한 설문 조사 결과 요구사항에 한 상

호의존 계에 한 만족할 만한 체상을 얻을 수 있는 쉬

운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받기도 하 다.

상호의존 계를 확인하기 해서는 악하고자 하는 

계 종류를 정의하고 휘처간의 어떤 계가 있는지 상호 비

교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이다. 이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계 종류에 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휘처간의 상호의존 계

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지만 릴리즈 랜 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계 유형을 식별하여 정의하는 것이 요하

다. 둘째, 복잡한 형 시스템 개발의 경우에 휘처의 수가 

많아서 확장성(Scalability)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상호 비교의 수를 일 수 있는 방법은 상호의존 

계가 단히 많은 휘처를 먼  식별하여 이 휘처를 심으

로 상호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5]에서 20%의 요구사항

이 상호의존 계 체의 67～79%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있

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 련 연구를 기반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상호의존 계 종류에 한 내용은 4.3 에서 세부

으로 다룬다. 

3.5 자원 측 (PA5) 

자원을 측하는 것은 소 트웨어 공학의 기부터 요

한 이슈 의 하나이며, 특히 요구사항 단계에서 측을 하

고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

한 자원에 한 추정이 없이는 계획을 한 바탕을 제공

할 수 없으므로 한 측 방법의 선택과 지속 인 측 

훈련을 통해 정확도를 올리는 것이 요하다. 

3.6 응  요구사항 우선순  (PA6) 

요구사항에 한 우선 순 화는 요구 공학에서 특히, 시

장 주도형 제품 개발에서 상호의존 계와 함께 요한 활

동 의 하나이다. 우선 순 화를 해 기존 우선순  방법

에 한 이해와 제품과 조직의 특징 등에 따라 우선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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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요구사항 우선순  모델

법과 을 선택하며 그에 해 한 가 치를 부여하고, 

활동에 참여할 이해 계자를 확정한 다음  별 기 을 

명확히 정의하게 된다. 응  요구사항 우선순  로세스

에[36] 해서는 4.2 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

3.7 릴리즈 랜 생성 (PA7) 

릴리즈 랜의 일반 인 목 은 많은 후보 요구사항으로

부터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정해진 출시 일정 안에 제품

의 목표 달성  고객에게 가치를 최 화할 수 있는 요구사

항의 집합을 선택하는 것으로 매우 복잡한 활동이다. 릴리

즈 랜을 생성하는 이 단계에서는 앞 로세스에서의 결과

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등 략  측면에서 결정된 릴리즈

별 출시 일정이 함께 고려되어 각 릴리즈별로 구  되어야 

할 휘처를 선정하게 된다. 상호의존 계, 요구사항 우선순

  출시 일정 등 제약 사항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의 릴

리즈 랜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로젝트 리자와 

요구분석가가 험 측면 는 자원의 효율  사용 등을 검

토하여 결정하게 된다[12].

4. 우선순  모델 기반 응  요구사항 우선순  

로세스

본 장에서는 요구사항 우선순  모델의 내용에 해 기술

한 이후에, 그에 기반한 응  요구사항 우선 순  로세

스와 상호의존 계 종류를 기술한다.

4.1 우선순  모델

요구 휘처에 한 우선순 화는 시장 주도형 소 트웨어 

개발에서 요한 활동 의 하나로 다양한 이해 계자의 

에 따라 요도, 긴 도, 험 등과 같은 에 기반하여 

요구 휘처에 해 순 를 매기거나 요 정도를 나타내는 

활동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2.2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 인 요구사항 우선순  기법과 기법간의 비교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우선순  반에 해 다루

는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35,37], 우선순 화 이 에 개

발 제품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유연성을 갖고 우선순  

과 방법 등을 선택 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요구사항 우선순  

방법으로부터 구성요소를 추출, 계성을 식별하여 (그림 2)

와 같이 요구사항 우선순  모델을 설계하여 방법과  등

을 제품 상황에 합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우

선순  모델은 기법(Techniques), 상호의존 계(Dependency), 

이해 계자(Stakeholders), 요구사항(Requirements), 로세

스 모델(Process Model), 제품 목표(Product Goals), 제품 

종류(Product Types), 평가 요소(Evaluation Factors)로 구

분되어 있으며, 각 요소에 해 우선순  시에 향을 주는 

특징에 해 아래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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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우선순  기법(Techniques)

요구사항 우선순  기법은 방법과 으로 나  수 있으

며 요구사항, 로세스 모델, 제품 종류  목표, 조직의 경

험에 따라 한 방법과 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 , 이러한 우선순  방법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

은 어떤 척도(Scale)와 우선순  을 사용하는가 이다. 

