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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한국군 무기체계 개발은 무기체SW (Software) 

계 가 만족해야할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SW SRS 

작성이 선(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행되어야 한다 는 개발자가 정확하게 요구. SRS SW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

다 하지만 기존 의 작성은 방위사업청에서 발. , SRS

간한 소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 작성방법 에 따[1]

라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되지만 문장의 명확

성을 위한 문장단위의 작성 지침은 별도로 존재하

지 않고 자연어 한국어 를 그대로 따른다 따라서 ( ) . 

자연어로 작성된 의 요구사항 문장이 갖는 모SRS

호성은 개발자가 해석할 때 잘못된 해석을 초SW , 

래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무기

체계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SW .

한편 개발된 무기체계 의 검증을 위해서 일, SW

반적으로 소스코드의 강건성을 검사하는 정적 동적 /

검증기법들이 사용된다 하지만 소스코드의 [2, 3]. , 

강건성을 검사하는 수단일 뿐 가 의 요구사, SW SRS

항들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

한다 따라서 개발된 무기체계 의 적합성 . , SW SRS 

검증이 필요하다 적합성 검증은 를 기반. SRS SRS

으로 생성한 테스트케이스를 사용한다 하지만 테. , 

스트 케이스 생성 또한 를 해석하여 진행하기 SRS

때문에 앞서 설명한 자연어로 작성된 의 모호SRS

성은 테스트케이스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준다. 

자연어로 작성된 가 갖는 이러한 문제점들SRS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가 필요하SRS

다 유사한 문제는 영어에서도 발생한다 유사한 문. . 

제해결을 위해서 자연어로 작성되는 기술문서의 단

어와 문장 구조를 제한하여 모호성을 줄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CNL (Controlled Natural Language)

적합성 검증을 위한 SRS 

구조화된 작성 방법 및 작성 보조 도구
(A Structured SRS Description and Its Supporting Tool for 

Efficient Suitability Verification of Embedded Software)

장 정 규 이 상 훈 양 회 석, , *

(Jeonggyu Jang, Sanghoon Lee, Hoeseok Yang)

Abstract : Today’s embedded software (SW) developments are mostly preceded by composing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SRS). In particular, in the domain of weapon systems, it is 

essential to have a systematic metho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SW functionality. To be more 

specific, it is crucial to check if the SW functionality is implemented as described in SRS, 

so-called SW suitability verification. Unfortunately, existing static or dynamic SW te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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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되었다 유럽과 미국의 항공 및 국방 산업에. 

서는 을 활용한 CNL STE (Simplified Technical 

를 사용하여 정비 유지보수 관련 기술 문English) , 

서에 대한 작성 규칙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 STE

는 영문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그 목표 또한 

요구사항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 무기체SW 

계 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SRS . 

본 논문에서는 적합성 검증을 위한 구조화SRS 

된 작성 방법 및 작성 보조 도구를 제안하고 SRS 

실제 기존 무기체계 에 적용한 결과를 기반으SRS

로 그 가능성을 보인다 작성 방법은 기존 작. SRS 

성된 무기체계 를 분석하여 작성에 사용되SRS SRS 

는 주요 문장들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수

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구조화된 는 문장. SRS

단위 구조화와 구성에 대한 구조화 총 두 개SRS , 

의 구조화 단계로 나뉜다 문장단위 구조화를 위해. 

서는 의 일종인 를 기반으로 한국어 문법CNL STE

과 무기체계 에 특화된 SRS STK (Simplified 

를 제안하고 구성에 대한 Technical Korean) SRS 

구조화를 위해서는 무기체계 작성 지침 표준SRS 

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의 명확성이 향상되고 . SRS

개발된 무기체계 의 적합성과 생성된 테스SW SRS 

트케이스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또한 구조화된 . , 

는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화 가능성을 높이기 SRS

때문에 시스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테SRS . 

스트케이스 생성 자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작성 방법을 기반SRS 

으로 요구사항을 작성할 때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돕기 위한 작성 보조 

도구를 제안한다 작성 시 작성 방법에 대한 . SRS 

오류 검사를 통해 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SRS .

