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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은 비즈니스 요구사항 식별과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실세계의 문제 영역으로

부터 개발할 시스템의 솔루션 영역에 관한 목표 및 범위 그리고 행위를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여러 원

인에 의해 결함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발생한 결함은 생명주기 전체에 영향을 주어 프로젝트 

실패나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 결함을 비즈

니스 요구사항 품질 특성에 맞도록 식별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 결함 예방 모델을 기반으로 결함 유형을 재분류한다. 그리고 이들 결

함 유형 간 의존 관계를 정량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이해관계자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고 견고한 목표를 통해 변경을 최소화하며 또한 

일치성을 보장하여 고품질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Software development activities begin with identifying and defining business requirements. Software business requirements abstract 

the objectives, scope, and behavior of the system's solution domain from problem domain of the real world. However, software 

requirements inevitably make defects due to a number of causes. In particular, defects that occur during the business requirements 

definition phase can affect the entire lifecycle, leading to project failure or quality degrada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dentifies existing software system requirements defects according to the business requirements quality characteristics and 

reclassifies the defect types based on the business requirements defect prevention model. It also provide dependencies between defect 

types quantitatively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and to minimize changes through solid goals. It also ensures consistency, 

enabling high quality softw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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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프트웨어 개발은 실세계 문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솔루션 영역의 시스템 행위로 전이시키는 연속적

인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요구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요구사항 관리로부터 시작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에 전

체 과정에 영향을 주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품질을 결정한다[1]. 

그러나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

은 요구사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발할 시스템의 솔루션 영역에 관한 목표 및 범위 그리고 행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생명주기 전체에 영향을 주어 프로젝트 실패나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2]. 즉, 목표와 범위 및 제약사항 

등과 관련된 추상적인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결함은 불분명한 목표로 인한 범위의 확장과 불완전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생성하고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변경을 발생시켜 시간과 비용의 초과로 결국 개발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 대부분의 요구

사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 관리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서의 결함 

식별이나 분류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 기법이나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 중심의 결함 유형을 비즈니스 요구사항 

특성에 따른 결함 종류를 식별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 결함 예방 모델을 기반으로 재분류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충돌

을 해결하고 견고한 목표를 통해 변경을 최소화하며 또한 일치성을 보장하여 고품질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결함 유

형 간 의존 관계를 정량적으로 제공한다.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실패 원인 분석 및 기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 결함 분류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고 3

장에서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특정적인 요구사항 결함 종류를 식별하고 결함 예방 모델을 기반으로 결함 유형을 재분류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도출된 결함 유형 간의 충돌 시 합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결함 유형별 중요도를 산정하여 상호 의존 관계를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소프트웨어 실패 원인 분석 

CHAOS 리포트에서는 시간, 비용 대상, 목적, 가치 그리고 만족도 등의 6가지 항목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정도를 분석하여 약 60% 이상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었다[3]. Hamill과 Popstojanova는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

여 소프트웨어 실패를 일으키는 결함의 분포를 분석하여 요구사항 결함, 코딩 결함 및 데이터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임을 보

여주었다[4]. 또한 문제 프로젝트의 원인으로 불명확하고 불완전한 요구사항과 자원 및 일정의 부족 그리고 불충한 데이터에 근거

한 잘못된 계획 및 위험 관리 부족으로 나타났다[5]. Chen과 Huang은 유지보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의 영향을 분석하

여 문서화 및 요구사항 문제가 소프트웨어 품질에 높은 영향을 주며, 특히 결함의 상당 부분은 요구사항의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명세나 요구사항으로 불완전한 전환에 기인한다고 하였다[6]. 

이와 같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결함 발생과 이에 따른 실패 원인의 대부분은 잘못된 요구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에 품질 높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

2.2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요구사항 결함 분류 

기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결함에 관한 연구 중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결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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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 결함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 분류된 결함 유형별로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거나 CBR, 

PBR, DBR 등의 다양한 명세 검토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7,8,9,10,11]. 이와 관련하여 IIBA의 BABOK에서는 요구공학 프로

세스의 초기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한 개념과 정의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고[1], Hwang은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잠재적인 결함 발생 원인이나 증상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 결함 예방 모델을 제안

하였다[12]. 이 모델에서는 Fig. 1과 같이 목적성과 이해성 그리고 연결성의 품질 특성을 기준으로 요구사항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휘발성, 암묵적, 불일치 그리고 주관적 요구사항의 4가지로 분석하였다.