그 척도에는 명목(ordinal)과 비율(Ratio) 척도로 나  수 

있으며, 명목 척도는 숫자 간격의 크고 작음에는 의미가 

없으며 숫자의 순서에만 의미가 있게 된다. 표 인 방법

으로 Numerical Assignment, Planning Game등이 있다. 비

율척도는 숫자의 간격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지만,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이 척도로 구분되는 표 인 

방법으로 AHP법에 기반한 비용-가치 다이어그램(Cost- 

Value Diagram), $100 테스트, Wiegers' Method 등이 있

다[38]. 이러한 척도에 한 이해와 더불어 우선순  기법

의 장단 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방법 선택에 있어 

요하다.

요구 휘처를 우선순 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들 

에서 어떤 기 에 의해 선택된 으로 순 화하여야 한

다. 개발 제품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 임으로 다양한 을 체계화하기 

해 우선순  모델에서는 비즈니스, 고객, 개발의 세 가지의 

뷰(View)로 을 모델링 함으로써 개발 제품의 목표에 부

합하는 을 선택한다. 

� 비즈니스 (BA: Business Aspects)은 사업의 

에서 요구사항에 해 우선순 화하는데 있어 가질 수 

있는 으로 략 /재정  이득에 향을 주는 정도

와 같은 비즈니스 가치, 긴 도, 개발 비용과 시간, 법

 의무, 시장 험  경쟁사 황(기능보유/개발) 등

이 될 수 있다. 

� 고객 (CA: Customer Aspects)은 고객의 요도와 

사용 빈도와 같이 사용자 을 말한다.

� 개발 (DA: Development Aspects)은 개발자의 

에서 심이 가는 인자들로 난이도, 요구사항 안정

도, 아키텍처 향도, 재 사용성 등의 을 말한다. 

4.1.2 상호의존 계(dependency)

많은 연구 결과 요구사항 각각은 독립 이지 않으며, 그

들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상호의존 계가 있다는 것이 알

려져 있다[22]. 2.3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그 종류는 크게 

정 , 동  상호의존 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존 기법에

서는 동  상호의존 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4.1.3 이해 계자(Stakeholders)

이해 계자는 우선순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이

다. 요구사항에 해 가 어떤 입장으로 선택된 에 

해 선호도를 갖느냐가 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해 계

자는 새로운 시스템 는 애 리 이션의 구 에 의해 실질

으로 향을 받는 사람 는 조직을 말한다[31].

우선순 화를 해 이해 계자를 우선순  에 응하

도록 비즈니스 역(Business Area), 고객 역(Customer 

Area)  개발 역(Development Area)의 3가지 뷰(View)

로 분류하 다. 비즈니스 역의 이해 계자는 수익과 략

 측면에, 고객 역의 이해 계자는 제품 사용자의 가치

에 그리고, 개발은 기술 이 부분에 주로 심을 갖는다. 

4.1.4 요구사항(Requirements)

요구사항의 규모, 추상화 수   종류가 우선순  방법 

선택에 향을 주는 인자로 볼 수 있다[39]. 추상화 수 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요구사항의 숫자와 그 복잡도

에 달려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층 구조화를 

통한 휘처 도출이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요구사항의 종

류 역시 우선순 에 향을  수 있으며 특히, 비 기능 요

구사항 는 제약사항에 한 우선순 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한 연구는 비교  수행되지 않은 역이지만 차 비

기능  요구사항이 요해 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4.1.5 로세스 모델(Process Model)

로세스 모델은 릴리즈 랜의 범   릴리즈 일정 수

립에 향을  수 있다. 로세스 모델이 폭포수 모델이라

면, 하나의 릴리즈 랜 만 수립되게 되며 정해진 출시 일

정에 맞추기 어려운 우선순 가 낮은 요구사항에 해서는 

고객 는 내부  상이 주요 이슈가 된다. 진화  개발 

모델이라면 하나 이상의 릴리즈 랜이 수립되게 될 것이며, 

기존 컴포 트의 재사용, 수정 는 기존 구  시스템과의 

향을 고려해야 한다.

4.1.6 제품 목표(Product Goals)

소 트웨어 제품 개발의 목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림 

2) 요구사항 우선순  모델에서와 같이 일반 으로 상품 인

지도(Product Recognition), 품질 경쟁력과 제품 구색

(Quality Competitive & Product Line Up), 신규기능 개발

과 시장 유율(New Function & Market Share)  가격 

경쟁력(Cost Competitive)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

다. 이것은 우선순 를 한 , 즉 무엇에 기 을 두고 

순 화할 것인가에 향을 다. 

