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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13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3 2 SW, PM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를 도입한 배경, 그 적용 범위 그리고 시사점에 대하

여 설명하시오 

113 2 SW, PM 
 애자일(Agile) 개발방법론을 정의하고, 그 특징을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방법론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13 3 SW, PM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 있어서 테일러링(Tailoring) 절차와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I. 111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1 1 SW, PM 2. MVC(Model View Control) 패턴 

111 1 SW, PM 
4. 소프트웨어 교육과 CT(Computational Thinking) 
   [참고]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 사고력) 

111 1 SW, PM 10. Open Adoption Software 

111 2 SW, PM 4. 데브옵스(DevOps)와 애자일(Agile) 방법론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11 3 SW, PM 

3. 국내 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공학 프로세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관리를  
수행하기에 인력과 비용이 부족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Visualization이 부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Visualization을  
개발 프로세스 및 소스코드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11 3 SW, PM 
4. 정보 시스템 감리와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설명하고, 감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시오. 

111 3 SW, PM 

5. 기업 측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업 가치가 
향상되기를 원한다. 다음을 설명하시오. 
  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의 
  나. 기업 혁신 탐색(Exploration)과 효율 추구(Exploitation)관점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용 방식 비교 
  다. 오픈소스의 비즈니스 모델 사례 제시 



2. 113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SW & 프로젝트관리 출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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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13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기출문제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1 1 SW, PM  함수형 언어 

111 2 SW, PM  Concolic Execution 

111 3 SW, PM 
 품질관리이론에서 프로세스 관리 관점의 PDCA(Plan Do Check Action) Cycle에 대

하여 설명하시오. 

111 3 SW, PM 
 FOSS(Free and open-source software), Open source license 종류, 준수 방법, 고

지 의무, 그리고 라이선스 양립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1 3 SW, PM 

미들웨어 기반으로 구성된 기업 업무시스템에 대해 정적분석을 이용하여 테스트케이

스 개수와 각 테스트케이스의 입력 값과 예상 결과 값을 생성하는 방법과 반복 테스트 

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111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기출문제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1 1 SW, PM  13. Observer Pattern 

111 2 SW, PM 
4. 발주기관의 IT 담당부서 책임자로써, 프로젝트 검수단계에 최종 산출물이 현업부서

의 최초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111 3 SW, PM 

2. 프로젝트 관리 국제표준이 ISO21500 에는 관리 주제별로 단계별 수행 프로세스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가. ISO21500에서 범위관리를 위해 기획 단계와 통제 단계에 수행하는 세부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나.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의, 주요투입물, 작성방법 등) 

  다.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WBS가 범위관리 외에 일정관리, 의사소통관리  

       등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제시하시오. 

111 3 SW, PM 
3. 테스트 설계 기법 중 명세기반 기법(Specification-based Technique)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1 3 SW, PM 
5.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계, 구현,  

  유지보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I. 111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기출문제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1 4 SW, PM 

 3. IT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젝트 내/외부에 많은 갈등이 있다. 이로 인해 프

로젝트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PM의 입장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가. 갈등과 프로젝트 성과와의 관계 

  나. 갈등의 요인 

  다. 갈등의 해결방법 

111 4 SW, PM 

5. A사는 노후화 된 서버의 기존시스템(Legacy System)을 신규시스템(Target System)

으로 이관(Migration) 작업을 수행 하려 한다.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가. 주요 이관 대상 

  나. 성공적 시스템 이관(Migration)을 위한 절차 

  다. 주요 고려 사항 



I. 110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0 2 SW, PM 
.SW(소프트웨어) 사업 분할 발주를 위한 수발주자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필요성,내
용을 설명하고, 분할 발주 도입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공공SW 
사업에 대한 발주 모델을 설명하시오. 

110 2 SW, PM 
2016년부터 공공 발주 시 의무화된 상용 SW 품질평과 성능시험(BMT)의 근거 법
률과 BMT 도입배경, BMT 제도, BMT 적용대상, BMT 절차 및 제도개선을 위한 문
제점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0 3 SW, PM 
2016년 공공부분에 매년 시행이 의무화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의 근거 법률
과 성과측정 대상, 성과측정 모델, 1차 측정, 2차 측정 저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0 4 SW, PM 

다음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간, 이를 수행
하기 전에 해야 할 선행활동 및 가용인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물음에 답하
시오. 
 
가.프로젝트 완료일은 언제인가? 
나.주공정(Critical Path)은 어떤 경로인가? 
다.활동 "라"를 2일 앞당긴다면 프로젝트 완료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라."가"번의 경우, 가용인원을 4명/일로 제한한다면 프로젝트 완료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마."라"번의 경우, 주공정연쇄법(cri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으로 관리한
다면 어떤 버퍼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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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사례 - TDLC  

 QA 
 
 운영 준비 

    디자인 및 개발 

프로젝트 
승인 요청서 

I. 착수 III. 디자인 및 개발 

   기획 
 
   Scoping 

II-1. 기획 

  착수 

비즈니스 
목표, KPI 선정 

II-2. Scoping 

IV. QA 및 운영준비 V. 운영 

Initiating Planning Dev. Testing Release 
1 2 3 4 5 

상세기획서 

프로젝트  
계획 

주간보고서 QA 진척보고서 Launch Plan Review 

킥오프 수행 

WBS 산정 

Workspace, 
JIRA, 
T-track 등록 

회의록 

QA 계획서 

QA Acceptance Check 
List 

개발 산출물(ERD,  
프로그램리스트, 단위 
테스트결과서, ) 

교육 매뉴얼 가이드 완료보고서 

SUS 전환 

Dev2QA Handoff  
Meeting 

Iteration Type 1, 2  

       배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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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사례 - TDLC  

To-be Process 

BU 
(현업) 

① 과제 진입 

② 검토/확인 

 ③,④ 진행 보고 

 ③ 보류 
(holding/reject) 

우선순위 
조정 

위원회 

 ⑤ 진행  ⑥ 
우선순위결정 

과제 진행 
(동일) 

COO 
승인 

서비스 
기획 

플랫폼 
기획 

PM 
확인 

PM 참여 

1 Backlog Meeting 

2 Sprint Planning Meeting 

3 Estimation - Story Point 결정  

2주 주기 진행 
예정 

4 Daily Meeting   

5 Task 수행  

6 CI 수행  
GIT -> Jenkins -> Staging -> Small Release 

스프린트 기간 내에 반복적 수행 

병렬 
수행 

7 Sprint Review 

8 Sprint Retrospective 
9 Sprint Close 

스프린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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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LC 

2. 폭포수 모델 

3. 프로토타이핑 모델 

4. Sprial 모델 

5. 반복적 개발 모델 

6. RAD 

Chapter I S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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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LC  
I. SDLC 기출문제 

1. 시스템 개발에는 크게 전통적시스템 개발 방법론(SDLC,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Water Fall Method)과 프로토타이핑 방법론(PT, Prototyping Method)이 있다. 두개발 방법 

    론이 (1)탄생하게될 배경(이유)과 (2)상호 바람직한 보완 방안(상승효과 획득을 위한)에 대해 설명 

    하시오.  (관리 77회 4교시) 

 

2.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중심으로 적용될 개발 수명 주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논하시오. 

