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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 로젝트의 실패요인  54%가 요구사항 리 미흡에서 발생하며, 이  22%는 요구사항 변경 리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실패요

인을 이기 해 요구사항 리활동이 요하며 이  요구사항 변경을 한 핵심활동으로 추 기법을 활용한다.

추 기법에 사용되는 방법인 추 테이블은 단순링크 방식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가독성이 있으며 추 의 정확성이 높은 장 이 있다. 그러나 

기존 추 테이블 연구는 변경 리 방법  추 의 효과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한 변경 향 추정연구는 추정방법이 복잡하여 

실용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된 추 테이블을 이용하여 변경요구사항을 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변경율  변경 향도를 기존 

연구에 비해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한 15개 로젝트를 상으로 추 테이블의 효과를 가설 검정하여 추 테이블이 

로젝트 성공에 향을 미치며, 요구사항 리미흡으로 인한 실패요인을 감소시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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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Requirement Change Management and Traceability Effect 

Using Traceabilit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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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ufficient requirement management accounts for 54% ofunsuccessful software development projects and 22% of insufficient 

requirement management comes from requirement change management. Hence, requirement management activities are important to reduce 

failure rates and a tracing method is suggested as the major factor in requirements change management.

A traceability table is easy to use because of its legibility accurate tracing. However, traceability tables of existing studies have failed 

to concretely suggest method of change management and effect of traceability. Also, studies of methods to estimate change impact is 

complex. 

Hence, this study suggests how to use a traceability table to manage changes in requirements. Together, in comparison to existing 

studies, this study suggests easier methods to estimate change rate and change impact. Also Fifteen projects were sampled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raceability table influences the success of projects and that it decreases the failure rate that comes from the insufficient 

requiremen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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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Stanrish가 1994년, 2004년에 13,522개 IT기업의 40,000개 

로젝트 수행결과를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1994년에는 일

정지연, 비용 과, 범 락, 로젝트 취소 등의 이유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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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한 로젝트는 체의 84%이다[1].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

과 불완 한 요구사항, 요구사항의 변경 리 부족 등의 요

구사항 리 미흡으로 인한 이유가 체 실패이유  61%를 

차지한다[1]. 한편 10년 후인 2004년의 결과를 보면 로젝

트 실패율은 체의 66%로 1994년에 비해 하게 어든 

반면, 실패 로젝트들의 실패요인을 보면 요구사항 리 미

흡으로 인한 실패이유가 1994년 보다 겨우 7% 감소하여 

체 실패요인의 54%를 차지한다[2].

특히 실패요인의 22%는 요구사항 변경으로 로젝트 성

공여부에 큰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여 히 변경 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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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능요구사항추 테이블

(그림 2) 비기능요구사항추 테이블

으로 인해 로젝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에 요구사항을 리하기 한 활동을 구체 으로 나열

한 CMMI은 벨3에서 추 성을 강조한 요구사항 검증

(Verification)  확인(Validation)을 특정 목   특정 

랙티스에 추가하고 있다[3]. 이는 요구사항 리 활동  추

성의 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정유신[4]은 CMMI 기반의 

요구사항 추 성 리 로세스를 수하 을 때 소 트웨

어 결함이 감소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요구사항 추 은 V&V 모델(Verification & Validation 

Model)에 기반한 것으로 개발 로세스 생명주기 동안 진화

하는 요구사항에 해 각 단계별로 요구사항의 일 성을 검

증하고 단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사용자테스트 

등을 거쳐 요구사항의 완 성을 확인하는 것이다[5]. 따라서 

요구사항을 추 하는 방법  기법에 한 기존 연구가 많

은데, 기존 추 연구는 Ramesh[6]의 추 모델처럼 구체 인 추

상물을 정의하지 않거나 정보검색(Information Retreival) 

기법[7], 이벤트기반(Event-based) 기법[8], 시나리오기반

(Scenario-based) 기법[9] 등과 같이 추 모형을 구 하고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한 추 의 제인 

체 개발 로세스를 상으로 하지 않으며, 부분의 추 연

구가 사용자의 합의된 기 를 유도하는 사 요구사항

(Pre-requirement)을 추 하지 않는 단 이 있다. 