4.1.7 제품 종류(Product Types)

소 트웨어 제품 종류를 임베디드, 패키지, IT서비스  

디지털 콘텐트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 제품이 임베디드 소

트웨어 제품이라면 하드웨어 련 요구사항  그에 한 

일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패키지 소 트웨어라면 시장 

주도형 제품이기 때문에 우선순 , 비용 측  릴리즈 

랜이 요한 활동이 된다. IT 서비스  디지털 콘텐트 제

품은 고객 지향 제품으로 상과 갈등의 해결이 우선순 보

다 요한 활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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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actor

Cost-Value

Diagram
$100 Test

Wiegers’

Method

Numerical

Assignments

Planning

Game
Ranking

Prioritization

Time Consuming 1 3 3 3 5 3

Ease Of Use 1 3 3 5 5 3

Informative 5 5 5 3 3 3

Scalability 1 3 3 5 5 5

Stakeholder Involvement 3 5 3 5 5 1

Fault Tolerance 5 1 1 1 1 1

Common Tool Support 3 1 1 1 1 1

[범례] 5: 매우 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 미흡

<표 3> 기존 우선 순  기법 평가

4.1.8 평가 요소(Evaluation Factors)

평가 요소는 요구사항 우선순 에 직 인 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우선순  방법을 선택하기 해 방법을 상

호 비교할 때에 필요한 요소이다. 다양하게 제안된 기법들

에 해 비교 평가를 수행한 연구들에서 사용한 평가 요소

들이다[3,4,40-43]. 평가 요소 별 객  기 이 정의되어 있

지는 않으며 우선순 에 소요되는 시간 (Time Consuming), 

편의성(Ease Of Use), 정보량 (Informative) 등이 있다.

4.2 응  요구사항 우선순  로세스

3장 (그림 1)의 응  요구사항 우선순 화 로세스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순  모델을 활용하여 먼  우선순

 방법과 을 선택하여 가 치를 부여한 후 참여할 이

해 계자를 확정하며 수 부여 기 을 명확히 하는 활동

이 응  요구사항 우선순  로세스의 핵심  활동이다. 

(그림 2)의 요구사항 우선순  모델은 기존 우선순  기법

들의 구성요소와 요구사항 우선순 화를 해 고려해야 하

는 요소들과 그 계를 식별하여 설계하 다. 따라서, 우선

순 를 수행할 때 제안된 우선순  모델을 활용하여 개발한 

소 트웨어 제품에 합한 새로운 우선순  기법을 설계하

여 수행할 수 있다. 

4.2.1 방법 선택 (PA61)

요구사항 우선순  방법 선정을 해서는 첫째, 기존 우

선순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둘째, 개발  조직의 우선

순  용 경험을 고려하며, 마지막으로 개발 로젝트의 

규모 즉,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어떠한 우선순  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방법 

선정에 향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선정한 이 기존 

기법과 동일하다면 그 기법 그 로를 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법과 의 선택은 상호 

향을 주게 됨으로 순차 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1st 선정기 ) 우선순  방법의 특징 이해 

2.2 에서 우선순  방법들에 해서는 간단히 특징 는 

장단 을 소개하 다. 우선순  모델의 평가요소  직

인 우선순  활동과 별도로 수행되는 활동 련 평가 요소

인 상호의존 계 고려(Consider Interdependency)와 릴리즈 

범 (Release Scope)는 제외하도록 하며, 정확도(Accuracy)

에 한 평가는 쉽지 않고, 참고 할 비교 실험에 한 연구

가 부족하여 정보량(Informative)과 비례할 것으로 추정되어 

제외하여 아래의 7개 인자로 기존 비교 연구를 참고하여[3,

4, 40-43] 우선순  심 기법 6개에 해 <표 3>과 같이 

평가를 하 다. 평가의 입자성(Granularity)은 높지 않으나 

우선순  방법 선택의 기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 Time Consuming: 우선순 화에 소요되는 시간 평가 

� Ease Of Use: 사용 편의성 평가 

� Informative: 우선순 의 분석 정보량 평가 

� Scalability: 요구사항의 규모가 클 때 용이 용이한가

를 평가

� Stakeholder Involvement: 개발 제품에 련된 이해

계자들의 체계  식별 유무 평가

� Fault Tolerance: 우선순 가 제 로 수행되었는지 자

체 검 방법 유무 평가

� Tool Support: 우선순 를 한 Tool지원 유무 평가

<표 3>의 평가 결과를 보면, Numerical Assignment, Ranking

 Planning Game이 체 으로 확장성(Scalability), 편의성

(Ease Of Use), 시간소모(Time Consuming)면에서 좋은 평

가를 받은 반면에 분석 정보량(Informative) 측면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AHP법에 기반한 비용-가치 

다이어그램은 분석 정보량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확장성, 편의성, 시간소모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

다. <표 3>를 참고하여 로젝트 상황에 한 우선순  

방법을 선정한다.

