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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스마트하게!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과 생산성은 효율적인 기법들을 소프트웨어 공학 안내서(Handbook)

소프트웨어 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서 이론을 실

형태로 정립, 통합, 분배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무에 적용하고 검토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 브룩스(Frederick Brooks)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수한 경험이 진리라고 믿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교훈(Lessons Learned)이나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수집해 정

프레데릭 브룩스(Frederick Brooks)는 『맨먼스 미신(The Mythical Man-Month)』에
서 ‘No Silver Bullet(은 탄환은 없다)’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비장의 무

고 개선을 해야 성장할 수 있는데 오직 일하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는 없다고 말한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이런 현실이다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은 기존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

의 만병통치약은 없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혜(Wisdom)는 저절로 증가하지 않

지 못하고 답보 상태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분명 창의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는다. 이 분야의 좋은 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데, 잘 모르거나, 제

언제부터 소모적인 일로 치부되었다. 주위의 환경 탓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업

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되지 않았을 뿐이다.

(業)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자신의 과거 경험만을 진리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험 수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기는 편협한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를 많이 목도(目睹)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경험 수준

이런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매너리즘이 지배하고 활력이 떨어지며 몸으로 때우

이 낮은 초보자들로 채워져서 상쇄되기 때문일까? 그럴 수 있지만 더 큰 이유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왜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발 방식은 예전과 별반 차이가

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는 열심히 일하는 데(Work Hard) 초점을 맞추느라 똑똑하

없는가? 왜 ‘왕년에’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는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

게(Work Smart) 일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람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수한다. 지금 프로젝트에서 고생을 하고도 그 이

구현의 직접적인 수단인 데이터베이스와 개발 언어에만 신경을 쓸 뿐 정작 일

유를 모른 채 다른 프로젝트에 가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이 얼마나 부끄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다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

러운 일인가!

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 기껏해야 대학 시절 전공 과목
으로 이수했을 뿐이다.

4

리하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춘 회사를 찾기 힘들다. 과거를 되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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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엔지니어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통해 매일 작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다.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고한 철학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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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장에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 나는 그것이 실용

리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경험은 웅변이 되지 못하는 잡담이며, 경험의 시험을

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거치지 않은 논리는 논리가 아니라 부조리’라고 말해 두었다. 이 책이 개인과 조

철학자 존 듀이가 주창한 실용주의는 현실에서 유용한 것이 진리라고 보는

직의 성장에 한 움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업계에서 더 많은 전문가

입장으로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한다. 이 철학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해보면 다

가 현장의 이야기를 책이나 매뉴얼로 정리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노력과 기쁨

음과 같다.

이 계속되길 기원한다.

“오직 특정한 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적절
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해야 한다.”
어제의 지식과 기술이 오늘 쓸모 없어지는, 지식의 감가상각이 급속도로 발

2017년 3월

오병곤

생하는 시대에서 실용주의 원칙은 큰 힘을 발휘한다. 실용주의는 현실에 영합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인 실사구시(實事求是)와 맞닿아 있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분명하다. 그동안 현장에서 배우고 얻은 살아 있는 지
식과 경험을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나누고자 함이다. 맛
집, 좋은 여행지 등을 동료들과 공유하듯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젝트를 수
행하면서 얻었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현장 전문가가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 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이 오랫동안 내 마음 속에 있었다. 현장의 이야기가 힘이 세다고 믿기 때문이
다. 현장의 작은 조각 경험과 체험들을 묶고 연결하여 범용적 이론으로 체계화
할 수 있어야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다. 플라톤은 이미 오래 전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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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 관행에 대하여
Work Hard

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오픈을 앞두고 준비를 위해 야근이나 철야

최근에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기간 내내, 연중 내내 잔업이 만성화

자 중 73.7%는 휴일에 근무하고 한 달 평균 근무횟수는 3회로 집계되었다. 휴

된다면 문제는 다르다. 일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 근무가 적지 않다. 또한 70.9%가 휴일 근무로 인한 임금상승보다 휴식을 통

야근을 안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풍토는 여전하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한 삶의 여유를 원했다고 한다. 직장인들은 돈보다 휴식을 원하지만 정작 현실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이 있어 정시 퇴근을 하면 “요즘 한

은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다.

가한가 보네” 하고 눈치나 면박을 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고객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이 2,124시간으로 두 번째로 많다. 한국보다 근무시간
이 더 긴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다.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이 1,770시간
이므로 한국인 노동자는 연간 354시간, 주당 평균 6.8시간을 더 일한다.
주말이 와도 바쁘게 일해야 하는 ‘월화수목금금금’의 현실은 여전하다. 직
장인들의 근무환경은 근무시간과 노동강도 측면에서 별반 나아진 게 없다. 특
히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더 심각하다. 노동강도와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이 과중한 업무이며 업무 기대 수명이 길지 않다
는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다. 초과근무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회사, 프로젝트의 방침과 분위기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
다. 회사는 비상경영을 부르짖으며 위기 상황을 강조한다. 비즈니스가 늘 위기
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
야근이나 휴일 근무는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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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어느 특정 시점(예를 들어 단계나 끝나거나 중요

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차피 야근을 해야 하는데 굳이 근무시간 내에 할 필요

마일스톤(Milestone)1을 앞둔 시점)에서는

가 뭐가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직원들은 일을 덜

우리가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일부러 하기도 한다.

한다고 보면 된다. 결국 초과 근무는 단시간에 업무를 끝내는 데는 도움이 될

그런데 위의 경우보다 더 불행한 경우도 있다. 어떤 관리자는 일을 계획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상쇄 효과를 일으켜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셈이다. 생산

때 주말 근무와 야근을 포함해서 일정을 세운다. 저가 예산에 의해 일이 진행

성은 많은 경우 ‘월급 대비 얼마나 더 많은 노동력을 착취해낼 수 있는가’라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 직원들이 사생활을 희생해서라도 더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생산성이란 일정한 단위 노동 시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오래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초과근무를 열렬히 환영한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우수 인력을 투입하거나, 일의 몰입을 장려하
는 등의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다.

이제 워크 하드(Work Hard)에서 워크 스마트(Work Smart)로 빨리 옮겨가야 한
다. 잡일이 많으면 정성을 다하기 어렵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 삶의 질이 떨

초과근무는 관리자들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관리자는 ‘왕

어진다. 워크 하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결코 미래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없으며

년에’ 마인드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초과근무 정책에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 늦

오히려 직원을 소진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며, 몰입을 방해하고 분산시켜 실수

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열심히 일하는 줄 아는 관리자들이 아직도 많다.

를 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워크 하드는

반면에 어떤 관리자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일의 진척에 따라 탄

전형적인 생산성 감소 기법인 셈이다.

력적으로 일의 강도를 달리한다.

한국 산업의 발전은 잔업과 휴일 근무 등의 강도 높은 노동이 이루어 낸 결

초과근무가 실제 생산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의 문제를 따져보면 그리 높

과라고 믿는 경영자나 관리자가 많다. 아니,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듯하

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회사 일정에 쫓겨 일을 해야 할 때 직원

다. 분명 근면과 희생이 반세기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 그

들은 근무시간만 채우도록 일을 늘이는 경향이 있다’는 파킨슨 법칙이 작동하

러나 21세기에는 노동과 복종이라는 가치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몰입과 창의
성이라는 우뇌적 기능을 조직에서 계발, 활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도전에 대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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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전달하는 워크 스마트를 통해 일의 양이 아니라 질로서 제품과 서비

명이 있으면 아이를 5개월 만에 일찍 낳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인력을 추가로 투

스를 제공해야 한다. 워크 스마트는 일과 삶이 충돌하지 않고 상생을 도모하는

입하며 위험한 조산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

전략이며, 그리하여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기업 문화 혁신을 꾀
하는 것이다.

납기가 촉박하면 마음이 조급하다. 조급증은 마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
는 증상으로 평상심을 상실하여 제대로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 차근차근 정상

먼저 경영자와 관리자의 마인드 전환과 실천 가능한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왠지 멀리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신속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는 관리자는 많지 않다. 근무시간을 유연

하게 프로그래밍 작업으로 넘어가야 일의 결과가 눈에 보이고 진척관리가 용

하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 발생을 관리자의 인사 고과와 연결하는 제

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석과 설계의 기본 과정을 생략하거나 대충 진행

도가 필요하다. 직원들은 현재 하는 일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자신의 재능
에 부합하는 영역에서는 ‘최고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한다. 상대적
으로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아지며 그 일에서 만큼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고부가가치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일은 놀이가 된다.
워크 스마트는 즐거움이 된다.