    (조직응용 80회 4교시)  

 

 

3. 소프트웨어공학과 관련된 다음 문제에 답하라. 

 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무엇인가 ? 

 나. 소프트웨어 공학이 추구하는 5가지 목표는 무엇인가 ? 

 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듈화이다. 모듈화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가?  (조직 72회 2교시) 

 

4. FPGA(Fiend Programming Gate Array) 개발프로세스를 V-Model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에 매핑(Mapping)하여 설명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02회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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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LC  
I. SDLC 

I.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가. SW 개발 생명주기(SDLC :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의 정의 

      - 소프트웨어가 타당성 조사로부터 개발, 유지보수,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주기로 보고,  

        전 과정을 단계별로 나눈 생명주기 

      - 조직 내에서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과 개발과정 중심의 관점 

      - 프로세스 모델 또는 소프트웨어 공학 패러다임이라고 불림 

         

   나. SDLC의 출현 배경 

      - SW 규모가 커지고, 소프트웨어 위기에 대한 위기 대처 해법 필요 

      -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수행의 필요(전체 SW 프로젝트의 60% 가량 실패) 

      - 고품질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확보 필요(품질 관리 측면) 

 

   다. SDLC의 기능 

      - 프로젝트 비용의 산정, 프로젝트의 개발 계획 수립 

      - 용어, 산출물 구성 등의 표준화 지원 

      - 개발진행 상황 파악 지원 및 프로젝트 관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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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구성 및 유형 

   가. SW 생명주기의 구성 

구 성 내 용 

타당성조사, 
요구 명세화 

고객과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명세화 함. 

타당성 조사,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명세서 작성 

요구 사항은 일반적으로 모호하고, 불완전하며 모순되는 성질이 있음. 

예 : 요구사항 정의서 

분석 
대상이 되는 문제 영역과 사용자가 원하는 Task를 이해하는 단계 

예: 개념 모델, 비즈니스 모델 

설계 
분석 모델을 가지고 이를 세분화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킴. 

예 : (개발 언어, 운영 체제 등에 종속적인) 설계 모델 

개발 실행 코드 생성 

시험 
발생가능한 실행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단계 

예 : Alpha-testing (in-house), Beta-testing (by users) 등 

유지보수 
인수가 완료된 후 일어나는 모든 개발 활동 

예 : Upgrades (“perfective”), Fixes (“cor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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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W 생명주기 대표유형 

 구분 내용 

폭포수 모델 
(waterfall)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순차적·하향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생명주기 모델 

•장점 : 이해하기 쉬움, 다음 단계 진행 전에 결과 검증, 관리 용이 

•단점 : 요구사항 도출 어려움, 설계, 코딩, 테스트가 지연됨, 문제점 발견 지연 

원형 모델 
(Prototyping)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을 먼저 만들어 평가한 후 구현하는 점진적 개발 방법 

•장점 : 요구사항 도출 용이, 시스템 이해 용이, 의사소통 향상 

•단점 : 사용자의 오해(완제품), 폐기되는 프로토타입 존재 

나선형 모델 
(Spiral) 

•폭포수와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장점에 위험 분석을 추가한 모델 (B. Boehm) 

  1) 계획수립(Planning): 목표, 기능 선택, 제약조건 설정 

2) 위험분석(Risk analysis) : 기능 선택 우선순위, 위험요소의 분석과 제거 

3) 개발(Engineering) : 선택된 기능의 개발 

4) 평가(Evaluation) : 개발 결과의 평가 

•장점 : 점증적으로 개발 -> 실패 위험 감소, 테스트 용이, 피드백 

•단점 : 관리 복잡 

점증적 모델 
(Iterative & 
Incremental) 

•시스템을 여러 번 나누어 릴리스 하는 방법 

• Incremental : 기능을 분해한 뒤 릴리스마다 기능을 추가 개발 

• Iterative : 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하되 릴리스를 진행하면서 기능이 완벽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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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모델 선정 기준 

   가.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 

   나. 개발에 사용되는 방법과 도구 

   다.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라. 개발과정에서의 통제수단과 소프트웨어 산출물 인도 방식 

 단 계 설 명 

계획 
-사용자의 문제를 정의하고 전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본기능과 성능요건을 파악 

-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본요구로 전환.  

분석 사용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소프트웨어가 담당해야 하는 정보영역을 정의. 의사소통 기술이 필수적 

설계 

-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그 성분을 명확하게 밝혀 구현을 준비하는 단계.  

- 외부 시스템 및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중시하는 외부설계와 시스템 내부를 설계하는 내부설계로   

   분류되기도 하고 전체적인 구조와 데이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단계를 분리해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로 

   분류 

구현 
-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  

- 각 모듈의 코딩과 디버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단위 시험 혹은 모듈 시험을 실시 진행 

시험 
- 개발된 모듈을 통합시키며 시험하는 통합시험으로서,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설치 테스트 등으로 

  구분됨 

운영 및  

유지보수 

- 소프트웨어를 직접 이용하고 이용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수정 

   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보다 유용한 소프트웨어로 발전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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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답안 참조]  

      

지원단계 개발단계 정의단계 

요구 
명세화 

분석 설계 개발 시험 
유지 
보수 

타당성조사, 요구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적응,예방,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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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포수 모델  

I. SDLC 기출문제 

1. S/W개발시 폭포수형(Waterfall) 개발방법과 RUP(Rational Unified Process)에서 강조하는  

    반복, 점진적(Iterative & Incremontal)개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방법을 비교하시오. 

    (정보관리 72회 2교시) 

 

2. 소프트웨어시스템이 어떤 순서에 의거해서 개발, 운영, 유지보수되어 생명주기를 마칠 때까지의  

    전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모델화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에 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1) 폭포수(Waterfall)모델과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모델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2) 나선형(Spiral)모델을 개발 4단계 절차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3) 클린룸(Clean Room)모델을 3개의 박스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3회 3교시) 

 

3. 폭포수형 개발모델(Waterfall development model)과 애자일 개발모델(Agile development  

    model)의 차이를 테스팅 프로세스(Testing process)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9회 1교시) 

 

 

4. 반복점증적 개발방법과 폭포수형 개발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5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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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포수 모델  

I. 고전적 라이프사이클 개발 패러다임, 폭포수(Waterfall) 모델의 개요 

   가. 폭포수 모델의 정의 

      - 고전적 라이프사이클 패러다임(Classic Life-cycle Paradigm) 

      - 분석, 설계, 개발,구현, 시험 및 유지보수과정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나. 폭포수 모델의 특징 

      - 고전적 라이프사이클 패러다임(Classic Life-cycle Paradigm)으로, 순차적 접근 방법임. 