 

Fig. 1. Business requirements defect prevention model

3. 비즈니스 요구사항 명세 결함 분석 

3.1 비즈니스 요구사항 명세 결함 식별

현재 비즈니스 요구사항 결함 식별 기준이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요구사항 결함 유형

을 분류하기 앞서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 결함 식별 및 분류와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였다[7,8,9,10,11]. 그러나 상세하고 구

체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에 비해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결함을 측정하는 기준도 달라

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결함을 첫 번째는 시스템 목적, 개념 등 요구사항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

해 발생하는 지식 관련 결함(Knowledge-based defect)과 두 번째는 잘못된 요구사항 명세로 인해 발생하는 명세 관련 결함

(Specification-based defect)의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기존 연구로부터 식별된 요구사항 결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식 관

련 결함은 대부분 Table 1과 같이 누락, 과다, 모호함, 불일치, 중복 등으로 나타났고 개선 요구나 긴급 요구사항 및 표준 비적합성 

등의 구현 단계와 관련된 결함 종류들도 나타났다. 또한 명세 관련 결함은 오타나 잘못된 위치 등의 명세 구조나 형식에 관한 결함 

등으로 식별되었다.

Table 1. SW requirement defect attribute

연구종류 결함 속성

IEEE 1028 누락, 과다/불필요, 모호함, 불일치, 개선 요청, 표준 부적합, 위험 가능성, 구현 불가능, 사실적 부정확, 잘못된 위치

Margarido
누락/불완전, 과다/관련없음/관계없음, 모호함/불명확, 불일치, 부정확 정보, 잘못된 위치, 구현 불가능 또는 검증불가능, 

중복 또는 복제

 Amira 생략, 불필요, 모호함, 불일치, 표준 부적합, 위험 가능성, 구현 불가능, 부정확 

Basili 누락 정보, 불필요한 정보, 모호한 정보, 불일치 정보, 부정확 사실

Walia 누락, 불필요, 모호함, 불일치, 추가, 오해, 구현불가능, 부정확, 변경, 검증불가능,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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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명세 구조나 단순 실수 그리고 솔루션 영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 결함에 대해서

는 식별 범위에서 제외하고 문제 영역으로부터 솔루션 영역으로 전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념적인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관련된 

결함에 대해서만 Table 2와 같은 공통적인 결함 항목을 식별하였다.

Table 2. Business requirement defect attribute

• 누락/생략, 과다/불필요, 불일치, 충돌 • 위험 가능성, 부정확, 미정의, 미구현

• 변경, 추가, 파생, 확장, 오해 • 불완전, 구현 불가능, 검증 불가능, 모호함/ 불명확

• 불필요, 무관, 중복 또는 복제

3.2 비즈니스 요구사항 명세 결함 유형 분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비즈니스 목적에 따른 고객의 니즈를 핵심 품질 요소(CTQ: Critical to Quality)로 변환시킨

다. 특히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이후 개발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족시킬 목표와 범위 그리고 제약사

항 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인 비즈니스 요구사항 결함 예방 모델[12]을 기반으로 목적성, 이해성 및 연결성의 3가지를 비

즈니스 요구사항 품질 특성으로 정의하고, 각 품질 특성별로 위에서 식별된 결함을 Table 3과 같이 매핑 하였다. 

Table 3. Business requirement defect attribute based on quality characteristics 

품질특성 결함항목 결함원인 결함 종류

목적성

휘발성 불완전한 목표, 비현실적 목표 불일치, 누락, 추가, 중복, 충돌, 변경

암묵적 범위 확장, 모호한 범위 오해, 불필요, 파생, 누락, 추가, 충돌, 확장

주관적 불명확한 품질, 불완전한 제약사항 충돌, 불일치, 오해, 누락, 미구현

이해성

암묵적 의사소통 부족 , 비즈니스 분석 부족 오해, 누락, 확장, 충돌, 

불완전 잘못된 정보, 부정확한 정보 모호함, 불필요, 

주관적 품질 요소의 누락 , 불완전한 가정 사항 부정확,불완전,불명확,

연결성
휘발성 요구사항 정보, 연결 단절 변경, 누락, 불일치, 충돌 

주관적 품질 평가 기준 미정의 실현불가능, 검증불가능, 불완전, 

이렇게 식별된 결함을 Kurt Bittner가 제시한 요구사항 오류 기준 즉, 개념 오류, 시각화 오류 그리고 명세 오류의 3가지 기준에 

따라 결함을 분류하였다[13]. 그리고 분류된 결함 유형을 목적성, 이해성 및 연결성의 품질 기준으로 매핑한 결과 누락(missing), 과

다(superfluous), 불완전(incomplete), 변경(change) 그리고 불일치(inconsistency) 5가지 품질 유형으로 재분류되었다. Table 4는 