Work Fast
건설이나 IT 서비스처럼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의해 진행되는 대부분의 일
은 갑(발주사)에서 책정한 예산은 적고, 을(수행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에 비
해 일의 범위가 많다. 납기를 맞춰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밤낮을 몸으로
때우며 일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납기를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 평소
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일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 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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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결함과 재작업의 요인을 계속 안고 가게 된다.
조급증은 패스트푸드와 같다. 아침 일찍 출장 길에 오르며 패스트푸드점에
서 아침식사를 해결하고 KTX에 승차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 유쾌한 기분이

고삐를 쥐고 일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 마치 밀당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처럼 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장악해나갈 수 있다.

들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는 신속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장점은 없다. 건강에 좋
지 않고 비싸다.
속도를 미덕으로 치는 사회에서는 속도가 상당한 경쟁력의 요소가 되기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은 오늘의 반복이라면 삶은 지겹다. 어제와 오늘

하지만 다른 요소가 동반되지 못하고 오직 속도만을 따지는 것은 부실이 될 여

의 얼굴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너리즘’이라 부른다. 이 수렁에

지가 다분하다. 우리는 그동안 속도로 인한 부작용과 아픔을 부실 공사에서

직장인들이 빠지게 되면 주말만을 기다리며 오늘을 참아야 하는 고역이 반복된

너무도 많이 보았다. 마음은 바빠서 조급증이 오고 몸은 바빠서 초과근무에

다. 반복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재미가 없으니 일의 능률

시달린다.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 없다. 속도를 우선으로 치게 되면 비단 일의

이 오를 수도 없다. 관성적 일과 속에서 특별한 도전과 실험정신은 멈추게 된다.

품질뿐만 아니라 가정, 행복, 즐거움, 보람, 사랑 등 다른 소중한 가치들이 배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수없이 많은 야근을 하고 있다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치들은 ‘빨리빨리’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끝없는 야근을 종료하려면 지금 하는 일의

때문이다. 씨앗에 거름을 주고 햇볕과 바람을 통해 가꿔야 하는 식물들처럼 천

프로세스에 도전해야 한다. 프로세스는 누가 대신해서 개선해 주지 않는다. 그

천히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 사랑마저 빨리 처리해야 하는 노동이

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은 내 직무가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

될 때 삶은 처참해진다.

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일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내 일의 범위라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는 없다. 빠르게 처리하는 일은 대부분 부가가
치가 높은 일이 아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품질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은

18

Work In The Same Way

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 자체에 대해 고민만 했을 뿐 저부가가치의 일을
어떻게 고부가가치의 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인색했다.

속도를 내고, 우선순위가 높고 중요한 일은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다각도로

이제는 회의에서 일의 결과와 이슈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일의 방식 개선

방안을 찾고 집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빠름과 느림의 조화를 통해 일의

이 주요 의제(Agenda)로 다뤄져야 한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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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누락과 변경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래서 일정이 지연된다면 기존의 요구사

부분 실패한다. 따라서 축구는 실패를 다루는 경기다.”

항 개발 프로세스에 도전해야 한다. 단순히 인풋(Input)의 증가를 통해 아웃풋

일도 마찬가지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실험

(Output)의 증가를 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의

을 주저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시도가 없다면 일에서 승부를

방식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낼 수 없다.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분명 배우고 성장한다. 진짜

거스 히딩크는 축구에 대하여 멋진 정의를 내렸다.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라고 묻기보다

“축구는 실패투성이의 게임이다. 골을 만들어 내려고 수많은 드리블과 패

는 ‘나는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다.

스를 시도하다가 겨우 한두 골로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다. 그 숱한 시도들은 대

실패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는 직원들의 방어적인 태도를 양산할
뿐이다. 직원들로 하여금 실패할 것 같은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든
다. 실험을 장려하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요즈음은 스마트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창의력을 제대로 발
휘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생각하기
를 멈춘다. 사색의 틈을 주지 않고, 그 틈이 만들어지면 견디지 못한다. 어떤 혁
신적인 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전화
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며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몰두해야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빡빡한 일상과 일과 속에서는 숨
을 쉬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의 하나인 3M에서는 일과의 15%
내외를 직원들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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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잇은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그 우연이 가능한 3M의 환경은 우연이 아니
었다’라는 짐 콜린스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표적 제조업체인 GE는 최근에 인사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직
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직문화
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직원을 최고 성과자로 평가
한다고 한다. GE 회장 제프리 이멜트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서 아무 것
도 하지 않는 기업은 실패한다. 혁신이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다. 실패를 두
려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GE같은 회사가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 업 기업과 같이 실패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인사평가 기준을 바꾼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루한 반복을 멈추
고 새로움에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절실히 필요
한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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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 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

PRACTICES
계획

프로젝트에 적합한 생명주기 선정

분석
설계

1부. 기술(Engineering)

개발
테스트

프로젝트의 특징 중 하나는 유일함(Unique)이다. 똑같은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듯이 생명주
이행

기 모델이나 개발방법론도 프로젝트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 프로젝트에 맞게 조정(Tailoring)
하여 적용해야 한다.

현실

가는 폭포수 모델을 채택한다. 폭포수 모델은 개발 업무나 솔루션에 대해 잘 알

소프트웨어 생명주기(Software Life Cycle)란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생명처럼 탄

고 요구사항이 명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시간과 비용도 다른 생명주

생, 성장, 소멸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초기에 프로젝트의 특성,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생명주기를 결정한다.

24

유지보수

기 모델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나 폭포수 모델은 앞 단계가 완벽하게 끝나야 결함을 다음 단계로 넘기
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데, 충분한 검토 작업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생명주기 모델의 조상은 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이다. 폭포수 모델

불가능하다. 폭포수 모델은 결함이 적시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 후반

은 폭포가 떨어지면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앞 단계를 향해 ‘돌격

부의 재작업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일정을 지연시키는 결과

앞으로!’ 하는 개발 절차다.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유지보수 과

를 초래하는 단점이 내재한다. 폭포수 모델도 매 단계 끝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그림 1-1).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지만 대부분 일정 때문에 형식적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이 채택하는 생명주기는 폭포수 모델인데,

로 수행하거나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결함을

이는 프로젝트에서 납기 준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제거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만드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녹록하지 않

되돌아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명주기 선정에 대한 고민 없이 앞만 보고 달려

은 프로젝트 현실을 감안할 때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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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아마도 이런 결정을 할 만큼 배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설

없이 진행하면 결함이 후반부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면초가의 현실에

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힘들어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개발 프로세스를 채택해야 하는가?

반복형 모델(Iteration Model)은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등의 전 단계
또는 일부 작업을 반복 개발하여 위험과 결함을 최소화하는 모델이다. 사용자
의 요구사항 일부분 혹은 제품의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개발하여 최종 시스템

우수사례

으로 완성하는 모델이다. 결함이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 자동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폭포수 모델만이 아니라 프

차, 국방 분야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달

로젝트 특성을 감안하여 반복형 모델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다. 반복형 모델

성에 유용한 접근 방식이다. 또한 단계별 출시(Staged Deployment)를 통해 소프트

은 크게 점진적 모델(Incremental Model)과 진화적 모델(Evolutional Model)로 구분할

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반복

수 있다.