이에 반해 단순링크 방식의 추 테이블을 개선한 김주

의 연구[10]는 추 의 정확성  가독성을 높이고 사용에 용

이하다는 장 을 이용한 속성기반의 확장 추 테이블을 제

시하여 추 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김주 의 연구

는 Stanrish 보고서의 실패요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요구사항 변경에 한 리방법 제시가 미흡하며, 추

테이블 사용 효과에 한 제시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 테이블을 이용한 변경 리 방법

을 제시하는 한편, 추 테이블을

통해 요구사항 리 미흡으로 인한 로젝트의 실패요인을 

감소시키기는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   방법은 선행연구인 김주 의 추 테이블

을 이용해 요구사항 변경시 변경요구사항을 추 테이블에 

기재하여 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법이 변경시 

로젝트에 미치는 성능  결함을 설명하는 변경율  변

경 향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용이함을 

설명한다. 한 15개의 실제 로젝트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추 테이블이 로젝트 실패요인을 인다는 가

설을 설정, 가설검정기법을 이용하여 추 테이블 사용효과

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연구의 배경 

 범 를 설명한 서론이며 2장은 본 연구를 한 선행연구 

 기존연구를 기술한다. 3장과 4장, 5장은 본론으로, 3장은 

추 테이블을 이용한 변경 리 방법, 4장은 사례 용, 5장은 

추 테이블의 사용효과 검증을 제시한다. 마지막 6장은 결

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며, 연구내용에 쓰인 설문자

료를 부록으로 첨부한다.

2. 선행  련연구 

2.1 추 테이블에 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선행 연구인 김주 의 요구사항 추 테이블의 

확장  정규화 방안 연구[10]에서 마르미방법론III-v4.0 

체 공정 산출물을 상으로한 요구사항추 테이블의 개선연

구가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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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추 필드 추출과정과 추출된 추 필드로 구성

된 추 테이블을 기능  비기능요구사항으로 나눠서 제시

하고 추 테이블을 단계별로 분리하거나 합칠 수 있는 정규

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추 테이블의 요한 기능  

하나인 변경 리 방법에 해서는 제시가 미흡하고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 테이블을 이용한 요구사항 변경

리 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한다.

2.2 변경 향도 측정에 한 련연구

소 트웨어 로젝트 성공에 큰 향을 주는 요구사항 변

경 리는 다양한 에서 연구되고 있다[11]. 특히 변경 요

구사항 향 연구들[12, 13]은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향

을 분석하여 로젝트에 미치는 성능과 결함에 해 설명한

다. 이는 요구사항 변경이 로젝트 성패에 직 인 향

이 있으므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련 요구사항  작업

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여 로젝트 험이 발생할 확률을 

이게 한다. 

본 연구는 변경으로 인한 실패요인이 21% 차지하는 만큼 

변경 향을 추정하는 연구를 상세히 설명하고 본 연구의 기

회를 도출한다.

먼  Luigi의 Enhancing Requirement and Change 

Management through Process Modeling and Measurement 

연구[14]는 요구사항 추 의 요성을 언 하면서 요구사항 

변경시 요구사항 추 에 근거하여 변경 향도를 측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Luigi의 변경 향도 측정모형은 다음

과 같다. 

∙ O = f (I, R, A)

∙ O:output, I:input, R:resource, A:activity

I는 변경작업에 들어가는 입력물이며, R은 변경작업에 소

요되는 자원, A는 작업활동으로써 I, R, A의 함수로 변경

향도(O)를 추정한다. 특히, 변경 향노력을 비용으로 추정하

는 모형을 함께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다.

∙ C = f (I, R, A, O)

∙ C:Cost, I:input, R:resource, A:Activity, O:output

비용함수는 변경 향도에서 추정된 결과값을 더해서 추정

된다.

Luigi 연구는 변경 향을 추정하는 개념모델을 제시하여 

유사 연구에 많은 참조를 주며, 본 연구도 Luigi 연구를 참

조하여 추 테이블에서 변경 향도를 보다 용이하게 추정하

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편, 개념모델만을 제시한 Luigi 연구와는 달리 변경

향도를 추정하는 함수와 함께 구체  방법을 제시한 정규장

의 개발방법론의 요구사항 변경 리를 개선하기 한 로

세스 모델 연구[15]는 변경 향도를 구하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R = f ( d, s )

∙ d : 재작업 거리, s : 향도 범

d는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한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최  

명세된 단계까지의 거리이다. 즉 변경으로 인해 재작업이 

필요한 단계들을 의미하며, 요구사항이 명세된 시 에서 많

은 단계가 지날수록 변경 향도는 커지게 된다. s는 변경으

로 인해 향을 받는 작업의 범 로써 요구사항을 추 하여 

같이 변경되어야 하는 요소와 변경 요구사항과 련된 요구

사항들의 범 이다. 정규장 연구는 변경 향도 모형에 따라 

변경 향도를 추정하기 해 (그림 3)과 같이 요구사항과 

련 요구사항에 한 수직-요구사항테이블을 생성한 다음, 

이 결과를 이용하여 다시 요구사항-설계 테이블을 생성한

다.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이 일어난 단계까지 수직-수평상

계테이블을 반복 으로 생성하여 향도 범 를 구하고, 

이를 토 로 변경 향도를 구할 수 있다.