관련연구. Ⅱ

요구사항과 같은 기술문서를 자연어로 작성하는 

경우 발생하는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기 위하여 기

술문서를 작성할 때 자연어 문법이나 사용되는 단

어를 제한하는 방법인 이 존재한다 은 이CNL . CNL

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등으로 정의되어 , , , 

있으며 사람과 사람의 정보 전달 뿐 아니라 기계와

의 소통에도 용이하다 구조화된 정보는 프로그램을 . 

통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자동화의 장점이 있다 이. 

미 해외에서는 학술연구 국방 항공우주 비즈니스 , , ,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은 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자연CNL

어 문법 부분과 기술문서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해

석과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단어. 

에 대한 부분은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정의하여 사

용하면 되지만 문법에 대한 부분은 사용되는 자연

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국어 문법. , 

은 다른 언어와 문법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존 

을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CNL . 

는 영어로 작성하는 기술문서에서 사용할 STE

수 있는 이다 독일 항공산업 회사인 에CNL . Fokker

서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유럽의 항공 국방 분야인 , 

산업에서도 ASD (Aerospace and Defense) [5]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나. 

라와 전자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 

사용되고 있다 는 사용되는 분야에 특성에 따. STE

라 에서 제공하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STE

들을 추가할 수 있고 간단한 문법을 사용한다는 특

징이 있다 는 일반적인 의 구성을 따라 . STE CNL

작성 규칙 과 사전 으로 (writing rule) (dictionary)

작성되어있다 작성 규칙은 총 개가 있으며 대부. 55

분 품사를 기반으로 문장 작성에 대한 규칙을 다루

고 있다 사전의 경우 에서 허용하는 명사와 동. STE

사의 단어들을 나열하고 각 단어들의 사용방법과 

해석방향을 제한한다 는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 STE

한 단어 수를 줄이고 간결한 문장을 작성하도록 하

여 문서의 길이 또한 줄어들 수 있으며 해석의 모

호성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가 존재한다[6] .

구조화된 작성 방법. SRS Ⅲ

기본적으로 자연어가 갖는 자율성으로 인하여 

해석의 모호성이 발생하는 문제는 를 기반으로 SRS

개발과 검증이 진행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는 SW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를 기. , SRS

반으로 검증이 진행되지 않고 개발된 코드의 SW 

강건성 위주의 검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호성 문제는 더욱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 

어 개발자가 를 잘못이해하고 개발이 진행SW SRS

되었을 경우 최종 검증 단계에서 개발된 코드SW , 

의 강건성 위주로 검사를 진행한다면 코드의 완성

도에 따라서 검증이 통과되더라도 와는 상이한 SRS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의 모호성을 . SRS

줄이기 위한 대책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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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1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 작

성방법을 따른다.

규칙 1.2
유효한 요구사항은 식별자가 포함된 표 

안에 기술한다.

규칙 1.3
단위 의 행동 명세는 번호 체제에 따SRS

라 작성한다.

표 체제 규칙1. STK Rule ( )

Table 1. STK Rule (Structure Rule)

규칙 2.1 서술어의 시제는 현재형만 사용한다.

규칙 2.2 서술어는 한다 를 사용한다“~ ” .

규칙 2.3 조건문은 경우 로 작성한다“~ ” .

... ...

표 작성 규칙2. STK Rule ( )

Table 2. STK Rule (Writing Rule)

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작성 방법을 제SRS 

안한다 구조화된 는 문장단위 구조화와 . SRS SRS 

구성에 대한 구조화로 나뉘고 본 절에서 두 내용을 

차례로 다룬다 또한 구조화된 를 통해 모호성. SRS

을 줄임과 동시에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를 생SRS 

성할 때 객관적인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도울 수 

있으므로 기반 검증을 도울 수 있다SRS . 

는 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명세지침인 STK SRS

과 의 요구사항 문장들에 대한 문장STK Rule SRS

단위 작성 규칙인 으로 구성되었다STK Template . 

는 기본적으로 를 기반으로 정립되었으며 STK STE

기존 무기체계 개발에서 사용된 를 분석하SW SRS

여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따라서 기존 에 익숙한 관계자들에게 구조. , SRS

화된 새로운 의 수용이 어렵지 않도록 한다SRS .

은 요구사항 작성의 전반적인 체제를 STK Rule

다루는 개의 체재 규칙과 구체적인 작성에 대한 3

제한사항들을 다루는 개의 작성규칙으로 구성되16

어있다 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표준으로 사용되. STE

기 때문에 또한 를 기반으로 작성한다STK STE . 