을 수행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약점이 있다.
프로젝트 현실은 생명주기에 대한 별다른 고민없이 폭포수 모델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명주기 선정이 왜 중요한 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점진적 모델은 기능 묶음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최종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의 실행 가능한 단위로 분리하여 구현하는 방식으로 보
통 가장 중요한 기능 그룹을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 기능 그룹을 개발하여 통

A 프로젝트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고객의 강력한
요청을 통해 통합 테스트, 병행 테스트, 전수 테스트를 모두 수행하였다. 테스

[ 그림 1-2 ] 점진적 모델

트가 계획 대비 두 배의 기간인 4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체 개발기간(6
개월)의 70%에 해당되는 기간이었다. 결국 전체적인 일정이 3개월 정도 지연되

는 결과를 가져왔다.
테스트 기간이 늘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
세스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폭포수 모델을 적용한 이유가 가장 컸다. 특히

[ 그림 1-3 ] 진화적 모델

개발이 모두 완료된 후 테스트를 해야했기 때문에 결함이 뒤늦게 발견되고, 재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 문제였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우선시 해야 하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형 모델을 적용하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했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작금의 프로젝트는 반복형 모델을 따르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반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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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다(그림 1-2)1. 예를 들어 대학 종합업무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 가장 중

[ 그림 1-4 ] Z 프로젝트 단계별 출시 모델

요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회계 관리 등 다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
분석

발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진화적 모델은 소프트웨어를 릴리즈할 때마다 기능의 완성도를 업그레이드

아키텍처 설계

하는 방식이다(그림 1-3). 1단계 진화에서 시스템의 각 구성 항목의 핵심 부분을
포함하는 최소의 시스템을 개발하고(버전 1.0) 2단계 진화부터는 이 시스템을 개

1단계

상세설계, 개발, 단위 테스트, 릴리즈

2단계

상세설계, 개발, 단위 테스트, 릴리즈

n단계

상세설계, 개발, 단위 테스트, 릴리즈

선하여 기능을 향상시킨다(버전 2.0). 예를 들어 1단계에서는 국내 출시용 헬스케
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해외 수출용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선정하고 프로젝트에 맞게 조정할 때 폭포수 모델
통합 테스트
/ 이행

이외에 점진적, 진화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Z 프로젝트’는
기간이 짧았지만 구성원 대부분이 처음 수행하는 업무였고 크게 세 가지 시스
템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계획이었다. 납기를 맞추면서

저 진행한 후 그 다음 중요한 모듈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WBS를 [표 1-1]

최대한 위험을 줄여서 소프트웨어를 납품해야 했다. ‘Z 프로젝트’는 점진적 모

과 같이 구성하였다.

델을 채택하고 소프트웨어 기능을 단계별로 출시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계획

‘Z 프로젝트’는 점진적 모델을 채택해서 다음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을 수립했다. 일정 준수와 결함의 적기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첫째,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 모든 소프트웨어를 한번에 배포할 필요가 없었

소프트웨어 기본 설계(아키텍처 설계)까지는 폭포수 모델로 진행하고, 소프트웨어

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한 점진적 개발이 가능하였다. 즉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밀접한 상세 설계부터 릴리즈 과정까지는 중요도를 기준으로 기능을 그

기능을 먼저 개발하고 고객에게 제공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사용

룹핑하여 단계별로 개발하는 전략을 취했다(그림 1-4).

할 수 있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 WBS2를 작성할 때 프로그램 명세 설계

둘째, 프로젝트의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위험이 큰 프로젝트를 위험이 작

- 시스템 개발 - 단위 테스트 - 릴리즈(배포)의 과정을 통해 중요한 모듈을 먼

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로 분해하여 개발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위험을 최소화
하였다.

1
2

그림 출처 : https://ravisr16.wordpress.com/2014/06/22/agile-development-environment/
Work Breakdown Structure. WBS는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일의 목록으로 최상위 단계부터 최하위 작업 단위로 분할하여

작업 목록을 도출하고 일정 계획, 산출물, 작업자 등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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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설계

업무
그룹

릴리즈

단위 테스트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명세 설계

출하관리 모듈

릴리즈

단위 테스트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명세 설계

물류관리 모듈

릴리즈

단위 테스트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명세 설계

공사관리 웹 사이트

릴리즈

단위 테스트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명세 설계

물량 산출 모듈

공사최적분석 DB 설계

공사관리엔진 통합 DB 설계

Database 설계

공사최적 분석 화면 설계

공사관리 통합 화면 설계

화면 설계

세부 작업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담당자

배포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프로그램 명세서

배포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프로그램 명세서

배포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프로그램 명세서

배포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프로그램 명세서

ERD, 테이블 정의서

ERD, 테이블 정의서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 시나리오

산출물

2015년 1월 21일

2015년 1월 16일

2015년 1월 1일

2014년 12월 23일

2014년 12월 21일

2014년 12월 16일

2014년 12월 1일

2014년 11월 23일

2014년 11월 21일

2014년 11월 16일

2014년 11월 1일

2014년 10월 22일

2014년 10월 20일

2014년 10월 16일

2014년 10월 1일

2014년 9월 22일

2014년 10월 22일

2014년 10월 1일

2014년 8월 11일

2014년 10월 1일

2014년 8월 11일

2014년 8월 11일

시작일

계획

2015년 1월 22일

2015년 1월 20일

2015년 1월 15일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22일

2014년 12월 20일

2014년 12월 15일

2014년 11월 30일

2014년 11월 22일

2014년 11월 20일

2014년 11월 15일

2014년 10월 31일

2014년 10월 21일

2014년 10월 19일

2014년 10월 15일

2014년 9월 30일

2015년 2월 4일

2014년 11월 14일

2014년 10월 17일

2014년 11월 7일

2014년 10월 17일

2014년 11월 14일

종료일

2

5

15

9

2

5

15

8

2

5

15

10

2

4

15

9

106

45

68

38

68

96

기간

시행
진척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진척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표 1-1 ] Z 프로젝트 단계별 출시 모델을 적용한 WBS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보는 것만큼 더 확

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애자일(Agile) 방법론은 개발 과정을 작은 반복(Iteration) 주기로 나눠 사용자

의 피드백을 자주 받는 경험적 프로세스로 제품을 개발하는 점진적 모델이다.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이내의 짧은 주기

(Sprint)를 구성하여 반복 수행한다.

‘C 프로젝트’는 모바일 기반의 앱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단기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여 출시 일정에 맞춰 개발 주기를
구성하였다. 스프린트 단위로 점진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후에는 별도의 QA 주

기를 계획하여 각 단위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고도화를 수행하는 안정적인

전략을 취하였다(표 1-2).
‘C 프로젝트’는 한 달 이내의 짧은 스프린트(Sprint) 주기로 개발하고 통합함

으로써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여 출시하고 고객 요구사항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먼저 출시한 경쟁업체의 애플리케이션보다 높은 시장의 평판을 받아

선두 자리에 올라섰다.
[그림 1-5]에서 보는 것처럼 UP(Unified Process) 모델은 도입(Inception), 정련

(Elaboration),

구축(Construction), 전이(Transition)의 4단계로 시스템 개발 과정을

구분하며 각 단계도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반복(Iteration)하여 진행한다. ‘시간’

의 흐름을 나타내는 가로축과 특정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을

보여주는 세로축으로 구성되는 2차원 구조로 표시된다.
‘H 프로젝트’는 의료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년에 걸쳐

진행하였다. 국내 병원과 해외 병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어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선정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

PRACTICES 01•프로젝트에 적합한 생명주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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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C 프로젝트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한 WBS
작업

세부 작업

단계

계획일정
시작일

종료일

[ 그림 1-5 ] UP 모델
산출물

Process Workflows

계획

스프린트 계획 수립

8/6

8/6

제품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Burndown Chart 포함)

설계

상세설계

8/11

9/1

상세 설계서

구현

개발구현

8/11

9/1

소스

도입

정련

구축

전이

Business Modeling
Requirements
Analysis & Design
Implementation

Sprint #4

테스트

단위테스트

8/11

9/1

단위테스트 코드/결과서

동료검토

팀리뷰(격주)

8/11

9/1

동료검토 결과서

스프린트 리뷰 및 데모

9/2

9/2

스프린트 완료보고서

스프린트 회고

9/3

9/3

회고록

Test
Deployment
Supporting Workflows
Management
Environment

완료

Sprint #5

Configuration Mgmt

Preliminary
Iteration(s)

Iter
#1

Iter
#2

Iter
#n

Iter

Iter

#n+1

#n+2

Iter
#m

Iter

#m+1

계획

스프린트 계획 수립

9/4

9/4

제품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Burndown Chart 포함)

설계

상세설계

9/7

9/15

상세 설계서

구현

개발구현

9/7

9/15

소스

테스트

단위테스트

9/7

9/15

단위테스트 코드/결과서

동료검토

팀리뷰(격주)

9/7

9/15

동료검토 결과서

스프린트 리뷰 및 데모

9/16

9/16

스프린트 완료보고서

기에 해소하면서 핵심 모듈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는 시스템의 품질을 고도화

스프린트 회고

9/17

9/17

회고록

하는 전략을 취했다. 1차년도에 국내 병원 대상의 핵심 모듈을 개발한 후 2차

개발단계 산출물

9/18

9/18

상세설계서

년도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해외 병원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매뉴얼