정규장 연구는 변경 향도 모형에 따라 변경 향도를 구

하는 구체  방법을 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변경이 발

생할 때마다 수직-수평상 계테이블을 반복해서 생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연구에서도 실용성에 한계가 있음

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변경 향도 추정 모형을 참조하되 추 테

이블을 이용하여 변경 향도를 보다 용이하게 추정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그림 3) 정규장의 수직-수평상 계 테이블

3. 추 테이블을 통한 요구사항 변경 리

3.1 추 테이블의 요구사항 변경 리 규칙

요구사항 변경 발생시 변경된 요구사항을 추 하고 변경

으로 인한 추 요소를 악하여 변경으로 인한 향도를 추

정할 수 있어야 한다[13, 14].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순

방향 추 에 따라 요구사항의 일 성  완 성을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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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변경발생시 추 테이블의 문제

(그림 5) 지속  변경발생시 추 테이블 변경 리 규칙

용이하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추 리는 역방향 추 과 함

께 련 요구사항과 그 추 요소까지 추 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인 2.1 김주 의 추 테이블에서 변경 요구사항

을 (그림 4)와 같이 변경요구사항 필드 하나에 변경이력을 

한꺼번에 열거하여 리한다면 다음 단계의 추 시 변경 요

구사항에 한 추 요소를 일렬로 한 에 확인하기 어려워

져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는 추 테이블이 단순하고 가독성

이 있다는 장 에 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 테이블을 

장 을 그 로 이용한 요구사항 변경을 리하는 규칙을 본 

장에서 제시한다.

요구사항이 지속 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변경된 요구사항

이 다시 기존의 요구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나눠 설명한

다. 먼  지속 으로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림 5)

와 같다.

최  정의된 요구사항ID가 R1이라고 가정하면 1차로 변

경된 요구사항은 R1-1로 식별하고 새로운 요구사항 행으로 

추가한다. 다음 단계 추 노드 한 R1-1에 해당하는 추

요소를 기재하는데 기존 요구사항R1과 동일할 경우 변경없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R1-1에 해 다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요구사항ID는 

R1-1-1로 식별한다. 즉, 요구사항 변경시 최  요구사항ID

를 참조하여 하이 (-)으로 계속 이음으로써 마치 지수함수

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규칙을 따른다. 이 게 변경요구사항

을 (그림 4)처럼 별도 요구사항ID 없이 변경요구사항필드에 

내용만 열거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ID를 부여하되, 변

경의 원천 요구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함으로써, 변경요

구사항의 근원을 인지하여 변경 향 추정을 용이하게 하고, 

추 테이블에서 요구사항을 축으로 변경으로 인한 추 요소 

한 추 테이블의 규칙 로 일렬로 추 하는게 가능하다. 

두 번째, 변경된 요구사항이 다시 원래의 요구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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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  요구사항으로 변경시 추 테이블 변경 리 규칙

측정항목 측정내용(산식)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담당자

요구사항 변경율 (∑요구사항변경건수 / ∑요구사항건수) X 100 월간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설정 후 

변경된 개수를 측정함

요구사항

리담당자

<표 1> 요구사항 변경율 측정

(그림 7) 추 테이블에서 변경율 산정

되돌아가는 경우인데 (그림 4)에서는 기재가 애매하거나 일

렬 추 이 어려운 경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 으로 변

경되는 경우와 같이 요구사항ID를 식별하는 방법은 동일하

되 특히 원래의 요구사항으로 원복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변

경된 요구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한다. (그림 6)과 같이 요구

사항ID R2가 R2-1로 변경된 후 다시 R2의 요구사항내용으

로 원복되었다면 마지막 요구사항ID는 R2-1-1로 한 행을 

추가하고 R2의 추 요소를 그 로 는 변경된 내용으로 기

재한다. 

추 테이블에서 변경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규칙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① 변경  요구사항의 ID에 RX-1로 기재한다.

   - 변경이 계속될 경우 RX-1, RX-1-1,.. 로 표시한다.

   - 변경요구사항에 한 추 요소를 변경  요구사항

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② 변경요구사항이 다시 변경 이 의 요구사항으로 변경

될 경우 추가 변경요구사항ID로 기재한다.

   - 추 요소는 변경 이 의 요구사항의 추 요소를 참

조한다.