2nd 선정기 ) 개발 조직의 요구사항 우선순  로세스 

용 경험 고려

용 경험이 있다면 사용했던 방법 는 시간이 소모되고 

복잡하지만 좀 더 정보량이 많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  로세스 용 경험이 없다면 갈

등과 항을 이기 해 사용하기 쉬운 간단한 방법부터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rd 선정기 ) 요구사항의 규모

요구사항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 확장성이 좋은 방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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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Goals BA CA DA

1st Case 상품 인지도

2nd Case
품질 경쟁력과 

제품 구색

3rd Case
신규 기능과 시장 

유율

4th Case 가격 경쟁력

[범례] 색이 짙을수록 해당 Case에서 의 요도가 높다

<표 4> 제품 목표에 따른 BA, CA, DA의 요도

택 사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구사항 우선순 를 해 어

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방법 간에 trade-off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다. 분석의 정보량을 높

이면서 시간 소모나 용의 어려움을 희생할 것인지, 정보

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간편하게 빠르게 우선순 를 수행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4.2.2 선택  가 치 부여(PA62)

요구사항 우선순  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을 가지고 요구사항에 한 우선순 를 수행해야 하는

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목표와 험 완화를 

바탕으로 합리 인 을 선택하고 가 치를 부여할 수 있

다. 이 게 선정된 이 2.2 과 같이 기존에 연구 제안된 

방법의 과 다르지 않다면 그 방법을 선정하여 우선순

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지 않다면 4.1 의 우선

순  모델과 기존 우선순  방법을 응용하여 을 체계화

하여 아래 제시한 3가지 기 에 따라 우선순  을 선택 

우선순 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택의 기 은 첫째, 제품의 

목표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요구공학에서 목표가 차

지하는 비 은 크다고 할 수 있다. [44]에서 목표는 요구사

항을 식별하고 구조화하고 타당성을 증명하는 논리 인 메

커니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45]에서는 부 한 요

구사항을 피하는 것이 요구공학의 요 심사 의 하나인

데 목표는 요구사항의 성에 한 분명한 기 을 제공한

다 라고 목표의 역할에 해 언 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는 

요구사항을 우선순 화하는 을 선택하는 요한 기 이 

된다. 개발할 제품의 목표에 따라 우선순  모델에서 구분

한 비즈니스(BA), 고객(CA), 개발(DA)의 세가지 측면에서 

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목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

반 으로 그 목표를 아래와 같이 4가지 이스(Case)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스별 목표에 따라 우선순  모델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을 선택하고 이스별 

의 요도(<표 4> 참고)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한다.

� 1st Case) 시장에서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요

한 목표일 경우에는 비즈니스 가치, 략  이 , 출시 

일정, 고객 요도와 같이 비즈니스와 고객의 이 

요하다. ( 의 요도 순서 BA>CA>DA)

� 2nd Case) 품질 경쟁력과 제품 구색이 요한 목표일 

경우에는 고객 요도, 재 사용성, 기술  험 최소화, 

경쟁사와 같은 고객과 개발의 이 요하다. (

의 요도 순서 CA>DA>BA)

� 3rd Case) 새로운 기능 개발  시장 유율 유지가 

요한 목표일 경우에는 고객 요도, 출시 일정, 비즈니

스 가치와 같은 고객과 비즈니스의 이 요하다. 

( 의 요도 순서 CA>BA>DA)

� 4th Case)가격 경쟁력이 요한 목표일 경우에는 난이도, 

요구사항 변동성, 재 사용성과 같은 개발과 비즈니스의 

이 요하다. ( 의 요도 순서 DA>BA> CA)

두 번째  선택의 기 은 반복 증  개발의 기 반

복에서 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1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반복 증  개발에서 우선순  추출 기법이 가

져야 할 요한 특징 의 하나가 기 반복에서 심각한 

험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 화의 요한 

이 된다.

셋째, 의 개수가 최  5개 이하로 선정하는 것이다. 

의 개수에 한 명확한 기 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선택한 의 개수가 많을 경우 그에 따라 우선순

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상 휘처가 많

을 경우 특히, AHP를 기반으로 한 우선 순  방법에선 기

하 수 으로 시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을 선택할 

때 그 개수에 주의해야 한다.

을 선택한 이후에 그에 해 가 치를 부여하게 되는

데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선택된 에 한 

가 치의 합이 1이 되도록 가 치를 부여하며, BA, CA, DA

의 세가지 측면 각각에서 이 선택되었다면 <표 4>의 

제품 개발 목표에 따른 의 요도 순서에 따라 가 치

를 부여한다. 