9/19

9/19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구축하였다. 특히 구축 단계(Construcion)를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1차년도

릴리즈노트

9/20

9/20

릴리즈 노트

핵심 모듈을 보완하고 추가 기능을 개발하는 반복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통합테스트 계획

9/21

9/21

통합테스트 계획서

UP 모델을 채택한 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책을 집필할 때 초고는 거

통합테스트 설계

9/23

9/23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통합테스트 수행

9/24

9/24

통합테스트 결함대장

통합테스트 완료

9/25

9/25

통합테스트 결과서

완료

문서화

QA #1

통합 테스트

반복

졌지만 반복형 모델인 UP(Unified Process)를 채택하여 도입, 정련, 구축, 전이의
4단계로 시스템 개발 과정을 구분하고 1차년도에는 시스템의 위험요소를 조

칠지만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작성하고 고쳐 쓰기를 통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UP 모델을 통해 반복, 특히 진화적 모델을 적용하여 2
단계에 걸쳐 소프트웨어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큰 규모의 해외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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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 표 1- 3 ] H 프로젝트 UP 모델을 적용한 WBS
Iteration Path

Work Item
Type

Title 1

Title 2

Title 3

7120. 요구사항 분석

FROM

TO

YYYY-MM-DD

YYYY-MM-DD

비고

생명주기 모델을 선정할 때 프로젝트 특성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Inception

Feature

Inception

Task

01. 요구사항 정의

Inception

Task

02. 유스 케이스 분석

Inception

Task

03. 요구사항 추적

Inception

Feature

Inception

Task

01. 동료검토

Inception

Task

02. 품질점검

Elaboration

Feature

Elaboration

Task

01. 비즈니스 전략 수립

Elaboration

Task

02. 사용자 분석

Elaboration

Feature

Elaboration

Task

01. 아키텍처 보완(1)

Elaboration

Task

02. 아키텍처 보완(2)

Elaboration

Feature

Elaboration

Task

Elaboration

Feature

Elaboration

Task

Construction 1

Feature

Construction 1

Requirement

Construction 1

Task

01. Layout Control 확장

1차년도

Construction 1

Task

02. Pub-Sub 이벤트 개발

1차년도

Construction 2

Feature

Construction 2

Requirement

Construction 2

Task

Transition

Feature

Transition

Task

11. 통합테스트 수행

Transition

Task

21. 시스템 테스트 계획

7199. 품질점검

7220. 아키텍처 분석

7230. UI 분석

7250. 테스트 계획

새로운 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요구사항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가?
YYYY-MM-DD

고객의 요구사항이 애매모호한가?

YYYY-MM-DD

예산과 조직이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가?
고객이 한번에 완벽한 제품의 납품을 원하는가?
YYYY-MM-DD

YYYY-MM-DD

고객이 한번에 기존 시스템 폐기를 원하는가?
프로젝트 규모가 너무 커서 한번에 수행하기 어려운가?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프로젝트가 너무 복잡하고 커서 한번에 개발하기 어려운가?(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 복잡한 개
발 조직 구성, 합리적이지 못한 상위 관리자 등)
핵심 기술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01. 총괄테스트계획서
7330~7350. ABC 고도화 - 포탈 Redesign

YYYY-MM-DD

YYYY-MM-DD

REQ -UI 개발 툴 레이아웃 컨트롤 기능

7310. QA

YYYY-MM-DD

REQ -QA 관련

2차년도
YYYY-MM-DD

YYYY-MM-DD

22. 시스템 테스트 수행

Transition

Feature

Transition

Task

01. 글로벌화 체크 리스트 작성

Transition

Task

02. 영문화 작업 및 보완

7460. 글로벌화 준비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인가?

YYYY-MM-DD

YYYY-MM-DD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표 1-5]에서 유사한 모델을 찾아보자.

2차년도
2차년도

01. 품질 속성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7430. 테스트

1차년도
1차년도

YYYY-MM-DD

Task

01장•기술(Engineering)

고객의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의되고 문서화되었는가?

YYYY-MM-DD

01. 모바일 UX/UI 분석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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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프로젝트 특성 정의
YYYY-MM-DD

7210. 비지니스 분석

생명주기 모델 선정 체크리스트

[ 표 1-5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선정 기준

폭포수형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폭포수형 모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	고객 요구사항이 잘 정의되고 문서화됨

•	인력과 예산 투입이 점진적임

•	고객이 첫 번째 납품에서 모든 성능을 원함

•	시스템이 너무 커서 한번에 개발이 힘듦

•	고객이 기존 시스템을 한 번에 폐기하기를
원함

•	시스템을 논리적 부분들로 나눌 수 있음
•	목표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요구사항의 변
화를 가져올 수 있음

PRACTICES 01•프로젝트에 적합한 생명주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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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형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02

점진형 모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PRACTICES

•	고객 요구사항이 잘 정의되고 문서화됨

•	고객 요구사항이 잘 정의되지 않음

•	인력과 예산 투입이 점진적임
•	시스템이 너무 커서 한번에 개발이 힘듦

•	목표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요구사항의 변
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시스템을 논리적 부분들로 나눌 수 있음

•	고객이 첫 번째 납품에서 모든 성능을 원함

요구사항 도출 및 명세화

•	고객이 기존 시스템을 한 번에 폐기하기를
원함

1부. 기술(Engineering)

진화형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진화형 모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	고객의 요구사항이 잘 이해되지 않음

•	고객이 첫 번째 납품에서 모든 성능을 원함

•	목표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요구사항의 변
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고객이 기존 시스템을 한 번에 폐기하기를
원함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 없는 것은 없다. 요구사항 명세화를 통해
무엇을(What) 개발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	인력과 예산 투입이 점진적임
•	시스템이 너무 커서 한 번에 개발이 힘듦
•	시스템을 논리적 부분들로 나눌 수 있음

현실
요약

일은 왜 하는가? 아마도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는 대답
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급여나 이익은 일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일을 하
는 이유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일의 수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듯이 생명주기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과
결과가 달라진다. 모든 프로젝트에 모두 적합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딱히 있지는 않다.
프로젝트 특징 중 하나는 유일함(Unique)이다. 똑같은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듯이 생명주기
모델이나 개발방법론도 프로젝트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 조정(Tailoring)을 통해 적용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 상황에 적합한 것이 최선이다.
작금의 개발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신속하게 개발하면서도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
해야 한다. 납기 준수와 결함 제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프로젝트는 상세

혜자, 즉 고객이 존재한다. 고객을 만족시키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면, 고
객은 그 결과로 지갑을 열게 되고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일의 본질은 무엇을(What)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나 엔지니어는 일
을 어떻게(How) 수행하느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단계는 요구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분석 단계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What) 정의하는 과정이고, 설계 단계는 요구사항을 어떻

설계부터 릴리즈까지의 과정을 우선순위에 따라 2회~3회 반복 개발하여 출시하는 점진적

게(How) 구현하는지를 정의하는 과정이고, 개발 단계는 요구사항을 시스템이

모델 적용이 유리하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Conversion)하는 과정이고, 테스트 단계는 요구사항
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를 검증(Verification)하고 확인(Validation)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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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 생명주기 단계와 보수 비용 상관관계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기간 동안 수행되는 모든 활동의 기본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요구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은 프로젝트 성공, 실패의 가

보수비용

생명주기

0.1

요구분석

0.5

설계

1

코딩

장 큰 원인이 요구사항이라는 통계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3

[ 표 2-1 ] 프로젝트 실패 요인

실패 요인

비중

불완전한 요구사항

13.1%

고객참여 부족

12.4%

자원 부족

10.6%

2

단위 테스트

비현실적 기대치

9.9%

5

인수 테스트

경영진의 지원 부족

9.3%

유지보수

8.7%

20

요구사항 및 규격의 잦은 변경
미흡한 기획

8.1%

더 이상 필요치 않음

7.5%

요구사항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중요하게 대접을 받지
요구사항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적이다. 비용과 관련이 있다. 요

못한다. 납기 압박으로 인해 분석 단계의 공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코딩 단

구분석 단계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 오류의 해결 비용이 제일 적게 든다. 생명

계로 빨리 진입하려고 한다.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오류

주기 뒤로 갈수록 요구사항 오류를 해소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는 다음과 같다.