③ 변경요구사항이 발생하면 범 여부, 인수기 ID를 변

경한다.

   - 변경  요구사항에 해 범 여부 [IN, OUT]를 정

하고, 변경요구사항은 범 여부 [IN]을 기술한다.

   - 변경  요구사항에 해 인수기 ID를 확인/변경하

고, 변경요구사항은 인수기 ID를 기재한다.

④ 변경 리 황에 요구사항 매핑 한 요구사항ID 기재

시 변경 이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변경 원인  향에 한 알림을 정확하게 한다.

3.2 요구사항 변경 향 추정

3.2.1 요구사항 변경율 산정

요구사항 변경시 로젝트 험을 측정하고 계획과 비

한 실 을 측하기 해 요구사항 변경율을 산정한다[3]. 

요구사항 변경이 많을수록 로젝트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험도가 높아져 로젝트의 실패요인이 되기 때문이다[2].

이에 CMMI[3, 4]에서는 요구사항 변경율을 <표 1>과 같

이 정의하고 있다.

<표 1>의 산식 로 요구사항 변경율을 구하기 해서는 

통상 으로 매번 모든 요구사항 수를 계산하고 변경된 요구

사항의 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면 추 테이블에서 요구사

항 변경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그림 7)과 같이 일일이 건수

를 세지 않아도 체 테이블에서 요구사항 수와 변경이력을 

가진 요구사항 수를 즉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가

로 X축은 기 선 시 의 요구사항ID인 Rn을 의미하며, 세

로 Y축은 X축의 요구사항ID별로 변경된 차수들로 Rxⁿ을 

의미한다. 나머지 Z축은 X축과 Y축의 계에서 한번이라도 

변경으로 인해 좌표가 표시된 요구사항ID를 나타낸다. 즉, Z

축이 나타내는 (Ri, Ri-y)의 건수가 기 선 시 의 요구사항

에 해 한번이라도 변경이 일어난 건수가 되게 된다.

따라서 추 테이블에서 요구사항 변경율을 구하는 산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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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추 테이블의 재작업 거리 산정

단계 문제해결노력 단계 문제해결노력

요구분석 1 테스트 15-40

설계 3-6 검수 30-70

구 10 운 40-100

<표 2> Karl의 변경시 단계별 재작업 정도

(그림 8) 변경범  추정 모형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요구사항 변경율 = 
  

3.2.2 요구사항 변경 향도 추정

요구사항 변경율과 함께 요구사항 변경에 한 향 정도

를 추정하는 것 한 재 로젝트 황을 악하고 험

을 비함으로써 로젝트 실패를 이는 활동이다. 이에 

2.2에서 본 바와 같이 요구사항 변경 향도를 추정하는 모

형을 인용하여 추 테이블에서 변경 향도를 추정하는 방안

을 제시한다. 

변경 향도를 추정하는 모형은 [14, 15]연구처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R  = f ( d, s )

∙ R : 소요자원(인력,일정,비용) 

d : 재작업 거리,   s : 향을 받는 요구사항의 범  

변경 향도 R은 변경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을 의

미하며 인력과 일정과 비용으로 환산된다. 재작업 거리 d는 

변경이 일어난 재시 의 개발단계에서 요구사항의 기 선

이 정의된 개발단계까지의 거리로써, 거리가 멀수록 재작업

해야 하는 활동이 많으므로 변경 향도는 커진다[16].

이에 Karl[16]은 요구사항 변경이 요구분석 이후 후행단

계의 활동에서 발생할수록 변경에 따른 문제해결 노력이 많

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이 노력을 정량 으로 <표 2>와 

같이 정의한다.

한, 정규장 연구[15]에서 범  s는 변경으로 인해 향

을 받는 변경범 로써 련요구사항에 한 범 와 변경요

구사항의 추 요소에 한 범 를 합한 값이다. 이를 그림

으로 표 하면 (그림 8)과 같다[15].

즉, 변경범 를 산정할 때는 선으로 표시한 변경 요구

사항의 추 요소 뿐만 아니라 실선으로 표시된 련 요구사

항과 그에 따른 추 요소까지 함께 포함해야 한다. 범 값

은 0.0에서 1.0사이의 값으로, 하나의 요구사항이 다른 요구

사항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거나 완 히 종속 인 경우에는 

최고의 가 치(1.0)를 부여한다.