      - 요구사항분석, 설계, 구현(프로그래밍), 시험 및 유지보수의 순서로 이어짐 

      - 소프트웨어 개발을 단계적, 순차적, 체계적 접근 방식으로 수행 

      - 각 단계별로 철저히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진행함  

      - 개념 정립에서 구현까지 하향식 접근 방법을 사용 

         (높은 추상화 단계-> 낮은 추상화 단계로 옮겨가는 방식)  

      - 각 단계 종료 시 검증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  

         (이전단계산출물->다음단계 기초) 

      -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기에 용이함 

      - 목표시스템이 과정의 후반부에 가서야 구체화되므로 중요한 문제점이 뒤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됨 

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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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폭포수(Waterfall) 개념도 [참고] II항목의 개념도에 대한 차별화 필요 

 

 계획단계 분석단계 설계단계 개발단계 시험단계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 

개발계획 
프로젝트 계획서 

요구분석 

기본설계 

상세설계 

코딩 

단위시험 

통합 

시험 

시스템 

시험 

인수 

시험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정의서 

기본설계서 

상세설계서 

Source 

테스트 결과서 

통합 테스트 결과서 

시스템 결과서 

결과 

및 교육 

검증 

1. 기술적 위험이 낮고, 유사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 

2. 요구사항이 명확한 모델 

3. Phase Testing, 고정된 산출물 

순차적 진행 

순공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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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폭포수(Waterfall) 모델의 장단점 및 고려 사항 

   가. 폭포수 모델의 장단점 

 

 

 

 

 

 

 

 

  나. 폭포수 모델 적용시의 고려 사항 

      -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우나 요구 사항의 변경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짐. 

      - 기술 위험이 낮고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경우 적용 

      - 요구사항이 비교적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경우 적용 

장  점 단  점 

- 가장 오래되고 폭넓게 사용(사례풍부) 

- 전체과정이 이해하기 용이 

- 관리 용이 (진행과정을 세분화) 

- 기술적 위험이 작고, 경험이 많아 비용, 일정

예측이 용이한 경우 적합 

- 문서 등의 관리와 적용이 용이 

-초기에 요구사항 정의가 어려움 

-중요 문제점의 발견이 늦어짐 (후반부에 구체화) 

- 전 단계 종결되어야 다음 단계를 수행  

-사용자 피드백에 의한 반복 단계가 불가능 

- 초기 단계 강조 시 코딩, 테스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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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반복점증적 개발방법과 폭포수형 개발방법의 비교 

항목 반복점증적 개발방법 폭포수형 개발방법 

수행절차 

수행원리 Iterative(반복적, 점증적 접근) Top-down(하향식, 단계적 접근) 

주요산출물 반복수행 계획서, 사용자 피드백 요구명세서, RTM(요구추적매트릭스) 

설계 점진적 구체화, 점진적 설계 상세화 설계 

개발 반복단위로 반복적 개발 순차적, 단계적인 개발 

테스트 회귀테스트의 필요성 높음 빅뱅테스트 주로 이용 

배포 반복, 지속적인 배포 종료단계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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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토타이핑 모델  

I. SDLC 기출문제 

1. 시스템 개발에는 크게 전통적시스템 개발 방법론(SDLC,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Water Fall Method)과 프로토타이핑 방법론(PT, Prototyping Method)이 있다. 두개발 방법 

    론이 (1)탄생하게될 배경(이유)과 (2)상호 바람직한 보완 방안(상승효과 획득을 위한)에 대해 설명 

    하시오.  

    (관리 77회 4교시) 

 

2. 시스템 개발에는 크게 전통적시스템 개발 방법론(SDLC,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Water Fall Method)과 프로토타이핑 방법론(PT, Prototyping Method)이 있다. 두개발 방법론
이 (1)탄생하게 될 배경(이유)과 (2)상호 바람직한 보완 방안(상승효과 획득을 위한)에 대해 설명하
시오 

      (정보관리 83회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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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DLC 

3. 프로토타이핑 모델  

I.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개발 모델,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모델의 개요 

   가.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정의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분석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중요 일부분을 우선 구현 후,    

        다음 다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개발모델 (점진적 개발 방법) 

   나.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목적 

      - 요구 분석의 어려움 해결 -> 사용자의 참여 유도 

      - 요구 사항 도출과 이해에 있어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 가능 (의사 소통 도구) 

      -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 간단한 시제품으로 개발 

      - 개발 타당성으로 검토 

      - 프로토타이핑 기법은 폭포수 모델의 단점을 보완(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II.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모델 절차 및 장단점 

   가.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절차 

Prototype  

검토,평가 요구분석 Prototype 개발, 개선 상세개발 설치 

개선 필요한 경우 Feedback 

개발, 개선 

프로젝트 취소 
실효성 미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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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단점 

 

 

 

 

 

III.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모델 문제점 및 극복 방안 

   가.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문제점  

      - 최종 결과물에 대한 오해 및 기대 심리 유발 가능성 있음 

      - 프로젝트 관리가 느슨해 질 수 있음 

      - 평가 후 프로토타입 폐기 시 비 경제적임 

      - Document 작성에 소홀하거나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어서 관리 부재 발생됨 

   나.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모델 문제점 극복 방안 

 

장  점 단  점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이 용이 

-시스템의 이해와 품질 향상 

-개발자와 사용자간 의사소통 원활 

-프로토타입 결과를 최종 결과물로 오해 

-폐기 시 비경제적(Overhead) 

-중간단계 산출물 문서화 어려움 

관점 문제점 해결 방안 

개발자 시간낭비라는 인식으로 거부감 
효율적인 교육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지 및 활성화 관리 

관리자 프로젝트의 관리 부실화 발생가능 체계적인 개발 체제 및 관리도구 도입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결과 기대 
프로토타입과 결과물 간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도록 설득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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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DLC 기출문제 

4. Spiral 모델  

1. 소프트웨어시스템이 어떤 순서에 의거해서 개발, 운영, 유지보수되어 생명주기를 마칠 때까지의  

    전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모델화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에 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1) 폭포수(Waterfall)모델과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모델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2) 나선형(Spiral)모델을 개발 4단계 절차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3) 클린룸(Clean Room)모델을 3개의 박스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관리 83회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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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DLC 

4. Spiral 모델  

I. 진화적 Prototyping, 나선형 모델의 개요. 

   가. 나선형 모델의 정의 

      -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생기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을 돌면서 점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모델 (위험 최소화가 목적) 

      - 개발된 Prototype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최종 SW에 이르게 하는 모델 

      - Waterfall Model 및 Prototyping Model의 장점에 위험 분석을 추가한 모델 

   나. 나선형 모델의 특징 

      - 대규모 시스템 및 위험 부담이 큰 시스템 개발에 적합(위험분석 추가) 

      - 프로젝트의 완전성 및 위험감소와 유지보수의 용이 

      - 관리가 중요하나 매우 어렵고 개발시간이 장기화될 요지 있음. 