다. 코딩 단계에서 누락된 요구사항 하나를 발견해서 해결해야 한다면 프로그

첫째,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다. 요구사항은 시스템

램 열 개 이상을 개발해야 할 지 모른다. 요구분석 단계에서 누락된 요구사항

으로 구현해야 할 내용을 기능뿐만 아니라 비기능(품질 특성)을 포함하여 구체적

을 찾는다면 간단히 요구사항 정의서를 보완하면 되지만 코딩 단계에서 찾는

으로 누락 없이 명시되어야 한다. 요구분석 단계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

다면 앞 단계의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과 비

는 누락이다. 누락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누락된 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용이 필요하게 된다.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면 요구분석 단계의 오류 보완 비용

테스트할 수 있는가? 심지어 수준이 낮은 프로젝트는 고객과 인터뷰한 내용을

과 유지보수 오류 보완 비용의 차이는 200배까지 발생한다(그림 2-1).

정리한 것이 요구사항 개발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뷰를 통해
요구사항 일부를 도출할 수는 있지만 인터뷰만으로 요구사항 전체를 정리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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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현행 업무에 대한 분석 작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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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 요구사항 종류

둘째, 요구사항을 What이 아니라 How 중심으로 기술한다. 요구분석 단계
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방법이 아
니라 대상이다. 방법의 관점에서 기술하면 요구사항 정의서가 복잡해지고 설
계 문서가 된다. 방법은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면 된다.

종류

비즈니스
요구사항

내용

참조 문서

•	왜(why)에 대한 정보로 해당 조직에서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지를 설명(목표, 이익)

•	RFP

•	프로젝트의 비전, 목표(Goal)

•	수행계획서

•	무엇(What)에 대한 정보로 사용자가 제품을 이
용하여 할 수 있는 ‘무엇’을 설명

•	Use Case 시나리오

•	제안서

셋째, 요구사항이 비즈니스 용어가 아닌 기술 용어로 기술된다. 요구사항을
엔지니어가 작성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요구분석 단계의 요구사항은

사용자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이다. 그러므로 고객의 언어로 기술되어야 한다.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재작업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명세화하는 데 가장 어려운 일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기록하는 활동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개
발’ 차원의 활동이다. 요구사항 도출 및 명세화는 원석을 다듬어 보석으로 만

•	또 다른 무엇(what)에 대한 정보로 개발자가 개
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
•	“~해야한다” 구문으로 표현되어 시스템이 반드
시 수행하거나 시스템을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
•	제품의 상태, 조건, 특징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

비기능
요구사항

드는 과정이다.

비즈니스
규칙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오류를 최소화하려면 먼저 요구사항에 대한 개념과
요구사항 종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구사항이란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
능(Function)과

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조건(Condition)이다.

인터페이스

서 구현되어야 할 기능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족되어야 할 조건, 즉
비기능 요구사항도 요구사항을 기술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 아래는 요구사항의
종류를 설명한 것으로 요구사항을 명세화할 때 고려해야 한다(표 2-2).

억해야 한다. 요구사항 명세화뿐만 아니라 요구사항을 검토할 때도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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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정의서
•	메뉴구조도
•	프로그램 목록

•	ISO 25010
	(구 ISO 9126)

•	성능, 사용성, 신뢰성, 보안, 이식성, 호환성, 유
지보수성 등

•	품질 목표

•	회사의 정책

•	비즈니스 규칙은 그 자체가 소프트웨어 요구사
항이 되지는 않음

•	정부 법규/제도

•	특정 기능의 요구사항은 어떤 비즈니스 규칙으
로 파생되었는지 추적

•	연산 알고리즘

•	산업 표준

•	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비
기능 요구사항의 또 다른 분류로 구성

요구사항은 시스템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명세화를 하려면 요구사항의 특징 7가지를 반드시 기

•	프로세스 정의서

•	사용자, 개발자 모두에게 중요

•	회사의 정책, 정부 법규, 산업 표준, 연산알고리
즘을 포함

우수사례

•	사용자 스토리보드

시스템
요구사항

•	다른 컴포넌트, 하드웨어 장치, 사용자들과의 인
터페이스를 포함하여 통신, 정보 교환에 이용되
는 프로토콜을 포함
•	사용자 관점에서 보여지는 시스템의 행위에 대
해서 설명
•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과 기능으로 구성되는 최
상위 요구사항을 설명

•	인터페이스 정의서

•	운영 환경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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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Complete : (설계 및 구현을 위해)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프로젝트 용어사전을 만들고 최종 사용자에서 보조 직원까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요구사항이 설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기능 요

사람이 동일한 용어사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웹 기반으로 용어사전을 활용

구사항의 경우에는 업무의 최소 단위인 단위 프로세스(elementary process)까지 분해
하고 이를 요구사항 작성의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한다.
❷	Correct :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
요구사항이 사실이어야 한다. 또한 요구사항간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❸	Feasible : (목표시스템에 구현) 타당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
❼	Verifiable : (구현 여부를) 검증 가능해야 한다.
	구현한 후에 요구사항 명세를 가지고 “사용자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가?”, “기능이 어떻
게 수행되느냐?”보다는 기능이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느냐의 관점에서 요구
사항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요구사항은 구현이 가능한가? 구현하려면 제약사항이나 전제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가? 그렇다면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뷰다. 인터뷰를 원활하

❹	Necessary : (사용자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게 수행하려면 사전에 현재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이 이루

	고객이 자주 쓰는 말 중 하나는 “다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다. 그러나 프로젝트란

어져야 한다. 요구사항 도출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이 상황에

제한된 기간 내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고객에게 무한

맞게 채택되어야 효과적이다. [표 2-3]은 요구사항 도출 기법을 간단하게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프로젝트는 실패한다. 요구사항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 것이다.

한다. 분별 기준은 비즈니스 요구사항, 즉 프로젝트의 목표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다.
❺	Prioritized : (구현을 위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요구사항이라도 모두 같은 요구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완벽하게 구현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구사항도 있다. 요구사항에 대해 비즈니스 관점에서

❶	진상 고객

중요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갑질을 하는 고객이다. 이런 고객은 피할 수 있다면 좋다. 그러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오직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달리해야 한다.
❻	Unambiguous :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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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만 상대하는 게 좋다. 관계에 얽히게 되면 심각한 내상을 입을뿐더러 인생이 황폐해
질 수 있다. 계약 관계로만, 문서화되어 있는 요구사항 중심으로 일을 수행한다.
❷	불평 고객

해서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수고객의 경우에는 적립 포인트

	고객이 불평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불평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구멍이

를 지불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우수고객’에 대한 세부 정의가 있어야 한다. 요

난 것이다. 고객의 불평이나 문제 요구사항에 주목하라. 불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구사항을 정의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배울 때에는 별도로 용어집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기회라고 여겨라. 불평을 해결해준다면 고객은 나의 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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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우호 고객
	마음에 드는 고객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감사해야 하고 더 잘해주어야 하는 것이 인
[ 표 2-3 ] 요구사항 도출 기법

종류

내용

자료분석

As Is 프로세스 흐름도, As Is 메뉴 구성도, As Is 화면 정
의서, 시스템 문제 보고서를 검토한다.

지상정이다. 명시된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고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물하라.
관련 문서

기대사항을 충족시켜라. 요구사항은 기대사항을 포함한다.

•	To Be 문서

요구사항 정의서의 상세 내용 작성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수준 차가 크게 벌어진다. 요구사항

워크숍

As Is/To Be 프로세스 개선사항 도출 워크숍, 유스 케이
스(Use Case) 도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인터뷰

부서별/계층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요
구사항을 도출한다.

•	워크숍 결과서

•	인터뷰 계획서
•	인터뷰 결과서

의 상세 내용을 작성할 때 다음의 10가지 지침을 고려하면 작성이 용이하다.

❶	How보다 What에 초점을 두어라.
	요구사항 명세화는 개발해야 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며 요구사항을 어
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는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면 된다.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

설문조사

부서별/계층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현황
분석,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	설문지
•	조사 결과서

로,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❷	중요한 요구사항 상세화에 집중하라.
	중요도가 높은 요구사항의 상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또한 하나의 요구사항을

화면 정의

화면(User Interface) 작도를 통해 모호한 요구사항을 상
세화한다.