기본적으로 의 내용은 영문법에 맞추어져있으STE

므로 한국어 문법에 적용이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의 규칙들 중에서 한국어 문. , STE

법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을 삭제한 뒤 남은 규칙, 

들에 대해서는 기존 에 대응해본 뒤 기존 작성SRS

된 에 내재된 규칙에 부합하는지 파악한 뒤 SRS

로 추가한다 추가적으로 에는 존재하지 STK . STE

않지만 기존 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규칙과 SRS

한국어 문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칙들이 존재한다.

규칙 1.3
단위 의 행동 명세는 번호 체제에 SRS

따라 작성한다.

행동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번호  

체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작성한다 번호체제는 다음 중 .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며 문서 내에서는 일관성을 유, 

지하여야 한다.

 단계적인 행동을 기술할 때는 반드시 번호 체제를 

따라야한다 하나의 행동에 대한 세부행동을 기술할 . 

때는 하위 번호 체제를 사용한다.

예제)

 1.
   1.1
     1.1.1
   1.2
 2.

 독립된 단계적이지 않은 행동 및 조건 등은 동일 ( ) 

수준의 번호 체제나 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예제)

 1.
 2.
 3.
   -
   -

그림 체제 규칙 예시 체제 규칙 1. STK - ( 1.3)

Fig. 1 STK - Structure Rule Example (Rule 1.3)

규칙 2.1 서술어의 시제는 현재형만 사용한다.

서술어는 현재 이외의 다른 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현재형 시제만을 사용한다.

예제)

상태 관리는 상태 변경을 통제한다.

그림 작성 규칙 예시 작성 규칙 2. STK - ( 2.1)

Fig. 2.STK Writing Rule Example (Rule 2.1)– 

무기체계 가 갖는 전문성과 새로운 를 작성SRS SRS

할 때 이전 를 참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착화SRS

되어 나타나는 규칙들이 이러한 예이다.

표 과 는 의 예시이다 체제 규칙은 1 2 STK Rule . 

요구사항에 작성될 문장들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전체 요구사항 작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체제에 대한 규칙을 다룬다 작성 규칙의 경우 한국. 

어 문법을 기반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절 구 형태, , 

소 등의 단위로 규칙을 명세한다 해석의 모호성을 . 

배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접근방식이며 여러 가지 ,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작성된 에서 사용되SRS

는 문장들이 최대한 허용되도록 규칙을 정립하였다.

그림 은 체제 규칙 의 내용이다 체제 규칙 1 1.3 . 

은 단위 의 행동 명세를 위한 번호 체제와 1.3 SRS

관련된 규칙이다 의 체제 규칙을 작성하. STK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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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일반문장3. STK Template 1

Fig. 3 STK Template Normal Sentence 1

그림 일반문장4. STK Template 2

Fig. 4 STK Template Normal Sentence 2

는 방법은 규칙 번호와 제목으로 구분되도록 가장 

위에 작성하고 해당 규칙에 대한 설명을 뒤이어 작

성한다 그 다음 해당 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이 나열된다 세부사항들의 경우 설명 문장과 예시. 

를 통해 나열되며 실제 작성된 에는 기존 STK Rule

무기체계 의 내용을 토대로 예시가 작성되어있SRS

다 이를 통해 기존 와 관련된 개발자와 검사자 . SRS

모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는 작성 . 2

규칙 의 내용이며 구성은 체제 규칙과 같다2.1 .

은 를 작성할 때 요구사항 STK Template SRS , 

문장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에서STK Rule

의 작성 규칙과는 다르다 의 작성 규칙. STK Rule

이 요구사항 문장의 제한적인 규칙만을 명세하고 

규칙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작성이 자유로운 반

면 은 한국어 문법의 문장 구성단, STK Template

위를 기반으로 고정된 예시 문장구조를 제안하고 

작성자는 손쉽게 예시 문장들을 선택하여 문SRS 

장을 작성하면 를 만족하는 문장을 작성하기 STK

쉽다 자연어로 문장을 작성할 때 규칙을 별도로 파. 

악하는 노력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림 은 의 일반문장 에 대한 3 STK Template 1

그림이다 은 그림처럼 주어 목적. STK Template , 

어 부사어 서술어 등의 기본적인 문장 성분들로 , ,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장 성분에 대한 세부 설명 

및 규칙 또한 별도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주어에 . 