II. 나선형 모델 구성 및 장단점 

   가. 나선형 모델의 구성 

        (계위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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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선형 모델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정확한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 

-위험 부담 감소 

-품질 확보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 

-프로젝트 개발에 많은 시간 소요 

-프로젝트 관리에 어려움(복잡함) 

-위험관리의 능력에 따라 성공여부에 영향 

-다수 고객 상대의 상용제품 개발에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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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폭포수(Waterfall) 모델과의 비교. 

구분 나선형 모델 폭포수 모델 

정의 

- Waterfall Model 및 Prototyping 

Model의 장점에 위험 분석(Risk 

Analysis)를 추가한 모델 

- 분석, 설계, 개발, 구현, 시험 및 

유지보수과정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특징 

- 프로젝트의 완전성 및 위험감소와 

유지보수의 용이 

- 관리가 어렵고 개발기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 

있음 

- 소프트웨어 개발을 단계적, 순차적, 체계적,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수행 

- 각 단계별로 완료 후 다음 단계 진행 

장점 

- 정확한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 

- 위험 부담 감소 

- 품질 확보  

- 대규모 시스템에 적함 

- 가장 오래되고 폭넓게 사용 

- 전체 과정이 이해하기 용이 

- 관리 용이(진행과정을 세분화) 

- 문서 등의 관리와 적용이 용이 

단점 

- 프로젝트 개발에 많은 시간 소요 

- 프로젝트 관리에 어려움(복잡함) 

- 위험관리 능력이 성공여부에 영향 

- 다수 고객 상대의 상용 제품 개발에는 

부적합 

- 초기 요구사항 정의 어려움 

- 중요문제점의 초기 발견이 어려움 

  (후반부에 구체화) 

- 전 단계 종결 후 다음 단계 수행 

- 사용자 피드백에 의한 반복 단계 불가능 

- 초기 단계 강조 시 코딩, 테스트 지연 

적용범
위 

- 대규모 시스템 및 위험 부담이 큰 시스템 

개발에 적합 

- 기술적 위험이 낮고, 유사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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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DLC 기출문제 

5. 반복적 개발 모델  

1. 반복점증적(iterative & incremental) 개발방법 적용 시 각 회차 마다 작성되는 반복계획서와  

    평가서에 포함될 내용을 목차 형식으로 기술하시오. 

   (정보관리 84회 1교시) 

 

2. S/W개발시 폭포수형(Waterfall) 개발방법과 RUP(Rational Unified Process)에서 강조하는  

    반복, 점진적(Iterative & Incremontal)개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방법을 비교하시오. 

    (정보관리 72회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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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DLC 

5. 반복적 개발 모델  

II. 증분 개발 모델(Incremental Development Model) 

   가. 증분형 모델의 정의 

      - 사용자 요구사항의 일부분, 제품의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개발하면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방법 

    나. 증분형 모형의 특징 

       -  폭포수 모델의 변형으로 증분을 따로 개발 후 통합하는 방법 (프로토타이핑의 반복개념을 선형순차 

          모델의 요소들에 결합시킨 것)  

- 프로토타이핑과 같이 반복적이나 각 점증이 갖는 제품 인도에 초점(요구 사항이 명확할 경우 적용)  

        - 규모가 큰 개발 조직일 경우 자원을 각 증분 개발에 충분히 할당할 수 있어 각 증분의 병행 개발을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음. 

        - 증분의 수가 많고 병행 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관리 어려움/ PM은 조율에 많은 노력이 필요 

    다. 증분형 모델의 생명주기 증분 #1 

정보흐름  

증분 #n 

증분 #2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 

.
 
.
 
.
 
.
 
.
 

I. 반복적 개발 모델(Iteration Model); 재사용, 객체지향, RAD 기반 제공 

-사용자의 요구사항 일부분 혹은 제품의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개발하여 최종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모델  

-반복적 개발 모델 종류 : Incremental(증분 개발 모델), Evolutional(진화적 개발 모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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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진화형 개발 모델(Evolutional Development Model) 

   가. 진화형 개발 모델의 정의 

      -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 시스템이 가지는 여러 구성 요소의 핵심 부분을 개발한 후, 각 구성요소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나. 진화적 개발 모형의 특징 

      -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위해 전체 진화 과정에 대한 개요(Outline)가 필요 

      -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 

      -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를 다시 분석함으로써 요구 사항을 진화시키는 방법 

      - 프로토타입의 시스템은 재사용을 전제로 함. 

      - 증분: 설계가 다음 설계에 반영됨 

  다. 진화형 개발 모델의 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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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DLC 기출문제 

6. RAD  

1.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중심으로 적용될 개발 수명 주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논하시오. 

    (조직응용 80회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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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DLC 

6. RAD  

I. RAD(Rapid Application Development)기법 모델 

   가. RAD기법 모델의 정의 

      - 2~3개월의 짧은 개발 주기 동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순차적인 프로세스 모델로서  

        빠른 개발을 위해 Visual Tool, Code Generation Tool을 사용 

   나. RAD기법 모델의 특징 

      - 도구의 활용(CASE 도구, RDB, 재사용 Library 등) 

      - Prototyping 사용 및 사용자가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과정에 적극 참여 

      - 소요기간 : 60일 ~ 90일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기술적 위험이 적고 빠른 개발이 요구될 때 적합 

II. RAD기법 모델의 단계 

   가. JRP(Joint Requirement Planning) : 분석단계로서, 공동 요구사항 정의 

      - 사용자와 함께 Biz모델 작성/검토 반복을 통한 분석 

      -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1-2주)를 짧게 가져감. 

   나. JAD(Joining Application Design/Development) : 설계단계, 참여 공동 설계 

       - 개략적 모델링 후 사용자와 함께 Prototype 개발/수정/보완 반복을 통한 시스템 설계(3-5주) 

   다. Construction phase – focuses on program and application development task  

        similar to the SDLC. 