재분류된 비즈니스 요구사항 결함 유형과 관련된 결함 속성을 보여준다. 

Table 4. Reclassified business requirement defect type and attribute

결함 유형 누락 과다 불완전 변경 불일치

결함 속성 기능,정보 누락 불필요 불완전 기능추가 불일치

생략 무관 실현불가능 기능파생 충돌

미정의 과다 비현실적 범위확장 관점충돌

미구현 중복 검증불가능 목표변경

모호함

불명확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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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즈니스 요구사항 결함 영향 관계 분석 

4.1 AHP를 이용한 결함 영향관계 개요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하나의 결함으로 인해 다른 여러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결함 유형들 간에 상호 의존 관계가 존재

하며 이로 인해 특정 결함이 다른 결함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어떤 결함을 먼저 고려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 품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즈니스 요구사항 결함 간의 의존 관계를 중요도를 통해 식별하고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도 정의 과정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관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논쟁의 원인이 되고 일정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중요도 결정에는 상호 고려(trade-off)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특히 다중의 기준을 가진 경우에서 목표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 속성을 계층적이고 체계적으

로 분해하여 주관적 정성적 지식을 종합하여 문제를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해 결함 유형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합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

여 결함 유형 간 의존 관계를 AHP 기법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객관적이고 정량

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학적 모델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평가 기준을 계층화 및 요소들로 분해 후 평가 기준 간의 쌍대쌍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또한 논리적 일관성을 보장한다[14,15]. 

4.2 AHP를 이용한 결함 중요도 설정 프로세스

AHP로 결함 유형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계층적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기

준을 중심으로 쌍대쌍 비교행렬을 작성한 후 상대 가중치를 계산한다. 이후 논리적 일관성을 계산하여 상대 가중치에 대한 유효

성을 확보한다.

4.2.1 결함 중요도 목표 및 기준 구조화

비즈니스 요구사항 결함 유형 간 영향 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결함 유형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정의하고 앞 장에

서 재분류된 누락, 과다, 불완전, 변경 및 불일치의 5가지 결함 유형을 의사결정 기준으로 Fig. 2와 같이 계층도를 설정한다.

Fig. 2. Hierarchy between goal and criteria 

4.2.2 결함 유형 간 쌍대쌍 비교행렬 작성

5가지 결함 유형간의 중요도 산출을 위한 쌍대쌍 비교를 위하여 5X5 비교 행렬을 전문가들의 협의에 의해 9점 척도로 설정하

고 중요도를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함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요구공학을 전공하거나 소프트웨어 개

발에 경험을 가진 고급기술자 3인으로부터 1차 설문에 의한 중요도를 파악하고 2차로 AHP 논리적 일관성 평가 단계에서 조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단계에서 도출된 결함 유형별 비교 행렬 값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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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행렬에 값을 입력할 때 대각선은 자신과의 비교이므로 1을 입력하고 대각선을 기준으로 반대쪽은 역수로 입력한다.

Table 5. Comparison matrix by defect type (M)

누락 과다 불완전 변경 불일치

누락 1.00 7.00 5.00 3.00 9.00

과다 0.14 1.00 0.14 0.20 3.00

불완전 0.20 7.00 1.00 0.50 5.00

변경 0.33 5.00 2.00 1.00 7.00

불일치 0.11 0.33 0.20 0.14 1.00

4.2.3 결함 유형 간 상대적 중요도 도출

비교행렬로부터 5가지 결함 유형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구한다. 이때 결함 유형별 비교 행렬 값은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결과이므로 이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비교 행렬(M)을 정규화시킨다(M’). 그리고 정규화 행렬 값의 평균으로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도출된 상대적 가중치(W)는 비교 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다.