대한 설명은 명사 구 절 이 가 은 는 으로 나( / ) + [ / , / ]

타내고 한국어에서 허용되는 다른 주어 표현은 모

호성을 줄이기 위해 무기체계 작성에서 제외SRS 

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문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 

기 때문에 별도의 큰 노력 없이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며 설명 또한 명확하고 쉽게 , 

예시문장들과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 

은 일반문장 개 특수문장 개 조STK Template 2 , 2 , 

건문장 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조건문장은 일반문장1

식별자 표 번호 표 양식 번호

SRS-1 2 1

SRS-2 5 2

표 연결 정보 표 예시3. 

Table 3. Mapping Information Table Example

과 특수문장을 활용한다. 

그림 과 그림 를 함께 보면 그림 의 일반문장3 4 4 2

가 그림 의 일반문장 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하3 1 . 

지만 은 문장의 구조와 더불어 해석에 , STK Template

대한 제한도 함께 담겨있다 예를 들어 일반문장 의 . , 1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일반. 

문장 의 부사어는 순서대로 뒤이어오는 목적어와 서술2

어를 수식한다 따라서 일반문장 로는 일반문장 의 수. 2 1

식구조를 표현할 수 없다 모든 은 해. STK Template

석의 방법이 정해져있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통한 

자연어 의미 분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기존 의 작성은 방위사업청에서 발간한 소SRS

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 작성방법 에 따라 작성[1]

되고 있다 해당 양식에서는 의 전체 개요와 요. SRS

구사항 작성을 위한 표 양식 등을 제공한다 주요 . 

구성으로는 요구사항 식별자로 구분되는 요구사항 

표와 여러 요구사항에서 사용되는 별도의 정보를 

담은 표가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양식 에 따. , [1]

라 작성된 기존 는 요구사항표와 별도의 정보 SRS

표와의 관계를 명확히 명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 , 

구사항에 대한 개발과 검증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구조화된 는 요구사항 기반의 개발과 SRS

검증에서 더욱 명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SRS 

구성의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요구사항표의 경우 방위사업청의 양식 을 그[1]

대로 사용한다 하지만 기존 별도의 정보 표의 경. , 

우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양식을 자유롭게 사용하

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모호성이 존재하고 구조화

하가 어렵다 따라서 무기체계 에서 주로 사용. SRS

되었던 표 양식을 기반으로 표준 표 양식을 제안한

다 해당 표 양식의 경우 필요에 따라 더욱 추가될 . 

수 있으며 현재 개의 표 양식만으로 기존 의 3 SRS

별도의 정보 표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별. , 

도의 정보와 요구사항간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연결 정보 표를 제안한다 표 은 연결 정보 . 3

표의 예시이다 연결 정보 표는 요구사항의 식별자. 

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연관된 별도의 정보 표의 

번호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표의 표 양식을 함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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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작성 보조 도구 개요도5. 

Fig. 5 Description Supporting Tool Overview

제공한다 표 양식은 과 유사하게 . STK Template

표를 해석하는 방법이 정해져있으므로 모호성을 줄

이고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에 용이하다.

작성 보조 도구. Ⅳ

본 문단에서는 가 정확히 에 근거하여 SRS STK

작성되었는지 검증하는 검사 도구를 제안한다. SRS 

작성자는 이 작성 보조 도구를 통해 각 문장이 

에 부합하는지 구문 분석 결과를 출STK Template

력 받은 후 올바른 작성 지침에 따라 해당 문장을 

교정하여 존재 가능한 모호성 또는 부정확성을 배

제하고 형식을 타 문장과 통일시켜 전반적인 SRS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도구는 특. , 

정 형식을 따르는 구조화된 문서에 대한 일괄 SRS 

검사 또는 단일 문장에 대한 제한적 검사 모두에 

대한 두 가지 입력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이러한 

프로세스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는다.

작성 보조 도구의 전반적인 동작 다이어그램은 

그림 와 같다 먼저 검사 과정에 앞서 한국5 . , STK 

어의 일반적인 통사 구조에 기반한 문장 구조 분석 

과정을 수행하여 입력 문장을 구조화한다 이 과정. 

을 통하여 주어 서술어 따위의 문장 성분이나 문장, 

과 문장 간의 포함 관계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 

후 구문 분석 결과를 과 일대일 대, STK Template

응하여 부합 또는 위배 사항을 판별한다 이러한 하. 