정규장 연구는 변경범 를 (그림 8)의 추  모형에 의거 

산정한다. 구체  산정 해 2.2의 (그림 3)과 같이 변경시

마다 수직  수평 상 계를 넓이-깊이 우선검색 알고리

즘을 통해 테이블로 생성해야 하는데 이는 노력이 많이 들

어 실용성에 한계가 있다[15]. 한 변경 리는 빈번한 변경

으로 인한 신속한 처가 필요한 활동인데 이처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리방안은 변경 리 성능을 하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추 테이블의 변경 리 방안을 이용하여 

기존연구에 비하여 용이한 변경 향도를 추정 방법을 제

시한다. 재작업거리를 산정하기 해서 (그림 9)와 같이 추

테이블에서 추 노드의 단계와 Karl[16]이 제시한 단계를 

매핑한다. 요구분석단계는 분석단계로, 아키텍처정립단계 설

계단계로 일 일 매핑되며, 진 개발단계는 구   테스

트단계로 나눠 매핑한다. 인도/ 로젝트종료단계는 검수단계

로 매핑한다.

매핑결과에 따라 변경된 재시 에서 요구분석단계까지

의 거리를 산정하면 재작업 거리(d)가 되는데, (그림 9)의 

처럼 변경요구사항 발생시 이 아키텍쳐정립단계라면 재

작업 거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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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추 테이블 변경 리 방안 용 사례

(그림 11) 변경요구사항 용 사례부분

∙ 재작업 거리(d) = 아키텍처 정립단계 - 요구분석단계

변경 향을 받는 범 (s)를 추정하기 해서는 정규장 연

구처럼 추 요소간의 수직, 수평상 계를 구하는 것이 아

니라, 변경요구사항과 련요구사항의 범 를 <표 3> <표 

4>과 같이 추 테이블의 추 요소를 그 로 일렬로 표 하

여 향범 의 값을 정의한다. 호안 수치는 (그림 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향범 에 한 가 치로, UC101은 변경

요구사항으로 인한 향범 가 0.3이며, UC301은 변경요구

사항에 완 히 종속되어 향받은 범 이므로 1.0의 값을 

가진다. 

추 테이블은 이미 변경요구사항 별로 추 요소를 일렬로 

나열하고 있으며, 련요구사항 한 추 노드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은 별도의 알고리즘이나 다른 생

성 차 없이 추 테이블만으로 변경범 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추 테이블은 변경 요구사항에 한 변경 향도를 

기존 연구에 비해 용이하게 추정한다.

요구사항 유스 이스명 화면ID .. 컴포 트ID 데스트ID

R1-1-1
UC101(0.3), 

UC301(1.0)

UI101(0.3), 

UI301(1.0)
......
PayRule(0.3), 

PosiMag(1.0)

TE101(0.3), 

TE301(0.5),

TE301-1(0.5)

<표 3> 변경요구사항의 추 요소

요구사항 련요구사항

R1-1-1 (R5, 0.3), (R10, 0.5)

<표 4> 변경요구사항의 련요구사항

4. 추 테이블의 변경 리 방안 용 사례

연구의 추 테이블 변경 리 방안을 실제 로젝트에 

용한 사례가 (그림 10)이다. 사례 로젝트는 D사의 인사시

스템으로 1)인사기획, 2)조직  인사기본, 3) 경력/발령, 4)

근태/복무, 5) 여보상, 6)복리후생, 7)인사평가, 8)퇴직정산, 

9)연말/ 도정산, 10)사회보험 등이 

주요 요구사항 범 이며 3,540FP(Function Point) 규모

이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연구의 추 테이블을 

토 로 기능요구사항 추 테이블을 작성하 다. 아키텍쳐정

립단계에서 FN306 요구사항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요구사항

을 FN306-1로 정의하고 다음 행에 추가하 다. 최  요구

사항인 FN306은 테스트ID 다음단계에서 추 요소가 더 이

상 없으며, FN306-1은 FN306의 추 요소가 그 로 이어지

거나 새로운 추 요소가 추가되었다.

(그림 11)은 (그림 10)에서 변경요구사항을 기재한 부분

을 보다 확 하여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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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No 기간 규모 방법론/ 용기법/도구
결과 (계획 비 

실 과치)

본 연구 

용 여부
성공/실패 요인

1 6M 50 M/M
D사 개발방법론 v2.0(마르미III 유사) 

J2SE/RSA/Requisit pro 

－비용 수

－일정지연(1M)

－품질불만족

미사용 사용자 기 이상

2  7M 54 M/M D사 개발방법론 v2.0 J2SE/RSA

－비용 수

－일정 수

－품질불만족

사용 요구사항 불충분

3 4M 20 M/M D사 개발방법론 v2.0 J2SE/RSA/Requisit pro

－비용 과

－일정지연(1M)