   라. Cutover(구축/운영):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현업부서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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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 개발 모델의 개념도 및 RAD 대표 개발 방법론 

  가. RAD 개발 모델의 개념도 -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RAD) Model 

 

 

 

 

 

 

 

 

 

  나. RAD 모델 기반의 Agile 대표 개발방법론 

  
종류 특징 비고 

XP 

테스팅 중심 , 4가지 가치와 12개 실천항목을 가지고  

1~3주 반복 

가장 주목받고 있음 

개발관점 

SCRUM 

프로젝트를  스프린트로  분리 , 팀은  매일  스크럼 

미팅으로 계획수립 

Iteration계획과  Tracking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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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전통적 생명주기와의 비교 

 

 

 

 

 

 

 

 

 

 

V. RAD기법 모델의 장단점 

 

구분 RAD기법 모델 전통적 생명주기 

목표 핵심 요구사항 만족, 시간단축 고품질 구현 

개발인원 소규모, 사용자+개발자 대규모 

분석/설계 개략적 분석/설계 완벽한 분석/설계 

기법 JRP, JAD, Time-boxing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특징 
- 사용자 지속적 참여 
- 툴사용, 적정규모 

- 순차적 접근 
- 하향식 접근 

장 점 단 점 

- 요구사항의 완전한 이해와 프로젝트 범위 
  의 명확한 설정 시 신속한 개발 및 완전한  
  기능 구현 가능 

-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없을 경우 실패 
- 적절한 모듈화 가능성 전제 
- 기술적 위험이 높을 경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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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 개발방법론 

2. 구조적 개발방법론 

3. 정보공학(IE)방법론 

4. 객체지향(OO)기법 

5. 객체지향 개발방법론 

6. 컴포넌트 

7. CBD 

8. Product Line 

9. 도메인 공학 

10. 요구 공학 

11. AOP 

12. Agile 

13. XP 

14. SCRUM 

Chapter II SW 개발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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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1. SW 개발방법론  

1. 임베디드 소트프웨어를 정의하고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접근가능한 개발방법론 및 절차를  

    기술하고 산업동향에 대해 논하시오.. 

    (정보관리 74회 3교시)  

 

2. 제품계열 방법론 (Software Product Line)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가. 제품계열 방법론의 태동배경을 설명하고 정의하시오. 

     나. 제품계열 방법론의 개발 단계를 분류하고 단계별 활동을 설명하시오. 

     다. 제품계열 방법론으로서 제안된 기존의 방법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1회 4교시) 

 

3. 소프트웨어개발방법론에 있어서 방법론 테일러링(Tailoring)의 필요성과 테일러링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4회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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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 개발방법론  

II. SW 개발방법론  

I. SDLC의 공학원리 적용, SW 개발방법론의 개요 

   가. SW 개발방법론(SW Development Methodology) 의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계획, 분석, 설계 및 구축에 관련 정형화된 방법과 절차,도구 등이  

        공학적인 기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준화한 이론 

      -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방법, 도구, 의사전달, 인터뷰 등을 포함해 실무적 관점에서 하나의 체계로        

묶여진 방법론 

      -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활동, 절차, 산출물, 기법을 정리한 방법론 

 

   나. 개발방법론의 필요성 

      - 개발경험 축적 및 재활용을 통한 개발생산성 향상(작업의 표준화/모듈화) 

      -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수행공정의 가시화 포함) 

      - 정형화된 절차와 표준용어의 제공으로 의사소통 수단제공 

 

   다. 개발방법론의 진화 
Agile 

XP 

SCRUM 

Product  

Line 

도메인공학 

현재; 적시성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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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 개발방법론  

II. SW 개발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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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SW 개발방법론의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 용 비 고 

작업절차 
- 프로젝트 수행 시 이루어지는 작업단계의 체계 

- 단계별 활동, 활동별 세부작업 열거, 활동의 순서 명시 
단계-활동-작업 

작업방법 
- 각 단계별 수행해야 하는 일 

- 절차/작업방법(누가, 언제, 무엇을 작업하는지 기술) 
작업방법 

산출물 - 각 단계별로 만들어야 하는 산출물의 목록 및 양식 설계서 등 

관리 
- 프로젝트의 진행 기록 

- 계획수립, 진행관리, 품질, 외주, 예산, 인력관리 등의 기록 
계획서, 실적,품질보증 등 

기법 - 각 단계별로 작업수행 시 기술 및 기법의 설명  
구조적,객체지향, 
ERD,DFD등 

도구 
- 기법에서 제시된 긱 기법별 지원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표준 및 방법 
CASE, UML Tool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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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발방법론의 종류 

구분 설명 특징 

구조적 

방법론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 사용자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는 체계적인 분석 

이론 

• 프로그램 로직 중심 (프로세스 중심) 

• 도형중심의 분석용 도구 이용(자료 

흐름도(Data Flow), 자료사전(Data 
Dictionary),소단위명세서(Mini-Spec)) 

정보공학 

방법론 

기업 정보시스템에 공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계획, 분석, 설계 및 구축을 하는 

데이터중심의 방법론 

• 기업정보시스템 중심 

• ISP가 필수, 데이터 중심 

• CASE도구 등 공학적 접근,사용자 참여 

•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분석 

객체지향 
개발방법론 

분석과 설계 및 개발에 있어서 객체지향 

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법론 

•업무영역을 상호작용하는 객체들의 집단으로 

이해하고 시스템구축 

•자료와 기능을 캡슐화, 객체간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짐 

•안정된 모델, 중요한 측면만 모델링 하므로 

분석의 초점이 명확 

CBD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의 개발 또는 

상용컴포넌트들을 조합하여 

어플리케이션개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법 

• 컴포넌트기반 개발 

• 반복점진적 개발프로세스 제공 

• 표준화된 산출물 작성, 컴포넌트 제작기법을 

통한 재 사용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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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발방법론의 비교(1) 

구분 구조적 기법 정보공학 기법 객체지향 기법 CBD 기법 

시기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중점 기능 중심 자료구조 중심 객체 중심 컴포넌트 중심 

특징 

분할과 정복 

(Devide & Conquer) 

하향식 기능분해 

데이터와 프로세스 

균형 

캡슐화, 추상화, 

다,정,상 

분석초점이 명확 

반복, 점진적 

높은 재사용성 

장점 
프로세스중심 방식 개발 유

용 

자료중심으로 비교적 안

정적 

모듈별 재사용성 

자연스럽고 유연함 

재사용이 이전보다 

용이 

생산성,품질,비용,위험 개선 

SW위기 극복 

단점 

- 기능은 불안정한 요소 

- 데이터 정보은닉 안됨 

- 낮은 재사용성,  

   유지보수성 

- 어플리케이션은  

  여전히 기능적 설계 

- 기능의 유지보수, 

   재사용성 낮음 

- 실질적인 재사용성 

   이 어려움 

- 기본적 SW기술  

   필요 

- 컴포넌트 유통 

   환경 개선필요 

- 테스트 환경의 부족 

- 컴포넌트 평가, 

  인증 환경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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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비교(2) 