향식 알고리즘은 문장 분석 과정과 STK Template 

대조 과정을 분리함으로써 개정에 STK Template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약하는 데 장점을 지닌다.

자연어 문법의 자유도를 제한함으로써 문장을 

구성하는 각 성분에 대한 모호성을 배제하고 규칙

화할 수 있다 본 작성 보조 도구의 목표는 단순히 . 

해당 문장이 에 부합하는지를 검사STK Template

하는 데 있으므로 분석 과정에서 해당 문장을 구성, 

하는 단어들의 추상적 의미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 

라서 문장 분석 과정은 단계적 절차로 크게 어휘 , ‘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의 순서를 따른다’, ‘ ’, ‘ ’ .

어휘 분석 은 의미 있는 문법 (lexical analysis)

단위인 토큰 을 분리하는 과정으로 한국어(token) , 

에서는 형태소에 해당한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 ‘

장 작은 말의 단위 로 컴퓨터는 운용자의 요청에 ’ , “

따라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는 예시 문장에서 형태.”

소 목록은 그림 과 같다 따라서 토큰을 선별하기 6 . 

위해 형태소 분석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본 연구, 

에서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KOMORAN [7] .

토큰을 분리하는 목적은 구문 분석 단계에서 구

문 트리를 형성하기 위함이므로 문장 성분을 구분, 

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품사 , 

종류는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체언의 경우 여러 형. 

태소가 모여 한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용언, 

의 경우 용법에 따른 어미의 변화가 많으므로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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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을 이용한 형태소 분석 결과6. KOMORAN

Fig. 6 Morpheme Analysis using KOMORAN

품사 절차

체언

괄호 안의 문장을 체언으로 처리1. 

품사 간결화2. 

체언에 붙은 접두사 접미사 결합3. , 

체언에 연결된 문장 부호 처리4. 

띄어 쓰이지 않은 체언 형태소들을 결합5. 

경우 때 따위의 시간 부사 처리6. ‘ ’, ‘ ’ 

용언

품사 간결화1. 

선어말 어미 결합2. 

보조 용언 결합3. 

종결 어미 처리4. 

표 체언 용언에 대한 토큰화 절차4. , 

Table 4. Tokenization Procedure for Noun and Verb

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다루는 절차가 요구되는데, 

그림 에서의 운용 자 또는 하 ㄴ다 가 6 {‘ ’, ‘ ’} {‘ ’, ‘ ’}

해당되며 이에 대한 처리 과정을 표 에 간략히 나4

열하였다 또한 표 는 위 예시 문장에 대하여 어휘 . 5

분석 단계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토큰 구분 비고

컴퓨터 체언

는 조사 주격( ) 보조사

운용자 체언

의 조사 관형격( )

요청 체언

에 조사 부사격( )

따르 용언 부사절

아 어미 부사격( )

데이터 명사

를 조사 목적격( )

처리 명사 어근

한다 용언 접사 종결 문장, 

표 토큰 리스트5. 

Table 5. Token List

구문 분석 은 토큰 간의 관(syntactic analysis)

계가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검사하고 구문 트리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교착어의 특성을 지닌 한국어에. 

서 단어의 뒤에 붙는 조사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데 그 중 격조사의 경우 체언의 뒤에 , 

붙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다 예로 들어 표 의 . , 5

컴퓨터 운용자 요청 데이터 는 뒤의 조사에 ‘ ’, ‘ ’, ‘ ’, ‘ ’

의해 각각 주어 관형어 부사어 목적어 등의 문장 , , , 

성분이 된다 또한 한국어 문장은 서술어로 끝맺으. 

므로 서술어를 구성하는 어미의 형태를 통해 그 문, 

장의 성분을 판별할 수 있는데 표 에서 따르 는 , 5 ‘ ’

아 에 의해 부사절을 형성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를 ‘ ’ . 

통해 문장과 문장 간의 포함 관계를 적절히 구별할 

수 있다 조사는 체언의 문장 성분을 분별하고 용. , 

언 어미는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별하며 이러한 상, 

하 관계는 구문 트리를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

구문 분석 단계는 스택 구조를 할당하고 문장의 

처음부터 토큰을 스택에 추가하기 시작하여 문장 , 

성분을 부여하는 조사나 어미가 들어오면 앞의 성

분을 제거하고 비교하여 결합한 뒤 다시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서술어가 들어오면 새로운 . 