－품질불만족

미사용 
테스트시 요구사항 변경 

사용자 참여/합의부족

4 3M 20 M/M D사 개발방법론 v2.0 J2SE/RSA

－비용 과(6M/M)  

－일정지연(2M)

－품질불만족

미사용 
잦은 요구사항 변경 

사용자 참여/합의부족

5 18M 128 M/M 마르미III J2SE

－비용 수

－일정 수

－품질만족

사용

6 9M 60M 객체방법론+정보공학J2SE

－비용 수

－일정 수

－품질만족

사용

7 9M 54 M/M 객체방법론+정보공학 J2SE

－비용 수

－일정 수

－품질만족

사용

8 16M 215 M/M D사 개발방법론v2.0 J2SE/RSA/Requisit pro

－비용 과(10M/M)

－일정지연(4M)

－품질불만족

사용 데이터 환오류

9 15M 180 M/M D사 개발방법론v1.0 VB.Net

－비용 수

－일정 수

－품질만족

미사용 

10 6M 30 M/M D사 개발방법론 v2.0 J2SE/RSA/Requisit pro

－비용 수

－일정 수

－품질만족

사용

<표 5> 추 테이블 효과검증 표본 로젝트-I

표본No 기간 규모 방법론/ 용기법/도구
결과 (계획 비 

실 과치)

본 연구 

용여부 
성공/실패 요인

11 5M 20 M/M D사 개발방법론v1.0 VB.Net

－비용 수

－일정 수

－품질만족

미사용

12 12M 154 M/M D사 개발방법론v1.0 VB.Net

－비용 과(16M/M)

－일정지연(4M)

－품질불만족

미사용
요구사항 불충분 사용자 

참여/합의부족 과한 기

13 6M 120 M/M 마르미III .Net/EAI/SOA

－비용 수

－일정 수

－품질불만족

사용 
시스템성능(속도 등) 

불만족

14 8M 20 M/M D사 개발방법론v1.0 ASP.Net

－비용 수

－일정 수

－품질만족

미사용 
운 시 추가/ 

변경요구사항 반

15 11M 54 M/M D사 개발방법론v1.0 J2SE

－비용 수

－일정지연(2M)

－품질만족

미사용 
오  한 물리/ 

행정조치 지연

<표 6> 추 테이블 효과검증 표본 로젝트-II

5. 추 테이블 효과 검증

추 테이블이 요구사항 리 미흡으로 인한 로젝트 실패

요인을 감소시키는지에 한 효과를 검증하기 해 15개의 

표본 로젝트 상으로 가설검정을 한다. 이때 표본 로

젝트는 선행연구인 김주  추 테이블에 본 연구의 변경

리 방안을 용한 사례로, 선행연구에 이어 변경 리를 포

함한 추 테이블의 효과 검증을 수행한다.

표본 로젝트는 D사에서 최근 5년간 수행한 내․외부 

로젝트로써 규모 20M/M 이상인 로젝트를 상으로 한

다[17]. 표본 로젝트는 <표 5> <표 6>이며 로젝트 

리자를 상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상세한 설문내용은 부록

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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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번호
본 연구 

용여부

표본 수행 결과

비용

가 치

일정

가 치

품질

가 치
결과합 

(항목*가 치) 
1-29

계획상이->계획만족

1-29

계획상이->계획만족

1-30

계획상이-> 계획만족

1 미사용 25 1 15 1 20 1.4 68.0 

2 사용 29 1 29 1 20 1.4 86.0 

3 미사용 18 1 18 1 19 1.4 62.6 

4 미사용 10 1 5 1 5 1.4 22.0 

5 사용 29 1 29 1 30 1.4 100.0 

6 사용 29 1 29 1 27 1.4 95.8 

7 사용 29 1 29 1 28 1.4 97.2 

8 사용 15 1 5 1 5 1.4 27.0 

9 미사용 29 1 29 1 25 1.4 93.0 

10 사용 29 1 29 1 26 1.4 94.4 

11 미사용 29 1 29 1 28 1.4 97.2 

12 미사용 4 1 8 1 5 1.4 19.0 

13 사용 25 1 29 1 20 1.4 82.0 

14 미사용 26 1 29 1 25 1.4 90.0 

15 미사용 25 1 18 1 25 1.4 78.0 

<표 7> 표본 로젝트의 성공 수 설문데이터

먼  추 테이블의 효과에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

한다.

1) 1차 가설

∙귀무가설 : 추 테이블 사용여부가 로젝트 성공에 

향이 없다

∙ 립가설 : 추 테이블 사용여부가 로젝트 성공에 

향이 있다

2) 2차 가설

∙귀무가설 : 추 테이블은 요구사항 리 미흡으로 인한 

로젝트 실패요인을 감소시키는데 향이 없다.