4.2.3 참여 이해 계자 확정(PA63)

개발 제품의 목표에 기반하여 선정된 에 해 우선순

화 하기 해 각 에 해 가장 정확하게 요구사항에 

해 우선순 화 할 수 있는 이해 계자를 우선순  모델을 

활용하여 선정한다. 즉, 과 이해 계자의 세가지 분류체

계가 서로 응되도록 이해 계자를 복수로 선정한다. 를 

들면, 개발 에서 난이도(Difficulty)에 해서는 개발 

역의 개발자를 복수로 선정한다.

4.2.4 별 기  정의(PA64)

우선순  방법과 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와 더불어 

요한 것은 참여한 이해 계자들이 선정된 방법과  특

히, 에 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 부여 기 을 정의하는 것이다[38]. 선택한 

으로 각 요구 휘처에 하여 평가를 수행하여 수를 부

여하게 된다. 이 때에 그 기 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해 계

자 사이의 평가 기 이 달라 정확성이 하되게 되며, 시간 

소모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순 화에 참여하는 이해

계자 사이에 일치된 의견을 이룰 수 있도록 기 을 명확

히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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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우선순 화(PA65)

식별 열거된 휘처에 해 우선순  방법과 의 선택 

 가 치를 부여한 이후 참여할 이해 계자를 확정하고 우

선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해 계자를 우선순  

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고객, 개발의 3가지 뷰

(View)로 하 다. 따라서 이해 계자는 자신의 담당 역에 

해당하는 에 해서만 우선순 화를 실시한다. 를 들

어, 고객 역의 이해 계자인 마  문가(Marketing 

Expert)는 고객 의 고객 요도와 사용빈도에 해서 

우선순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해 계자 역 내에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우선순  활동을 수행한 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복수 개의 값을 처리하는 방법은 델 이 

방법 는 앙값을 활용한다. 

4.3 상호의존 계 정의(PA4)

하나의 요구사항에 의해 수행된 동작은 의도하거나 기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요구사항에 향을  수 있기 때문

에 요구사항은 복잡하게 계되어 있고 서로 향을 주기 

때문에 독립 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4.3.1 정 /동  상호의존 계 유형

2.3  련연구에서와 같이 상호의존 계 종류를 정 , 

동   가치 상호의존 계의 세 종류로 나 어 볼 수 있

다. 기존 릴리즈 랜 기법에서는 정  계의 일부만 고려하

으며, 가치 계 종류의 경우 상호의존 계 종류에서 고

려하기보다는 우선순 의 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휘처간 상호의존 계 종류는 다양할 수 있지만 기존 연

구를 바탕으로 하여, 특히 릴리즈 랜에서 고려해야만 하

는 최소한의 상호의존 계를 동  연결(Dynamic Cou-

pling), 정  연결(Static Coupling), 구  선후 계(Prece-

dence by implement)  불일치(Inconsistency)의 4가지로 

정의한다.

� 동  연결은 구  후 동작 운 할 때 연동되는 계로 

순차 으로 는 동시에 동작 운 되거나, 하나의 휘처

가 다른 휘처에 의해 향을 받아 상태, 행 , 데이터, 

코드 등이 변경되는 계로 그 결합 정도에 따라 Man-

datory와 Optional로 나  수 있다. 즉, 두 개의 휘처가 

반드시 동일한 릴리즈에 포함되어야 하면 Mandatory, 

우선순 와 출시일정에 따라 동일한 릴리즈로 묶여지

지 않아도 된다면 Optional로 한다. 동  상호의존 

계를 여러 가지로 세분화 할 수 있으나 실제 으로 

악이 쉽지 않고 릴리즈 랜에 미치는 향이 을 것

으로 단되어 하나의 종류로만 정의하 다.

� 정  연결은 구조 으로 부모-자식과 같은 계로 동

일한 릴리즈에 함께 구 되어야 하는 계를 나타낸다. 

그 결합 정도에 따라 Mandatory와 Optional로 나  수 

있으며, Mandatory는 동일한 릴리즈에 포함되도록 하

지만, Optional의 경우 우선순 와 출시일정에 따라 동

일한 릴리즈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구  선후 계는 구  과정에 선후 계로 f(i)가 구

되기 이 에 f(j)가 먼  구 되어야만 하는 계를 나

타내며, 반드시 동일한 릴리즈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불일치는 휘처간 갈등(Conflicts) 는 불일치 계로 

휘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거나, 하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 다른 요구사항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계

를 나타낸다. 요구사항을 계층 구조화할 때 1차 검 

 수정 보완될 것이며, 상호의존 계를 정의하는 단

계(PA4)에서 2차 으로 확인되며 발생할 시에는 요구

사항  휘처에 한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 

5. 사례 연구  평가

3, 4장에서 제시한 우선순  모델 기반 응  우선순  

로세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핸드폰 소 트웨어 개

발의 일부 트를 상으로 사례를 용하며 그에 한 분

석과 기존 기법과 비교 평가를 하 다. 사례연구 상 핸드

폰은 기본 인 기능에 Flash UI와 Game, 500만 화소 카메

라를 강 으로 장 메모리 공간 확보를 해 SD카드가 

요한 인자가 되고 있다. 