•	화면설계서

상세화할 때도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그 기능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프로토타이핑
(Prototyping)

요구사항에 관련된 시제품을 구현. 중요하고 불명확한 요
구사항은 소프트웨어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토타이핑
을 실시하여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Day in the life

사용자 관찰하고 삶의 현장을 체험한다(직접 일을 하고 있
는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하면 시스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프로토타입
	결과서

❸	업무 처리 순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라.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그 기능이 어떻게 동작되어야 하는지를 순서적으로 열거하고 경우
의 수(정상 처리, 비정상 처리, 조건에 따른 처리 등)를 고려하여 작성하면 요구사항을 상

•	현장 체험
	결과서

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
❹	6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라.
	요구사항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수행하는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체적
으로 요구사항을 명세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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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에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준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생
각하고 작성하라.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
❻	짧은 문장으로 분명하게 써라.
긴 문장은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 가급적 주어와 동사로만 서술한다.
❼	주어와 동사를 맞춰서 작성하라.
	주어가 누구이고 주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별만해도 우리 말 오류의 절반은 해결된
다. 주어를 명확히 표현해야 역할이 명확해진다. 단, 주어가 한 사람이라면 주어 생략은
가능하다.

[ 표 2-4 ] 요구사항을 명세화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

요구사항 내용

오류 내용

구분

공인인증서의 상태정보(유효기간, 정상
유무 등)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등’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로그아웃할 수 있
어야 한다.

모호한 표현이다.

모호성 배제

로그인 정보를 입력 받는다. 로그인 정
보는 필수 입력 항목이다.

모호한 표현이다.

모호성 배제

보유 계좌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한다.

확인하고 계좌를 선택할 수 있어
야 한다.

세부 기능 누락,
구체성 결여

해당 입, 출금 정보를 가지고 이체를 수
행한다.

이체 수행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야 한다.

구체성 결여

한도 금액 이상 이체 시 2채널 추가 인
증을 할 수 있다.

모호한 표현이다. 무슨 한도인지
명확하지 않다(1일 한도, 잔액 한
도, 총액 한도?).

불명확

로그인 후 일정시간 아무런 작업이 없
을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 처리한다.

구체적이지 않다(일정시간? 아
무런 작업의 의미는?).

구체성 결여

아이디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아
이디 분실 시 아이디를 찾을 수
있는).

불명확

출금계좌 번호가 유효해야 한다.

유효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불명확

계좌정보를 보여한다.

오타다.

출금계좌에서의 출금가능 금액을 검증
한다.

검증이 아니라 조회다.

불명확

❽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싶으면 화면을 그려라.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실행하기 전까지
는 구체적인 모습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요구사항을 명세화하는 과정도 마찬가
지다. 요구사항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먼저 그린 후에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라.
❾	필요 시 As Is와 To Be 상태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모든 일에는 개선사항이 포함된다. 어느 누구도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시스
템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다. 현행 업무나 시스템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분석을 진
행하라. 개선사항이 진짜 요구사항이다.
❿	공통 요구사항을 도출하라.
	여러 요구사항에서 재사용 가능한 요구사항,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의 경우 공인 인증서
로그인 요구사항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에 공통 요구사항으로 도출하고 상세화할
오류, 부정확

필요가 있다.

[표 2-4]에 요구사항을 명세화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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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개발(도출, 분석, 명세화)할 때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4가지다(그림 2-2).
요구사항 내용

구분
[ 그림 2-2 ] 요구사항 개발을 위한 핵심 역량 4가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오류 시 메
시지를 뿌려준다. 3회 이상 오류 시 이
체는 불가능해지며 지점을 방문해야 한
다는 메시지를 뿌려준다.

개발자만의 구어체다.

이체한 금액 및 현재 잔고를 표출해야
한다.

자신만의 단어다. 공통의 단어를
써야 한다.

만약, 해당 Transaction 중 오류가 발생
시 전부 Rollback 처리한다.

개발자 언어다.

계속이체여부를 출력한다.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다.

정확한 단어 표현

공인인증서 인증실패 3회 이상 시 공인
인증서 폐기를 안내하고, 지점 방문을
안내하는 에러메세지 출력한다

부정확한 단어다. ‘공지 메시지’
로 변경한다.

정확한 단어 표현

입력방법에는 직접입력, 즐겨찾는 계좌,
최근 입력계좌, 나의 계좌가 있다.

세부 항목으로 구분한 후 구체
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즐겨찾는
계좌는 입력이 아니라 조회하고
선택하는 기능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상세 표현 방법

거래는 반드시 3단계 인증을 거치며 각
단계에서 10분 이상의 입력이 없을 경
우 거래를 종료한다.

부사, 형용사는 가급적 삭제한다.

명사, 동사
위주 표현

OTP발생기 비밀번호를 입력받는다. 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을 입력받는다.

수동태, 시스템 관점의 표현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기술(입력한다)

ID 로그인과 인증서 암호로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도 있다.

입금 정보를 알려주는 메시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받는 사람 입력 정보는 선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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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애
매하다.

용어 순화
요구사항(기능, 비기능)을
개발하는 절차
(도출, 분석, 명세화, 검토)

요구사항을 모델링하는 기법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유스 케이스 모델링)

공통 단어 사용

고객 언어로
정리 필요

커뮤니케이션
인터뷰
협상

요구개발
방법론

요구사항
모델링

휴먼 스킬

업종,
업무지식

업무 절차 및 룰
업종/업무의 전문용어
업계 관행, 사례

❶	요구개발 방법론

~한다.
~해야 한다.
로 표현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요구사항 개발 절차는 도출, 분석, 명
세화, 검증의 4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의 세부 수행 절차, 기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기술
이 필요하다.
❷	휴먼 스킬(Human Skill)
	요구사항 개발의 절반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구사항
을 개발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뷰 스킬, 요구사항 변경관리를 위한 협상 기술 등
이 필요하다.

기능 요구사항에 포함하여 기술
할 필요가 없다. 화면 표시 요건
이다.

화면 항목
정의 시 필요
(Validation 체크)

❸	요구사항 모델링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기 위한 기법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과 유스 케이스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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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Modeling),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등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

❶	업무영역, Level 1/2/3 : 업무 영역(서브 시스템)을 세분화하여 기술한다.

력이 필요하다.

❷	요구사항 ID : 명명규칙에 따라 ID를 부여한다.

❹	업종, 업무 지식

❸	요구사항 이름 :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여하고, 명사 및 동명사 형태

	해당 업종,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놓치게 된다. 누락은 요구사

로 끝맺는다.

항 변경의 주된 원인이 된다. 업무 매뉴얼, 장표, 문서 등을 통해 현행 업무에 대한 분석과

❹	요구사항 상세 정의 : 앞의 요구사항 상세화를 위한 8가지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❺	전제조건 및 제약사항 : 해당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행 조건, 타 시스템에
서 해결해야 할 사항을 기술한다.
❻	출처 : 요구사항이 도출된 출처를 기술한다. 인터뷰 결과서, 업무 매뉴얼 등 구체적인 사

산출물

항을 기록한다.
❼	수용여부 : 수용, 기각, TBD(To Be Determined, 추후 의사결정 목록), 이관 등으로 표

(기능)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요구사항의 작성 항목은 [표 2-5]와 같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한다.
❽	중요도 : 고객에게 주는 이익을 기준으로 상, 중, 하로 정의하며 고객과 요구사항 검증 시

[ 표 2-5 ] 기능 요구사항 정의서

고객에게 확인을 받는다.

업무
영역

Level
1

Level
2

Level
3

요구사항
ID

보전

일반
지급

제지급
입력

권한
관리

RF_KI_
AA_0001

제지급입력에 대한 권한을 관리한다.
제지급입력
① 제지급유형별 관리
권한관리
② 지급제한 관리

RF_KI_
AA_0002

계약자 요청대상 건을 조회한다.
지급대상건
① 요청대상 건 조회
조회
② 제지급처리를 위한 조회

보전

일반
지급

제지급
입력

대상
조회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
상세 정의

전제조건
제약사항
(공통)
권한 관리
정의 선행

❾	유형 : 요구사항의 유형을 신규, 개선(기존 기능 개선)으로 분류한다.

제품 백로그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품 백로그를 작성하여 요구사항을 관
리하며 이때 요구사항은 Story로 표시된다.