∙ 립가설 : 추 테이블은 요구사항 리 미흡으로 인한 

로젝트 실패요인을 감소시키는데 향이 있다.

1차 가설에서 로젝트 성공에 한 정의는 PMBOK[18]

의 로젝트 통합 리 역인 품질, 일정, 비용 역에 해 

계획 수율로 하며, 설문에서 3가지 각 항목에 해 수를 

매긴다. 이  품질 역은 나머지 두 역에 비해 사용자 측

면의 가치를 포함하므로 가 치를 1.4로 부여한다. 성공 수

의 범 는 1에서 100사이의 값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성공

한 로젝트로 가정한다.

1차 가설에 해 진행한 설문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1차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2-표본 t 검정을 사용한

다. 2-표본 t 검정은 두 모집단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여

부를 결정하기 한 가설 검정이다. 두 모집단 평균의 차이

가 가정된 값과 같다는 귀무가설(H₀: Ɯ₁- Ɯ₂)을 사용하
며 좌측(Ɯ₁- Ɯ₂< Ɯ₀), 우측(Ɯ₁- Ɯ₂> Ɯ₀) 는 양측 
(Ɯ₁- Ɯ₂≠ Ɯ₀) 립가설에 해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19]. 사용된 도구는 MINITAB15의 통계분석>기 통계

학>2-표본 t 검정 분석이다.

<표 7>의 데이터를 추 테이블 사용그룹과 미사용 그룹

으로 나뉘고 통계도구에 각각 성공 수를 입력하여 나온 결

과가 (그림 12)이다. 검정결과에서 확률 P값이 0.256이며, 이

는 신뢰구간 0.005를 벗어나므로 귀무가설은 기각하고 립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추 테이블 사용은 로젝트 성공에 향을 미치

며, 사용할수록 성공 수가 올라가는 향이 있다.

표본의 분포  심 치, 변동성을 보여주는 상자그림 그

래 로 표본의 분포도를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추 테이

블 사용그룹이 높은 성공 수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2-표본 t 검정 결과

(그림 13) 추 테이블 사용/미사용그룹의 성공 수 분포도



280  정보처리학회논문지 D 제17-D권 제4호(2010.8)

표본번호 사용여부

실패요인

불완 한 

요구사항

사용자 

참여부족
비 실 기 요구사항 변경

필요성 

인식부족
기타

실패요인

수

2 사용 3 0 0 1 0 4

8 사용 0 0 0 1 0 데이터 환 1

13 사용 0 0 0 0 0 시스템성능(속도등)불만족 0

15 사용 0 0 0 1 0 오  한 물리/행정조치 지연 1

1 미사용 3 0 1 0 3 7

3 미사용 2 3 0 0 3 8

4 미사용 3 1 0 3 3 10

12 미사용 2 3 0 3 1 9

<표 8> 실패그룹 표본의 실패요인 수 설문데이터

2차 가설을 검정하기 해서는 추 테이블 사용여부와 

로젝트 실패요인간의 연 계를 분석하는 피어슨 상 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기법을 사용한다[19]. 피

어슨 상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간

의 련성을 구하기 해 보편 으로 이용된다. 이때 값의 

크기가 0.2～0.4 는 약한 상 계, 0.5～0.6 간정도, 0.7이

상이면 강한 상 계를 나타낸다[19].

2차 가설 데이터는 표본 로젝트에서 비용, 일정, 품질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않은 로젝트를 (그림 14)와 같이 

실패그룹의 표본으로 정한다. 실패그룹에 속한 표본에서 추

테이블을 사용한 표본 4개와 사용하지 않은 표본 4개에 

해 실패요인을 설문한 데이터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결과에서 피어슨 상 계수가 -0.935 로 강한 음의 값이

다. 이는 강한 두 변수간에 강한 상 계가 있음을 나타내

며, 음의 값이므로 두 변수는 서로 반 방향으로 움직인다

는 의미이다. 즉, 추 테이블 사용여부와 로젝트 실패요인 

수는 상호 강한 연 을 가지고 향을 미친다. 한 추

테이블을 사용하면 실패요인 수는 감소 향이 있고 그 지 

않으면 증가하는 향이 있음을 말한다. 이를 산 도 그래

로 보면 (그림 16)과 같다.

따라서 2차 가설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립가설이 채

택되어 추 테이블은 실패요인을 감소시키는데 향이 있다.