5.1 사례 연구

제안된 로세스를 핸드폰 소 트웨어 개발 일부 트의 

요구사항을 기 로 하여 상호의존 계를 정의하는 단계

(PA4)를 시작으로 하여 릴리즈 랜 생성(PA7)까지 사례를 

용하 다. 사례 연구 상에 한 요구사항 추출은 이루

어져 계층구조화를 통해 요구사항간 불일치  일 성이 없

는 부분을 제거하 으며 10개의 휘처(f1~f10)를 식별하 다. 

한, 본 사례의 제품 개발 목표는 품질 경쟁력 확보와 제

품 구색을 갖추기 한 제품이며, 75일 이내에 첫 번째 릴

리즈를 출시하여야 한다. 제품 종류는 임베디드 소 트웨어

로 하드웨어 요구사항  개발 일정이 고려되어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며, 개발 조직은 이와 같은 

로세스를 통해 릴리즈 랜을 수립해 본 경험이 없는 상

태라고 한다. 

5.1.1 상호의존 계 정의(PA4)

휘처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4.3 에서 정의한 4가지 종류

에 해 식별한다. <표 5>의 결과에 따라서 Camera(f1)과 

SD Card(f2)는 촬  후 장 공간 선택으로 연결됨으로 동  

연결(Dynamic Coupling) Mandatory가 되고, Flash UI(f6)와 

Cricket Game(f9)은 정  연결(Static Coupling) Mandatory

이기 때문에 동일한 릴리즈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f10구  이 에 f5가 구 되어야 하는 계도 악되

었다. 즉, f1_f2, f6_f9가 바인딩되고 f5는 f10이 에 구 되

어야 한다. 

5.1.2 자원 측(PA5)

<표 6>과 같이 각 휘처에 해 상 Size를 LO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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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호의존 계 정의

<표 6> Resource 측

Of Code)로 측하 으며, 생산성은 20LOC/Hr로 가정하

다. 일제(Full Time) 원인 경우, 한 주에 16～18Hrs 정

도를 개발에 직  련된 일을 수행함으로 하루를 3Hr으로 

계산하여 필요 일수를 계산하 다[46]. 를 들어, SD Card

의 상 개발 일수는 35Hr/3 = 11.7일이다. 개발을 한 총 

공수는 119.2일로 측되었다.

5.1.3 응  요구사항 우선순 (PA6)

요구사항 우선순 를 해 먼  개발의 목표와 우선순  

모델을 통해 우선순  방법과 을 선택한다. 이로서, 어

리 이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을 고려한 방법과 

을 선택하고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응 인 요구사항의 

우선 순 화를 가져갈 수 있다.

- 제품 개발의 목표는 품질 경쟁력 확보와 제품 구색을 

갖추는 것 

- 개발 조직은 이와 같은 로세스를 통해 릴리즈 랜

을 수립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 

- 요구사항의 규모 크지 않음

우선순  방법(PA61)은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요

구사항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상 으로 쉬운 방법을 선택

하는 것이 실제 용하기 용이함으로 Numerical Assignment

방법을 응용하기로 하 다. 의 선택(PA62)은 4.2 에서 

논의된 2nd 이스와 동일하며 고객 과 개발 이 

요함으로 CA에서 고객 요도와 DA에서 재 사용성  기

술  험 향도를 선정하 다. 한, 가 치 부여는 고객

이  상황에서 가장 요함으로 50%, 제품 구색이 

요한 시기임으로 재 사용성에 30%를 부여키로 하 다. 참여

할 이해 계자(PA63)로는 선정된 에 응하여 고객 

요도에 해서는 마  문가 2명, 재 사용성  기술  

험에 해서는 개발자 2명과 로젝트 매니 를 선정하

으며,  별 정의  기  명확화(PA64)를 해 이해 

계자들이 함께 <표 7>과 같이 의하여 정의하 다. 2) 

2) 출처: PMBOK Guide 2000 Figure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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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고객 요도 재 사용성 기술  Risk

5
Mandatory

(고객은 그것이 없으면 안됨)

Very Much

(반드시 재사용될 것임)

Very High

( 체 일정의 20%이상의 지연 래 상)2

4
Very Important

(고객은 그것이 없는 것을 원하지 않음)

Very

(재사용될 것임)

High

( 체 일정의 10~20%의 지연 래 상)

3
Rather Important

(고객은 그것을 감사할 것임)

Rather

(재사용될 수 있음)

Moderate

( 체 일정의 5~10%의 지연 래 상)

2
Not Important

(고객은 그것이 없음을 인정할 것임)