구분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지향 방법론 CBD 방법론 

특징 

 분할과 정복의 원칙 

  (Divide & Conquer) 

 프로그램 로직 중심 

 콘트롤 가능한 모듈 

  로 구조화→재사용/ 

  유지보수성 제고  

 기업 업무지원 시스템  

  지원 방법론 

 Data Model 중시 

 프로그램 로직은 데이터 

  구조에 종속 (CRUD) 

 전사적 통합 데이터모델 

 프로그램의 원소는 객체 

 데이터와 로직을 통합 (객체) 

 고도의 모듈화 

 상속에 의한 재사용 

  (White Box Reuse) 

 분석-설계간 Gap이 없음 

 객체방법론의 진화된 형태 

 Interface 중시 

  (구현에 제약 없음)  

 인터페이스의 구현이 

  컴포넌트  

 Black Box Reuse 지향 

개발 

단계별 

주요 

산출물 

계획 
 도메인 분석서 

 프로젝트 계획서 

 도메인 분석서 

 프로젝트 계획서 

 Biz Process/Concept Model 

 프로젝트 계획서 

 Biz Process/Concept Model 

 프로젝트 계획서 

분석  Data Flow Diagram 

- E-R Diagram 

- 기능 챠트 

- Event 모델 

- Use Case Diagram 

- Sequence Diagram 

- Class Diagram 

- Use Case Diagram 

- Business Type Diagram 

- Component Diagram(논리) 

- 재사용 계획서 

설계 
- Structure Chart 

- 프로그램 사양서 

- 어플리케이션 구조도 

- 프로그램 사양서 

- Table 정의서/목록 

- Sequence Diagram 

- Class Diagram 

- Component Diagram 

- Deployment diagram 

- Sequence Diagram 

- Class Diagram 

- Component Diagram (물리) 

주요  

지원언어 
 COBOL, C, VB, PASCAL  COBOL, C, VB, PASCAL 

 C++, JAVA, C#,  

 VB (객체지원 버전) 

 원칙적으로 개발언어 무관 
(Java,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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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2. 구조적 개발방법론  

1. 프로그램 다큐먼테이션(데이터 딕셔너리 등)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7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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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 개발방법론  

II. SW 개발방법론  

I. 기능적 분할을 통한 Top-down Programming 개발방식, 구조적 개발방법론 개요 

   가. 구조적 개발방법론(Structured Development Methodology)의 정의 

      -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 사용자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는 체계적인 분석 이론 

      - 소프트웨어 모듈화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기능적인 분할을 시도하여 Top-down Programming 

        을 수행하는 개발방법 

 

   나. 구조적 방법론의 특징 

      - 전체 기능관점하에서 Top-down으로 진행 

      - 도형중심의 분석용 도구 이용(자료 흐름도(Data Flow), 자료사전(Data  Dictionary)) 

      - 분할과 정복 (Divide & Conquer)-추상화 기법(Abstraction)-정형성-구조적 조직법- 

        하향식 기능 분해법 (Top-Down Decomposition) 

 

    다. 구조적 분석의 기본원칙 

      -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높임 

      - 분할과 정복, 추상화 , 정형화, 구조적 조직화, 하향식 기능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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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구조적 방법론 원칙 

원 칙 설 명 

추상화의 원리 
(Principle of  
Abstraction) 

- 문제를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형태 또는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Model 

- 특정 대상에 대한 실체로부터 분리된 개념(Concept) 또는 관점(View) 

  “어떻게”아닌 “무엇” 

- 최하위 계층은 실체의 상세함을 나타내고 최상위 계층은 추상적이고  간단함 

형식화의 원리 

(Principle of 

 Formality) 

- 일정한 규칙, 문제 해결에 엄격한 방법론적 접근 방법 채택, 가시화 

- S/W프로젝트의 제어와 산출물의 품질 관리를 위한 기초로 이용 

분할 정복의 개념  

(Divide-and 

-Conquer) 

- 분할 집단화 

- 복잡하고 큰 System을 보다 작고 독립적인 Sub-System으로 나누고 

  (분할), 작게 분할된 Sub-System들을 쉽게 해결(정복)하는 개념 

계층 구조  

(Hierarchical  

Structure) 

- 이해를 돕기 위해 Tree 개념으로 전개, 분할과 정복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 

- 여러 개의 작은 독립적인 모듈들로 나누어 진 것들을 계층적 구조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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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조적 방법론 구조 

1) 자료흐름도(DFD)-입력 받은 자료 흐름, 출력  

2) 자료사전(DD; DD(Data Dictionary )-자료의 대한의미나 자료의 단위 및 값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는 도구  

3) 소단위 명세서(Mini-Spec)-입력자료를 출력 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수행 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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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3. 정보공학(Information Engineering) 방법론 

1. 업무개발 시 정보공학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지 CBD방법론은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떄 고려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69회 4교시)  

 

2.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ITA/EA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학 방법론에 기반한 ISP와 EAP를 비교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3회 2교시) 

 

3. 정보화 전략계획수립(ISP)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중요 감리점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3회 3교시) 

 

4. ISP의 목적, 절차 및 성공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71회 3교시) 

 

5.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은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방법론, 객체지향방법론,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중 정보공학 방법론의 특징과 의의를 타 방법론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0회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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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3. 정보공학(Information Engineering) 방법론 

I. 데이터 중심 개발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의 개요  

   가. 정보공학 방법론이란?   

      - 기업 전체, 또는 기업의 주요 부분을 계획, 분석, 설계 및 구축에 정형화된 기법들을 상호 연관성있게 
 통합, 적용하는 데이터 중심 방법론 

      - CASE를 사용하는데 적절한 방법론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방법론으로 C.Finkelstein이 처음 
사용하였고, 제임스 마틴에 의해 폭넓게 전파됨.   

      - James Martin이  비즈니스 시스템 즉 정보시스템 개발을 공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체계화 시킨  
개발 방법론(Information Engineering Methodology)  

    나. 정보공학 방법론의 출현배경 

      - 비즈니스 시스템의 성장과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의 발전에 따라 등장  

      - 과거의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을 벗어나 기업의 시스템 즉 전사적인 차원의 대규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 

  

II. 정보공학 방법론의 특징  

   가. 기업중심의 방법론  

      - 적용대상이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과거의 단순한 S/W 개발이 아님  

      - 기업의 전략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SIS (Strategic Information System)에 초점을 맞춤  

   나.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전략 계획)를 중시함  

      - 정보공학 4단계 중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로 경영층의 요구와 견해를 시스템에  반영시키고자 
함.  