스택을 생성하고 현재까지 형성된 스택을 그 안에 

담는다 즉 스택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이며 안. , , 

긴 문장이 존재하면 스택이 중첩된다 이러한 방식. 

으로 문장의 끝까지 탐색을 마쳤을 때 스택의 노드 , 

한 개를 구문 트리의 노드 한 개에 대응하여 구문 

트리를 생성할 수 있다 표 의 결과를 구문 분석하. 5

여 형성한 스택 구조는 그림 과 같으며 이를 토대7 , 

로 생성한 구문 트리는 그림 과 같다8 .

의미 분석 은 구문 분석 단계(sematic analysis)

에서 얻은 구문 트리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마

지막 과정이다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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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표 5의 토큰 리스트로부터 생성된 스택 구조

Fig. 7 The Stack Structure Generated from The 

Token List of Table 5

로 문장 구조 판별에 있어 의미 해석이 불가피하다. 

이는 문장이 길어지고, 복합적으로 구성될수록 중요

하다. 의미 분석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문장 성분을 

활용하여 문장과 문장의 경계를 구분하고, 문장 간

의 대등 관계를 판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법을 적

용하여, 구문 분석 단계에서 생성된 구문 트리를 적

절히 교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가령, 위의 예시 문장 “컴퓨터는 운용자의 요청

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한다.”에서 주어 ‘컴퓨터는’에 

대응되는 서술어는 ‘따르다’가 아니라 ‘처리하다’이

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8의 구문 트리는 잘못 구성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림 9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또 다른 문장 “컴퓨터는 운용자가 요청한 데

이터를 처리한다.”를 보자. ‘컴퓨터는’, ‘운용자가’는 

모두 주어 성분이나, 후자는 {‘운용자가’, ‘요청하

다’}에, 전자는 의미적으로 {‘컴퓨터는’, ‘운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처리하다’}의 문장에 대응되는 

문장 성분이다. 따라서 두 주어 성분을 구분해서 처

리하기 위한 적절한 기법이 필요하다.

보조사 ‘은/는’은 주어, 목적어, 보어 모두에 대

해서 쓰일 수 있으므로 의미 해석 없이 문법적 관

계를 파악할 수 없으며, 강조 등의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그러나 주어를 형성하는 데 주로 활용되며, 

한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는 경우 안은 문

장에는 ‘은/는’이, 안긴 문장에는 ‘이/가’가 오는 것

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위 문제는 구문 

트리에서 보조사가 붙은 주어들을 이동시키는 방식

으로 해결 가능하다. 

문장 0 문장 성분 안긴 문장

컴퓨터는 주어

운용자의 요청에 따라 부사어 문장 1

데이터를 목적어

처리하다 서술어

문장 1 문장 성분 안긴 문장

운용자의 요청에 부사어

따르다 서술어

표 6. 생성 코드

Table 6. Generation Code

또한, 문장 “STK Rule 검사로써 모호성이 포함

된 부적절한 부분을 배제한다.”에서 의미적으로 

‘STK Rule 검사로써’라는 부사어는 서술어 ‘배제하

다’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구문 분석 

단계에서는 문장의 첫 부분부터 읽어 나가면서 서

술어가 들어오면 이전에 축적된 스택을 문장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 방식을 따르므로 서술어 ‘포함되

다’에 대응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가 요구된다. 문

장 “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갱신해야 한다.”에서 ‘따

라’와 ‘갱신하다’의 경우와 같이 부사어 뒤에 바로 

서술어가 오는 경우,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쉬워 문

장 성분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으나, 이전과 같

이 부사어와 서술어가 떨어져 있는 경우, 연결 관계

를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부사

어가 길어지면 앞에 두는 한국어의 경향에 의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러한 부사어를 구문 트리에서 최상위 

문장의 구성 성분이 되도록 위치를 조정한다.

이 외에도 문장과 문장이 대등한 관계로 연결된 

형태인 경우, 접속사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안긴 문장을 포함한 여러 문장들을 대조하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도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모호성을 줄일 수 있다.