<표 8>의 데이터를 통계도구인 MINITAB15의 통계분

석>기 통계학>P 상 계에 입력하면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4) 표본의 성공/실패  추 테이블 사용/미사용 분류

(그림 15) 피어슨 상 계분석 결과

(그림 16) 추 테이블 사용여부와 실패요인의 산 도

1차, 2차 두 가설검정을 통해 추 테이블은 로젝트 성

공에 향이 있으며, 요구사항 리미흡으로 인한 로젝트 

실패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검정한다.

6. 결론  향후 연구 계획

6.1 결  론

본 연구는 추 테이블을 이용한 요구사항 변경 리가 기

존 연구에 비해 변경율  변경 향도를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이로써 소 트웨어 로젝트 이해당

사자인 사용자, 로젝트 리자, 개발자가 변경내용  향

도를 추 테이블에서 상호 공유하고 쉽게 이해함으로써 요

구사항 변경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즉 소 트웨어 로젝

트 이해당사자들이 요구사항의 진화과정  변경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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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고 통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참여가 유도된다. 이로써 합

의된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승인하여 비 실 인 요구  기

 등의 실패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의 변경 리를 포함하고 있는 추 테이블의 사

용이 로젝트 실패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 다. 이로써 추 테이블의 활발한 사용  다양한 활용

을 권장하면 성공 인 소 트웨어 개발  리를 할 수 있다.

6.2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는 추 테이블을 이용한 수작업방식인데 산출물의 

모든 속성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면 변경 리를 비롯

한 추 테이블의 활용범 가 더 넓어질 것이다. 특히 형상

리, 테스트 리, 변경 리 등의 도구와 연계하여 상호 데

이터를 교환하여 연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추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시스템화하는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한 추 테이블 효과연구에 있어 본 연구는 변경 리 방

안을 포함하고 있는 추 테이블의 사용과 추 테이블을 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 가설검정하고 있다. 향후에

는 이보다 더 나아가 추 테이블 개선내용에 따라 개선효과

만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추 테이블 외에 로젝트 실패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해 좀더 확 하여 연구하여 로젝트 실패요

인별로 구체 인 감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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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추 테이블 효과 가설검정 설문결과I

설문I 

로젝트에 해 계획 비 실 을 비용, 일정, 품질 각 항목에 

해 평가하시오

계약상이 -----------------------------계약만족

1 -------------------------------------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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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No.

추  

테이블 

사용 

여부

사례 수행 결과

비용
가

치
일정

가

치
품질

가

치

결과
합(항목*가

치) 

1 - 29
계획상
이->계
획만족

1

1 - 29
계획상
이->계
획만족

1

1 - 30
계획상
이->계
획만족

1.4

1 미사용 25 1 15 1 20 1.4 68.0 

2 사용 29 1 29 1 20 1.4 86.0 

3 미사용 18 1 18 1 19 1.4 62.6 

4 미사용 10 1 5 1 5 1.4 22.0 

5 사용 29 1 29 1 30 1.4 100.0 

6 사용 29 1 29 1 27 1.4 95.8 

7 사용 29 1 29 1 28 1.4 97.2 

8 사용 15 1 5 1 5 1.4 27.0 

9 미사용 29 1 29 1 25 1.4 93.0 

10 사용 29 1 29 1 26 1.4 94.4 

11 미사용 29 1 29 1 28 1.4 97.2 

12 미사용 4 1 8 1 5 1.4 19.0 

13 사용 25 1 29 1 20 1.4 82.0 

14 미사용 26 1 29 1 25 1.4 90.0 

15 미사용 25 1 18 1 25 1.4 78.0 

B. 추 테이블 효과 가설검정 설문결과II

설문II

실패그룹 로젝트만, 요구사항 리미흡 실패요인 각 항목에 해 

로젝트의 실패요인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시오

3 : 으로 그 다 2: 50%정도 그 다 

1: 10～20% 이내에 일부 그 다 0: 거의 향이 없다

표본 
No.

성공
실패
그룹

추  
테이블
사용 
여부

실패요인

불완
한 
요구 
사항

사용자 
참여부
족

비 실
기

요구
사항 
변경

필요
성 
인식
부족

기타 수

2
실패
그룹

사용 3 0 0 1 0 4

8
실패
그룹

사용 0 0 0 1 0
데이터 환

1

13
실패
그룹

사용 0 0 0 0 0
시스템성능
(속도 등) 
불만족0

15
실패
그룹

사용 0 0 0 1 0
오  한 
물리/행정
조치 지연1

1
실패
그룹

미사용 3 0 1 0 3 7

3
실패
그룹

미사용 2 3 0 0 3 8

4
실패
그룹

미사용 3 1 0 3 3 10

12
실패
그룹

미사용 2 3 0 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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