50

현업

IT

수용

◯◯◯

◯◯◯

하

신규

수용

◯◯◯

◯◯◯

중

신규

최종
변경일

수용
여부

인터뷰결과서
×××

yyyy-mmdd

yyyy-mmdd

인터뷰결과서
×××

yyyy-mmd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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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담당자

중
요
도

요건
발생일

출처

유
형

변경
유형

변경
이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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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표 2-6 ] 제품 백로그(Backlog)
분류

ID

Story

출처자

중요도

Story
점수

상태

기능

PB_F_010101

암호화된 라이선스 키 복호화 기능을 구현한다.

사업계획서

중

1

완료

기능

PB_F_010102

관리자는 라이선스 등록 및 조회를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중

2

완료

기능

PB_F_010103

관리자는 라이선스 처리 서비스(만료 기능, 개
수, 체크 기능)를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중

2

완료

PRACTICES

요구사항 누락을 막는 법
1부. 기술(Engineering)

요구사항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결함은 누락이다. 누락된 요구사항은 가장 수정하

요약

기 힘든 오류다. 없는 것을 개발할 수는 없다. 요구사항 누락을 막아라.

현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이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합한 개발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것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본질이다. 요구사항 명세화는 고객이 제시한 사항을 받아쓰기하는 것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명주기인 폭포수 모델의 단점
은 프로젝트 초기에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기술하기 어렵고 요구사항이 누락될

이 아니라 정 끝으로 원석을 쪼아서 보석을 캐내는 작업이다.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요구사항 누락은 개발 범위에

니라 능동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고객은 절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다. 프

서 제외가 된다는 뜻이다.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있다가 프로젝트 후반부에 급

로그램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도 개발해야 한다. 요구사항 개발을 통해서

속히 부상해서 진행에 차질을 가져온다. 뒤늦게 누락을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

요구사항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명세화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명세화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
단할 수 있는 기준을 딱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나중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 요구사항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게 되면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결함을 해소하는 것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이 든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간신히 막을 수 있게
된다.
요구사항 중에서 비기능 요구사항의 누락이 흔히 발생한다. 비기능 요구사
항은 응답속도,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등 사용성, 보안, 멀티 플랫
폼 지원 등 시스템을 더 잘 만들기 위한 품질 요구사항인데, 명시적으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자주 누락된다. 특히 요즘 프로젝트 추세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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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응답속도나 자원 소요량 등의 성능 요구사항이나 암호화 등의 보안 요구사

식별하는 일이다.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시스템의 사용 빈도에 관계없이 관련된 이해관계

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야 한다. 비기능 요구사항의 누락은 시스템

자를 모두 파악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히 실무자만 상대

의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한다.

하고 관리자나 경영층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아 나중에 이들의 의견에 따라 프로젝트

또한 개발할 시스템과 관련된 내부,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 누락이 자주 발생한다. 은행이나 보험 등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
[ 표 3-1 ] 사용자 인터뷰 일정

트의 경우에 내부 시스템과의 정보 거래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증
권거래소 등의 외부 시스템과의 정보 송수신 처리가 많다. 금융 시스템에서 발
생한 계약, 매출, 승인 등의 자료를 외부 시스템과 송수신하여 업무를 처리한
다. 인터페이스 업무는 프로젝트 초기에 조직의 역할과 처리 정보에 대한 정리
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구현 시점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라. 아니, 당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프로
젝트 초기에 인터페이스 대상 시스템과 송수신하는 항목, 주기, 규칙, 방법 등

부서

계층

인터뷰 일자

인터뷰 시간

참석대상자

영업

관리자

07월 27일

09:30 -10:30

A, B

영업

실무자

07월 28일

10:30 -12:00

C, D

영업

경영진

07월 29일

10:30 -12:00

E

회계

관리자

07월 30일

13:00 -14:30

F, G

회계

실무자

07월 31일

14:30 -18:00

H, I

회계

경영진

08월 01일

14:30 -18:00

J

장소

A 회의실

B 회의실

을 정의해야 한다.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단순히 요구사항 제목만 적지 말고 요구사항의 구체

❷	Key Man(의사결정자)을 식별하고 요구사항 도출 및 확정에 참여시켜라.

적인 내용을 상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요구사항의 주인인 사용자

	Key Man은 열쇠 수리공이 아니다. 현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가 요구사항을 명세화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요구사항 오류를

다. Key Man을 파악하지 않거나, 잘못 파악하여 의사결정이 뒤집히거나 요구사항이 추

막을 수 있다.

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Key Man인지 아닌지는 의사결정을 요청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

우수사례
요구사항 누락을 방지하는 7가지 습관
❶	조직도의 부서(팀) 단위를 기준으로 실무자/관리자/경영층 계층을 식별하여 모든 사용자
계층이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객의 조직도를 입수하여 사용자 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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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야 한다. 업무에 정통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고객사의 핵심인
력을 빨리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핵심인력은 프로젝트의 고민을 덜어 줄
뿐 아니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할 것이다.
❸	비기능/인터페이스/비즈니스 규칙 요구사항을 식별하라.
	앞에서 언급한대로 비기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기능 요구사항과 별개로 식
별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산업과 관련된 법, 제도, 비즈니스 규칙 등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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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❼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유스 케이스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하라.

관련 규정이 요구사항이 된다.

	요구사항 도출 기법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요구사항 누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비즈
4

❹	암묵적 요구사항을 명시적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라.

니스 프로세스 모델링은 개발 대상 업무를 최상위에서부터 단위 프로세스 까지 분해한

	암묵적(Implicit) 요구사항은 자기의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은, 말이나 문서 등으로

후, 단위 프로세스 한 수준 위에서 업무 흐름을 작도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고객은 당연히 구현해야 할 요구사항으로 생각할 수

기능 요구사항의 누락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단위 프로세스까지 도출한 후 단위 프로세

있는데 프로젝트 팀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존재한다. 암묵적 요구사

스를 요구사항 작성 단위로 활용하면 기능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항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명시적(Explicit) 요구사항으로, 즉 문서로 기술한 후 고객

	유스 케이스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면 사용자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쉽다. UML

에게 물어야 한다.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CD 플레이어가 순차적

도구나 포스트 잇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Actor) 관점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뽑아서

으로 회전하는 기능을 명시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고객은 회전 기능 이전에 당연히 CD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

플레이어가 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요구사항에 재생 기능이 명시되어
[ 그림 3-1 ] 프로세스 분해도

있지 않기 때문에 재생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고객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❺	현행(As Is) 시스템의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을 식별하라.

◯◯◯(업무명)

	현행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드시 식별하라. “지금 시
스템과 비슷하게 개발해주세요”라고 고객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믿는
Level 1

다면 순진한 사람이다. 현행 시스템과 앞으로 개발할 시스템이 동일하다면 고객이 왜 시
스템 개발에 투자를 하겠는가? 고객은 현재 시스템보다 더 나아지길 원한다. 현행 시스템

•Level 2
•Level 2
•Level 3
•Level 3
•Level 2
•Level 2
•Level 2
•Level 2

에 대한 개선사항을 파악하지 않으면 진짜 요구사항을 놓치게 된다.
❻	사용자 화면 정의, 프로토타이핑을 활용하여 요구사항의 가시성을 높여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즉 비가
시성 때문이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모습

Level 1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2
2
2
2
2
2

Level 1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2
2
2
2
2
2

Level 1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2
2
2
2
2
2

Level 1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2
2
2
2
2
2

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활동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요구사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상위 업무에서 하위로 분할한다(그림 3-2).