Less

(재사용되지 않을 것임)

Low

( 체 일정의 5%미만의 지연 래 상)

1
Does not matter

(고객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Not

(재사용되지 않음)

Very Low

(미미한 일정 지연을 지연 래 상

<표 8> 우선순  결과

<표 7> 우선순    기

� 고객 요도: 각 휘처를 고객이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 재 사용성: 개발 에서 각 휘처가 향후 다음 제품 

개발에 다시 사용될 정도

� 기술  험: 각 휘처 개발에서 험 발생시 개발 일정

의 지연에 향을 주는 향 정도

<표 8>에서와 같이 상호의존 계를 통해 식별된 요구 

휘처에 해 선정된 으로 이해 계자들 각각 익명으로 

수를 부여하 으며, 복수 개의 응답에 한 통계 값으로 

앙값(Median)을 취하 다. 우선순 화(PA65)는 각 휘처의 

별 이해 계자의 앙값과 가 치를 곱한 후에 더한 값

으로 수의 순 를 구하 다. 그 결과 f1_f2가 1순 가 되

었고 f7이 최하 순 가 되었다.

5.1.4 릴리즈 랜 생성(PA7)

릴리즈 랜 생성을 해 요구사항 간의 정 /동  상호

의존 계를 식별하여 휘처를 바인딩하고, 개발 목표와 요

구사항 규모, 조직의 경험 등에 기반한 응  요구사항 우

선순 화 로세스에 따라 휘처의 순 (Rank)를 결정한다. 

한, 각 휘처별로 공수를 측하여 릴리즈 일정(첫 번째 릴

리즈 75일 내 출시)을 고려하게 되면 <표 9>과 같이 5가지 

경우가 생성될 수 있다. 이 5가지 이스에 해  공수

와 험 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릴리즈 

1에 한  공수를 검토해 보면 랜 3이 75.8일에 출시

할 수 있어 0.8일이 과되는 경우이며, 그 다음으로 랜 5

가 69.2일로 출시 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경우이다. 랜 3

과 5의 차이 은  공수 외에 포함되는 휘처에서 차이가 

난다. 랜 3에는 우선순 가 3 인 f5가, 랜 5에는 순 가 

4 인 f3가 포함되게 된다.  공수에서 랜 3은 0.8일 

과되지만 우선순 가 3 인 휘처가 포함되고, 랜 5는 일정

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선순 가 4 인 휘처가 포함되게 된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합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5.2 사례 용의 분석평가

본 로세스를 용한 5.1 의 결과를 3가지 측면에서 분

석을 하 다. 첫째, 우선순  방법 선택의 측면이다. 본 사례

에서는 참여자 부분이 우선순   릴리즈 랜에 한 

경험이 거의 없음으로 <표 2>에 의거하여 비교  쉬운 방

법인 Numerical Assignment를 선택하 지만, 이와 같은 것

을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AHP에 기반한 비용-가치 다이어

그램 기법을 선택했다면 새로운 로세스 용에 상당한 

항과 갈등을 유발했을 수 있다. 우선순  모델에서 $100 테

스트와 랭킹방법이 선택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을 선택

하여 추진하기가 방법의 특성상 어려울 수 있지만 나머지 

방법의 경우에는 선택된 을 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선택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로젝트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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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릴리즈 랜 생성 결과

<표 10> 기존 연구와의 비교 평가 기

비교 항목 내용

Prioritization

Time Consuming 우선순 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가?

Ease of use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가?

Informative 우선순 화 이후에 분석 정보량이 많은가?

Scalability 요구사항의 규모가 클 때 용이 용이한가?

Stakeholder Involvement 개발 제품에 련된 이해 계자들이 체계 으로 식별되는가?

Fault Tolerance 우선순 가 잘 못 수행되었는지를 자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Considering

dependency

Static dependency 요구사항 간의 정  상호의존 계 악을 한 의존 계 종류가 정의되어 있는가?

Dynamic dependency 요구사항 간의 동  상호의존 계 악을 한 의존 계 종류가 정의되어 있는가?

Common
Tool Support 우선순 와 릴리즈 랜을 한 Tool이 지원 되는가?

Softness 우선순 를 한 방법과  등의 선택에 유연성이 있는가?

표를 기반으로 을 선택하지 않고 를 들어, 요도 만

을 선택했다면 <표 9>에서 요도가 5인 휘처가 f1_f2, f3, 

f5, f6_f9, f8로 8개 휘처 에 5개가 된다. 이 게 된다면, 

우선순 의 의미가 매우 축소될 수 밖에 없다. Ad hoc하게 

을 선택하는 것보다 개발 제품의 목표에 부합하는 

을 선택하여 요구사항이 우선순 화될 수 있도록 하는 본 

기법이 좀 더 합리 이라고 단된다. 