위 논의의 대상은 주로 복합 문장이며, 단어의 

조합을 고려하여 문맥을 파악해야 하는 자연어의 

특성에 의한 것이므로, 모호성을 어느 정도 소거할 

수는 있으나 무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SRS 작성 시 STK에 따라서 최대한 복합문장의 사

용은 피하도록 권고한다.

2. STK 검사

의미 분석 단계까지 완료하면 문장 구조 분석을 

마치고 STK 검사를 위한 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코

드는 각 문장 단위로 생성되며, 처음의 예시 문장 

“컴퓨터는 운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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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림 7의 스택 구조에 대응되는 구문 트리

Fig. 8 The Syntax Tree Corresponding to The Stack Structure in Figure 6

그림 9. 수정된 구문 트리

Fig. 9 Modified Syntax Tree

다.”에 대한 코드는 표 6과 같다.

생성 코드는 문장과 각 문장 성분, 그리고 그 성

분이 포함하는 안긴 문장에 대한 포인터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 코드를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여 STK 

Rule과 대조한 후, 부합 또는 위배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따른다. 예를 들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를 각각 S, V, O, A라 할 때, STK template 

일반 문장 1 (그림 3 참조)의 정규표현식은 SA*OV

가 되고, 문장 0은 SAOV, 문장 1은 AV가 된다. 이 

때 문장 1은 안긴 문장임을 고려하여 주어, 목적어

의 유무를 예외로 둘 때, 문장 0, 1은 모두 STK 

template에 부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Ⅴ. 작성 보조 도구

1. STK

제안한 STK는 실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되

었거나 현재 작성단계인 무기체계 SRS 두 편에 적

용하였다. 작성된 원본에서 사용된 문장을 주어, 서

술어, 목적어, 부사어로 분류한 경우 총 12개의 문

장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제안된 STK를 적용한 

결과 5개의 STK template으로 모든 문장을 재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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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문장 검사 결과10. 

Fig. 10 Sentence Check Result

할 수 있었으며 을 통해 의미분석이 , STK template

통제되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했다. 

또한 로 작성된 구조화된 로부터 테스, STK SRS

트 케이스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화하여 추출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반의 구조적인 . STK 

는 내부적으로 제작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SRS

분석 자동화가 적용될 수 있었다 실제로 해당 SRS .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정보들이 와 같pair-wise

은 대표적인 테스트 케이스 생성방법에 적용 가능

하였다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는 의 내용을 토. SRS

대로 실제 무기체계를 모방한 를 제작하여 테스SW

트하는데 사용되었다 해당 무기체계 에 대한 . SRS

자세한 내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생략한다.

본 문단에서는 작성 보조 도구를 이용한 SRS 

문장 검사 결과를 소개한다 먼저 컴퓨터는 운용자. “

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는 문장에 대.”

하여 수행한 검사 결과는 그림 과 같다 검사 결10 . 

과는 해당 문장과 문장에 포함된 모든 안긴 문장을 

포함하여 각 문장별로 성공 또는 실패 결과를 표시

한다 성공한 경우 해당 문장이 속하는 . , template 

번호를 표시하며 실패한 경우 오류에 관한 상세 , , 

내용이 덧붙여진다 그림 의 결과를 통해 예시 . 10 , 

문장은 일반 문장 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

또한 검사 결과는 이 외에도 각 문장에 대하여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을 표시하여 , , 

각 문장의 구조를 추가적으로 나타낸다 이 때 모. , 

든 문장의 서술어 어미는 종결 어미인 이다 하‘ ’, ‘

다 되다 등으로만 나타내어 용법에 따른 형태 변’, ‘ ’ 

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장 작성 보조 도구로부터 의 신“ SRS

뢰성이 검증된다 를 검사한 결과 해당 문장은 부.” , 

사어 주어 서술어 순서를 따르고 있으므로 , , STK 

에 위배된다 따라서 그림 의 검사 결과template . 10

는 표준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세 내용과 함

께 실패 결과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를 , 

통해 작성자는 를 적절히 교정할 수 있다SRS . 

결 론. Ⅵ

본 연구를 통해 작성자는 에 따라 구SRS STK

조화된 무기체계 작성이 가능하고 제안된 새SRS 

로운 를 실제로 적용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STK

해 작성 보조 도구를 지원한다 제안된 는 국방. STK

과학연구소에서 작성된 기존 무기체계 를 근거SRS

로 정립되었으며 실제로 작성중인 무기체계 에 SRS

적용하여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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