      - 기업의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ISP가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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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데이터 중심의 분석과 설계  

      -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수시로 변하지만 보유 데이터는 대부분 변하지 않으므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줄이고 잦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개념  

      -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분리하여 분석 및 설계를 진행하되 상관분석(Interaction Analysis)을 통해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약점 해결.  

   라. 업무영역을 분할과 정복방식으로 분석(Divide And Conquer)  

      - 기업의 전략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SIS(Strategic Information System)에 초점을 맞춤 문제의 영

역을 세분화해가면서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Top-Down 방식 적용  

      - 진행절차 : 문제영역 → 업무영역(Business Area) → 업무시스템(Business System) → 구현 시

스템(Implement System)  

   마. 공학적 접근방식 

      - 수작업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해가는 과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발도구를 사용  

      - 분석, 설계 등 초기단계에서 철저하게 작업 후 후속단계에서는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과 

같이 초기단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패러다임  

   바.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작업 초기단계부터 사용자를 참여시켜 불명확한 요구사항을 없애 개발 완료 후  사용자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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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전략계획(ISP) : 경영전략, 관련조직, 업무자료 거시적 분석, 현행시스템 평가 

 

 

 

 

 

 

 

 

 

 

 

 

    2) 업무영역분석(BAA) 

         - 데이터모델링 : ERD  

         - 프로세스 모델링 : DFD 

 

    3) 업무시스템설계(BSD)  

         -> 업무절차 정의, Presentation 설계, 분산설계 

 

    4) 시스템 구축(SC) : 응용프로그램 작성 

III. 정보공학 방법론 구성 및 구성 요소 

   가. 정보공학 방법론의 단계 구성도  

일반환경분석 
(내/외부) 

정보환경분석 
(동향/적용성) 

환경분석 

업무프로세스 
분석 

정보 시스템 
분석 

요구정의 
개선과제 

도출 

벤치마킹 

차이 
분석 

. 
개선 
방향 

· 신 업무 
  프로세스 
· 정보화전략 
· 신 정보 
  시스템 구축 
· 정보관리 
  체계 

실행 
계획 
수립 

현황분석 미래모형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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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 상세 설명    

  1)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전사적인 기업모형(청사진)을 설계하는 단계로서 전략적인 측면과 시스템적인 측면의 모형을 설정 

      - 전략적 측면 : 조직의 목표, 주요 성공요인 등  

      - 시스템적인 측면 :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화 계획, 절차, 정보기술 적용 등 주요 산출물 

단계 특   징 

경영전략 분석 기업의 내. 외부 환경 분석 및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도출해 냄 

현행 업무 프로세스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현 시스템 분석,평가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평가 후 개선방안 도출 

아키텍처 개발 후속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 모델 및 데이터 모델 개발 

전략계획 프로젝트 정의 및 우선순위 부여 

   2) BAA 단계  

      - ISP(정보전략 계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확장 

산출물 내  용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 -ISP(정보전략 계획) 과정에서 만들어진 ERD를 보다 상세하게 확장한 다이어그램 

프로세스 분할 다이어그램 -업무영역 내의 기능들을 프로세스들로 분할하여 트리 구조의 분할도를 만듬  

프로세스 의존 다이어그램 
-어떤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프로세스 수행 이후에만 동작  
-이러한 프로세스들 간의 의존관계를 나타냄.  

프로세스/데이터 매트릭스 
-프로세스와 데이터 간에 일어나는 행위를 매트릭스로 보여줌 
 * 생성(Create), 읽기(Read), 갱신(Update), 삭제(Delete) ( CRUD 매트릭스) 
-프로세스와 데이터의 모델을 검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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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SD 단계에서 사용하는 도구들 

구 분 내  용 

엔티티-관계 다이어그램 
(Entity-Relation Diagram)  

ISP(정보전략 계획)에서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사용 하는 
다이어그램으로 추상화된 데이터들 간의 함수적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냄  

분할 다이어그램 
(Decomposition Diagram)  

정보공학 피라미드의 최 상위 단계 즉 전략수립 단계에서부터 하위단계로 진행해 
나가면서  나타낸 기능 분할도, 프로세스 분할도, 프로시저 분할도 등  

액션 다이어그램 
(Action Diagram)  

CASE Tool을 사용해 분할다이어그램을 액션 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하며 향후 실행 
가능한 코드로 전환 됨  

의존 다이어그램 
(Dependency Diagram)  

프로세스간의 우선순위를 나타낼 수 없는 분할 다이어그램의 약점을 보완한 
다이어그램으로 프로세스 상호간의 연관을 나타 냄  

데이터 흐름도 
(Data Flow Diagram)  

프로시저 의존도의 특별한 형태로 각 프로시저에서 사용되는 입출력 데이터의 흐름을 
각 데이터의 입출력과 함께 그림으로 나타낸 것.  

결정 트리(Decision Tree)  프로그램 로직(Logic)의 분기점과 분기조건 및 그 결과를 기술하기 위함  

대화 구조 
(Dialogue Structure)의 표현  

계층적인 메뉴 :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대화 방식을 기술하기 위해 액션 다이어그램을 
사용  
 . 수평적인 대화 : 팝업 윈도우(Pop-up Window)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평적인 대화 
흐름도(Dialog Flow Diagram)를 사용  

자료 구조 다이어그램 
(Data Structure Diagram)  

BAA(업무영역 분석) 단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모델을 해당 DBMS에 맞도록 
Diagram을 생성(예. RDB, HD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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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설계 및 구축단계 (BSC) 

      - 데이터 사용 분석(Data Usage Analysis) :  

        트랜잭션의 발생량을 토대로 부하를 최적 분산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별 발생량을 액션 

        다이어그램에 주석으로 표시하거나 ERD에서 각 경로에 대한 관계 비를 숫자로  표현 함.  