마지막으로, 동 으로 상호의존 계인 f1(SD Card), f2

(Camera)를 악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해 보자. 용 사

례에서의 방법과 을 그 로 사용하 고, <표 8>에서f1

의 기술  험  재 사용성이 f1_f2를 함께 고려할 때 보

다 낮아서 순 가 10개 휘처 에 9 가 된다면 릴리즈 랜

에서 f1은 2번째 릴리즈로 계획될 것이다. 동  상호의존 

계로 함께 구 되어야 하는 f2와 별개 릴리즈로 구 되게 

됨에 따라 f2의 구  완료 후에 테스트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고객에게 출시된 이후에도 f1의 미 구 에 따라 고

객에게 불만족을 래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상기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제품 개발 목표와 조직에 따

라 유연하게 요구사항 우선순  방법과 을 선택하고 동

 상호의존 계를 고려하는 본 논문의 기법 우수성을 확

인할 수 있다.

5.3 비교 평가

련연구에서 언 된 9개의 우선순  기법과의 비교 평가

를 해 우선순  모델에서 제안한 10가지 평가 요소 에

서 정확성을 제외하고, 유연성(Softness)에 한 평가 요소

를 추가하 으며, 상호의존 계 평가에 동  부분을 반  

총 10개의 기 으로 비교 평가하기로 하고 그 기 을 <표 

10>에 기술하 다. 정확성(Accuracy)에 한 비교 평가 연

구는 [41]에서 5개 기법에 해 실시하 으나 통계 으로 의

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 다. 

<표 11>의 우선순 (Prioritization) 련 6가지 항목에 

한 평가는 4.2 의 <표 3>과 동일하며, 그 평가 값은 기존 

연구된 방법론에 해 상호 비교한 연구를([3][4][40-43]) 참

고하여 본 논문에서 상  평가를 통해 부여하 다. 참고

할 연구가 없거나 평가가 어려운 부분에 해서는 ‘No Ref.’

로 표 하 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세스에 한 평

가는 5.1 의 용 사례를 기 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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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존 연구와의 비교 평가 결과

[범례] 5: 매우 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 미흡

<표 11>의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항목  우선순 화 

측면에서 제안 로세스의 수는 기존 기법들과 달리 제품

의 목표와 개발 조직의 경험 등에 따라 방법을 선택 는 

응용할 수 있는 강 이 있음으로 수가 유동 일 수 있다. 

상호의존 계 측면은 정 /동  계를 모두 정의 제안하

여 타 기법에 비하여 수가 높으며, 우선순  모델 기반 

응  요구사항 우선순  로세스로 유연성 측면에서 가

장 우수한 로세스로 볼 수 있다. 체 으로 보았을 때에

도 총 이 30 으로 Planning Game, Numerical Assignment 

등의 기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6. 결론  향후 과제

요구사항에 한 우선순 와 릴리즈 랜은 요구공학에서 

특히, 오  시장을 고객으로 하는 시장 주도형 제품 개발에 

있어서 핵심  활동이다. 기존 기법은 요구사항 간에 정  

상호의존 계만을 분석 용하 고, 제한 인 우선순  

을 제안하 으며 우선순  로세스가 체계 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요구사항 우선순  모델을 설계하고 그에 

기반하여 우선순 화를 실시하기 에 우선순  방법의 특

징을 이해하고 조직의 경험과 개발 제품의 목표 등을 고려

하여 우선순  방법,   이해 계자 등을 합리 으로 

선택하도록 하 다. 특히, 우선순 화 이 에 요구사항 간의 

정 /동  상호의존 계를 정의하여 릴리즈 랜의 완성도

를 높 다. 본 논문을 통하여 첫째, 개발 제품과 조직에 따

라 유연하게 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요구사항 우선순  

로세스를 정립하여 충족스러운 우선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으며, 우선순   릴리즈 랜 로세스가 요구 분석 

단계에 정착할 수 있다. 둘째, 요구사항 간 동  상호의존 

계 유형을 정의하여 우선순 화 이 에 휘처 바인딩에 의

한 릴리즈 랜의 수립으로 기능의 결함 발생을 방지한다. 

셋째로는 요구사항 분석단계에서 패키지 소 트웨어 개발을 

해 반복 으로 사용가능하며, 여러 릴리즈에 의한 제품 

개발  출시가 아닌 하나의 릴리즈로 제품을 개발하는 조

직에서도 내부 으로 릴리즈 랜을 수립 용 가능하다. 

향후 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로세스를 실 사례에 

용하여 나타나는 문제 을 보완하고 한, 임베디드 소

트웨어 제품 개발에 을 맞춘 요구사항 우선순 와 릴리

즈 랜을 수행하는 방법과 요구사항 우선순 에 비 기능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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