항 정의 단계에서도 직접 사용자가 사용할 화면을 그리거나 소규모의 파일럿 시스템을 개
발하여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사항의 누락 또는 잘못 정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비즈니스가 복잡하고 중요한 업무의 경우에 활용하면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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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최하위 프로세스며 일의 최소 단위다. 프로세스는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이 존재하고 반드시
처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순히 항목을 입력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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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Level 1 수준에서 프로세스 흐름도를 작도한다. 각 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일의 순서를

[ 그림 3-2 ] 프로세스 흐름도

7. 송금처리

[ 그림 3-3 ] 프로세스 흐름도 작성을 위한 표기법(Notation)

지급여부
판단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시작

프로세스 시작

진단의뢰

사용자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업무

종료

프로세스 종료

송금처리

타 업무나 타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Y

데이터나 업무 흐름교차(교차지점에서 혼동
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사용

데이터나 업무 흐름

1. 지급처리대상조회

지급요청

요약

8. 지급입력취소/정정

2. 지급금액산출

N

지급가능
대상판단

판단. 별도의 설명을 기재하지 않음

요구사항의 누락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한 개의 요구사항은 프로그
램 100개의 수정을 유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석(소프트웨어에서 ‘무엇’에 해당하며, 무슨

01장•기술(Engineering)

출납관리

관점에서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변해 버리기 때문이다.
공통

지급결재 담당자

풀지를 기술함)로 발전해감에 따라 문제의 관점에서는 간단해 보였던 것들이 소프트웨어의
지급처리 담당자

고객

역할(부서)

수행빈도

시작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기술함)이 설계(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에 해당하며, ‘무엇’을 ‘어떻게’

프로세스 설명

프로세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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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설계

진단여부

Y

프로세스

3. 제지급처리입력

9. 지급내역서 발행

N

4. 결재의뢰

Y

Y

N

5. 지급승인

6. 지급

사항 작성의 기본 단위가 된다(그림 3-3).

결제대상
여부판단

종료 Event
계약자 요철
시작 Event
수시

사전조건
지급처리 입력 프로세스

계약자 요청에 의한 제지급 입력처리를 수행한다.

해당 제지급 유형별 계약상태 및 지급 제한

지급 처리 입력

종료

고려하여 단위 프로세스 단위로 작성한다. 이때 네모 박스로 표시된 단위 프로세스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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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걸렸다. 좌석을 선택하고 결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고객의 클레임이 발생하

PRACTICES

였고 결국 할 수 없이 원래 시스템으로 회귀하였으며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

비기능 요구사항 도출

하였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기능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프로젝트 초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부. 기술(Engineering)

(사례 2) 신뢰성 요구사항 간과
소프트웨어는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정해 놓은 동작을 유지하
비기능 요구사항은 기능 요구사항에 비해 많지 않지만 누락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비기능 요구사항의 유형을 이해하고 초기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는 결함 허용성(Fault Toleranc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쇼핑몰 시스템에서 상품
을 주문하다가 마우스를 다른 곳에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모래시계로 바
뀌며 무한루프 상태에 빠져서 소프트웨어를 강제 종료시켜 빠져 나왔던 적이
있었다. 주문을 새로 입력해야 했다. 개발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에러 처리가

현실

비정상적으로 수행되어 발생한 현상이었다. 고객 클레임이 급증하여 시스템을

비기능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갖춰야 할 상태, 조건(Condition)에 관한 요구사

재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항이다. 기능 요구사항은 ‘처리’, ‘등록’, ‘조회’ 등 동사형이며 비기능 요구사항은
‘빠르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 부사나 형용사와 관련되어 있다. 비기능 요구

(사례 3) 사용성 요구사항 간과

사항은 시스템에서 동작해야 할 기능이 아니기에 곧잘 무시된다. 고객이 요청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포털 사이트 개발 프로젝트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하는 문서에 비기능 요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비기능 요구

메인 디자인을 변경해달라는 고객 임원의 요청이 발생하였다. 포털 메인 화면

사항은 시스템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 추후에 발

의 디자인과 조작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프로젝트 초기에 웹

견이 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였지만 고객 경영층의 확답을 받지 않고 진행해서 초래한
결과였다. 다행히 디자인만 변경하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지만 계획보다 한 달

(사례 1) 성능 요구사항 간과

정도 지연되어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만약 포털 페이지의 구조 변경이 발생

영화관 관리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좌석을 선택하고 예약을 처리하는 것이

하였다면 적어도 수개월 이상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였는데 구현상의 오류는 발견되
지 않았지만 속도가 문제였다. 좌석 선택을 위한 화면 로딩 시간이 20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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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이식성 요구사항 간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신뢰성

•	시스템이 지정된 조건에서 얼마만큼 고장 없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지를 기술한다.
•	고장이 발생했을 때 결함을 복구하는 데 걸리는 목표시간 등을 기술한다.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이 진행되었다. 안드로이드 OS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는데 iOS 환경도 지원해야 한다는 고객의 요청사항이 발생하였
다. 인터넷 브라우저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크롬(Chrome)과 사파리(Safari)

사용성

•	사용자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을 쉽게 운용하거나 배울 수 있도록 운영,
학습 및 이해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유지보수성

•	시스템에 대한 변경 요구가 발생할 때 변경처리 절차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한다.

도 지원해야 하며 당연한 걸 왜 누락시켰느냐고 고객이 반문하였다. 개발자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퇴사하였다.

이식성

•	개발 시스템을 다른 환경으로 설치하거나 운용할 때 가능한 플랫폼이나
환경을 기술한다.
•	기존 시스템이나 정보와의 상호운용성을 기술한다.

우수사례
비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려면 먼저 비기능 요구사항은 세부적으로 어떤

보안성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에 대해 기술한다.

인터페이스

•	개발 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시스템 간의 논리적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ISO 25010(구 ISO 9126)에서 제시하는 품질 주특성 및
부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기능 요구사항을 고객이 명시적으로 제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ISO 25010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

그리고 7가지 비기능 요구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시는 [표 4-2]에서 [표
4-8]과 같다.

로 제안 요청서의 내용에서 관련 사항을 도출하거나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비
[ 표 4-2 ] 성능 요구사항 상세 내용 및 예

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ISO 25010을 참조하여 현실적으로 도출해야 할 비기능 요구사항은 [표

구분

•	처리시간(Time & Speed) : 평균 응답시간, 처리시간, 전송시간

4-1]과 같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는 요즘 추세에서 성능과 보안성에 대한 비기능 요구사항 정의는 필수적이다.

요구사항

[ 표 4-1 ] 비기능 요구사항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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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구사항

성능

•	시스템이 기능을 수행할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에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시간이나 처
리량 또는 자원의 최대 사용치를 기술한다.

01장•기술(Engineering)

내용

•	처리량(Throughput) : 동시처리능력, 최대처리능력
•	자원사용량(Use of Resources) : 메모리 사용률, CPU 사용률, 입출력
자원 사용률 등
• 평균 응답 시간

예시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
면에 출력할 때 2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한다.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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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 내용 및 예

• 동시 처리 & 최대 처리
	▷	시스템의 전체 사용자 수는 최대 10000명으로 하며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1000명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한다.
	▷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1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기
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구분

•	운영성 : 인터페이스 방식, 장애인 접근성, 국제화 등
요구사항

• 자원 사용률

•	사용자 운영성 : 시스템은 빠른 기능 찾기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
공해야 한다.

[ 표 4-3 ]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 내용 및 예

예시

•	가용성 : 시스템이 결함 없이 완전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을 기술
요구사항

•	도움말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 기능
을 제공해야 한다.

•	결함허용성 :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더라도 명시된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
•	시스템 무중단 운영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근무시간(09:00~18:00)
동안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3분 이내에 대체 작
동해야 한다.

예시

[ 표 4-5 ] 유지보수성 요구사항 상세 내용 및 예

구분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시스템은 디스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AID(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1을 구성한다.

•	장애인 접근성 :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	언어 지원 : 시스템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페이지를 제공해야 한다.

•	복구성 : 결함이 발생할 때 데이터를 복구하고 명시된 상태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회복 중 처리 방법을 기술

•	시스템 백업

•	이해성 : 화면 배치 방법, 에러 메시지 제공 방법

•	웹 호환성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60% 이
하로 사용해야 한다.

내용

•	학습성 : 매뉴얼이나 도움말 제공 방법

•	친숙성 : 화면 표준화 요구(색상, 글자크기, 아이콘, 버튼 등)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상태에서도 95% 이상은 사용되지 않아
야 한다.

구분

내용

내용
•	변경성 : 변경이나 업그레이드 등이 발생할 때 변경처리 절차, 모듈의 편
리한 변경을 위한 관련 표준(모듈 구조, 주석문, 변수 명명 규칙 등)

요구사항

•	운영성 : 유지보수 기간이나 방법
•	테스트성 : 상시적인 테스트 환경 구축, 내장 테스트 기능(Built-in
Testing) 등

	▷	시스템은 자동화된 백업 장비를 이용하여 1차는 디스크 순간 복제
솔루션을 통하여, 2차는 가상 백업 미디어(VTL)나 테이브 백업 장치
(LTO)에 저장한다.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 장애 복구
예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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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패치한다.

PRACTICES 04•비기능 요구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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