Sum(j) =∑(M(j))  (1)

M'(i, j) = M(i, j)/sum(j)  (2)

W(i)=∑(M’(i)/n)  (3)

Table 6에서 볼 때 비즈니스 요구사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결함은 요구사항 누락과 변경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불완전한 요구사항 및 과다 기술과 불일치로 나타났다.

Table 6. Normalization matrix by defect type (M’)

정규화 행렬(M’)
상대적 가중치(W)

누락 과다 불완전 변경 불일치

누락 0.56 0.34 0.60 0.62 0.36 0.50

과다 0.08 0.05 0.02 0.04 0.12 0.06

불완전 0.11 0.34 0.12 0.10 0.20 0.18

변경 0.19 0.25 0.24 0.21 0.28 0.23

불일치 0.06 0.02 0.02 0.03 0.04 0.03

sum 1 1 1 1 1 1

4.2.4 상대적 중요도의 논리적 일관성 평가

상대적 중요도 값이 의미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출된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전이적 일관성 또는 기수적 일관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일관성 평가는 가중 벡터(Weight Vector)와 상대적 가중치로부터 도출되는 일관성 비율(λ)과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로부터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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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지수(CI)는 0에 가까울수록 일관성이 제공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속성 값이 증가할수록 CI값이 커지기 때문에 CI를 랜

덤 인덱스(RI)로 나눈 값인 CR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랜덤 인텍스(RI: Random Consistency Index)는 Table 7과 같이 기준 개수에 

따른 상수 값을 나타낸다[16].

Table 7. RI constant 

기준수 1 2 3 4 5 6 7 8

RI 0.00 0.00 0.58 0.90 1.12 1.24 1.32 1.41

WV(Weight Vector)=∑(M(i, j)*W(j))  (4)

λi(Consistency Rate)=WV(i)/W(i)  (5)

λmax=∑ (λi/n (n=속성 수)  (6)

CI = (λmax-n)/(n-1)=(5.42-5)/4=0.10  (7)

CR=CI/RI  (8)

위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Table 8에서와 같이 CR 값이 0.093으로 산출되었다.

Table 8. Relative weight and consistency ratio by defect type

상대적 가중치(W) 가중치 벡터(WV) 일관성 비율(λi)
λmax=5.42

누락 0.50 2.81 5.66

과다 0.06 0.31 4.99
CI= 0.10

불완전 0.18 0.99 5.65

변경 0.23 1.30 5.60

CR= 0.093불일치 0.03 0.18 5.18

sum 1 5.59 27.09

4.3 AHP를 이용한 결함 중요도 설정

일관성 비율(CR)은 값이 작을수록 일관성이 좋음을 나타낸다. 만일 CR이 0.1 이하인 경우는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합리적인 

일관성을 보장하며 0.2 이상인 경우는 일관성의 의미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 쌍대쌍 비교 행렬의 값을 재입력하여 상대적 중

요도를 다시 도출한다.

CR < 0.1: 합리적인 일관성이 존재함

CR < 0.2: 일부 비합리적이지만 용납 가능 수준

CR > 0.2: 일관성 부족으로 결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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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일관성 비율(CR)은 0.093으로 0.1 미만의 값으로 나타나서 앞서 계산된 상대적 중요도 값은 

합리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결함유형간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는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요구사항 명세에서 결함을 고려할 때 문제 영역으로부터 솔루션 영역으로 요구사항을 전이할 때 요구사항이 

누락되는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 그 다음 목적과 범위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 변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메인 지식

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요구사항 불완전 문제에 대한 고려 그리고 노력을 낭비하는 과다 기술과 불일치 

등을 해결한다.

5. 결  론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개발할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목적, 목표 또는 니즈를 고수준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개발자의 시스

템 구축 관점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의 니즈를 이해한 것을 가시화하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 즉, 시스템이 어디로 갈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초기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결함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단계가 진행할수록 더 많은 결함과 또한 관련된 

변경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명세 품질을 높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후속 단계로 전파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기존의 구체적이고 구현 중심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 결함 유형과 차별화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 특성에 맞는 결함 속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즈니스 문제와 니즈를 중심으로 명확한 목표와 범위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이고 가시성을 

제공하는 품질 높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 있도록 결함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결함 유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충돌 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였다. 

향후에는 결함 예방 모델과 결함 유형 및 중요도 분석을 통해 정의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나 변경에 대한 측정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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