      -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시스템의 비용, 성능, 응답시간 등을 고려하여 복잡한 시스템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해를 찾아 설계  

      - 분산 분석(Distribution Analysis) :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여러 곳의 서버에 분산시켜 부하를 평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프로세스, 

        데이터를 매트릭스로 구성하여 분석함  

IV. 정보공학 방법론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가. 문제점 

        - 구조적 방법의 SDLC 그대로 이용 

        - CASE Tool 이용 쉽지 않음 

        - 중소 규모 프로젝트의 무리한 적용 

        - 복잡한 논리, 많은 산출물 

   나. 동향 

        - 재사용 패러다임이 대안 

        - 정보공학으로 커버 못하는 영역의 확산 (인터넷, 멀티미디어) 

        - 기업시스템 구축은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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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S/W공학과 정보공학의 비교  

   구분 S/W 공학 정보 공학 

개념 
S/W 개발을 보다 공학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미시적인 개념 

기업의 정보시스템 개발을 공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거시적인 개념  

출발점 
-소프트웨어 위기 
-“Go to“ 문 논쟁 

-기업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전략정보 시스템   
  구현 
-S/W공학의 확장된 개념 

방법론 구조적 분석 및 개발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IEM) 

주요사상 프로세스 중심 구현 Data 중심 구현 

접근방법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 S/W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적용규모 소규모 S/W 개발 대규모 기업 시스템 구축 

SDLC 비중 개발단계 분석 설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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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ISP EA 

수행목적 
• 향 후 구축할 시스템의 계획 수립 

• 업무파악을 통한 기업의 정보계획 수립 

•  향후 전사적 자원관리의 전 과정(프로젝트의  

    선정, 개발, 유지보수)에 활용 

• 정보교환 내용 파악을 통한 아키텍처 개발 

상세 수준 • 요약 정리 • 상세하게 기술됨 

도출과정 
• 컨설턴트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 

• Business 전략 분석에 의한 구축전략에 의
존적 

• 모델링 기법 

• 다양하고 객관적인 준거 자료에 의해 아키텍처
를 구성함 

활용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어려움 

• 일회성 활용 

• 참조 모델 일부 사용 

 

• 기업통합(Enterprise Architecture) 

• EAMS, IT자산관리를 통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관리(IT Management) 

• 일관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 최근에는 EA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ISP를 사용하
는 경향  

산출물 

• To-be Architecture(최종산출물) 제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준거 자료가 산출물에 
포함되지 않음 

• 아키텍처별로 구제적인 산출물을 제공하지 
않음 

• EA비전 및 원칙, 프레임웍  

• EA정보(현행 및 목표 아키텍처) 

• 이행 계획 

• EA참조모델 

• EAMS(EA Management System)   

 VI. ISP와 EA의 비교 (EAP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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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4. 객체지향(OO)기법  

1.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언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Object-Oriented Database)에 대해 논하시오. 

    (조직응용 69회 1교시)  

 

2. 객체지향 기술의 부품화와 관련 컴포넌트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들과 각종 요구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77회 4교시) 

 

3.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에서 재사용성을 구현하려면 클래스의 추상화(abstraction), 정보은폐 

    (encapsulation) 및 정보의 상속(inheritance)과 같은 개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클래스의 메소
드는 어떤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90회 4교시) 

 

4. 객체지향기법의 기본원칙을 기술하고, 구조적 기법과 차별화되는 개념을 설명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 98회 2교시) 

 

5. 오버라이딩(Overriding)과 오버로딩(Overloading)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1회 1교시) 

     



63 

II. SW 개발방법론  

4. 객체지향(OO)기법  

I. 재사용성과 객체 표현 기법, 객체지향의 정의 

   가. 객체지향(Object Oriented)의 정의 

      - 실 세계의 개체(Entity)를 속성(Attribute)과 메소드(Method)가 결합된 형태의 객체(Object)로  

        표현하는 개념 

      - 구현대상을 하나의 객체로 보고, 그 객체를 객체와 객체들 간의 관계로 모델링하는 방법    

나. 객체지향의 등장배경 

      - 소프트웨어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 필요성 증대 

      - 컴퓨팅 환경에 대한 보다 많은 기능(Functionality), 단순성, 사용 편의성에 대한 사용자 요구 증대 

다. 객체지향의 특징 

- 캡슐화 

- 추상화 

- 다형성 

- 정보은닉 

- 상속성 
매서드 =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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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객체지향 기법(캡추다정상) 

구분 개  념 역  할 특  징 

캡슐화 

정보은닉 

객체의 상세한 내용을 객체 외
부에 철저히 숨기고 단순히 메
시지만으로 객체와의 상호작용
을 하게 하는 성질->정보인닉  

객체의 내부구조와 실체 분리로 
내부 변경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여 유지보수도 용
이 하게 함, 메시지 통해 접근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클래스를 구성하는 
객체에 대하여 "public" 선언시 외부에서 
사용 가능, "private" 선언시 불가  

추상화 
현실세계의 사실을 객체로 공통
적의 속성과 기능을 묶어 이름
을 부여 

복잡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해
주고 분석의 초점을 명확히 함  

명사 -> 데이터 추상화(type 부여) 

동사 -> 기능의 추상화(method 부여) 

다형성 
동일 인터페이스에 대해 서로 
다른 처리 방식으로 구현 가능
한 특성 

특정 지식을 최소화한 관련된 클
래스들을 위한 일관된 매개체를 
개발하는 수단을 제공  

Overloading :동일한 이름의 operation사
용(수평적) 

Overriding :슈퍼클래스의 메소드를 서브 
클래스에서 재정의(수직적) 

상속성 
수퍼 클래스가 갖는 성질을 서
브클래스에 자동으로 부여하는 
개념  

프로그램을 쉽게 확장할 수 있도
록 해주는 강력한 수단  

상속의 효과는 클래스를 체계화할 수 있
으며, 기존의 클래스로부터 확장이 용이  

연관성 클래스간의 연관관계를 정의 
객체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정
의하여 구현 용이 

일반화(Generalization) : is-a 

상세화(Specialization) : has-a 

집단화(Aggregation) : is-part-of 

- 다형성의 Overloading과 Overriding은 각 사례를 자바언어로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함. 



65 

III. 객체지향 기법(특징) 사례 

  가. 캡슐화(Encapsulation) 

   - 서로 관련성이 많은 데이터와 이를 참조하는 함수들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객체지향의 특성 

 

 

 

 
  -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클래스를  
    구성하는 객체에 대하여  
    “public” 선언 시 외부에서 사용가능,  
    “private” 선언 시 불가 

CLASS B 

attributes 

method 

CLASS A 

attribute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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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객체지향 기법(특징) 사례 

  나. 추상화(Abstraction) 

   -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으로 현실 세계의 물체를 객체로 표현하는 개념 

 

  [예] 

  1) 기능 추상화: 클래스 내 메소드를 정의(obj.getName()) 

  2) 데이터 추상화: 객체 클래스 자체를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String, Class) 

  3) 제어 추상화: 제어행위에 대한 개념화, 명령 및 이벤트(if, for, while) 

 

  [예] 시계에서 필요한 부분, 특징을 표현 

public class Clock{ 

    int hour; 

    int minute; 

    int second; 

     

    public void display(){ 

        //시간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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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형성(Polymorphism): 오버로딩(overloading) 

1) 정의: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 기법 

 
▣ System.out의 println() 오버로딩 메서드 

◈println() 

◈println(boolean) 

◈println(char) 

◈println(char[]) 

◈println(double) 

◈println(float) 

◈println(int) 

◈println(long) 

◈println(java.lang.Object) 

◈println(java.lang.String) 

▣ 오버로딩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println_a() 

◈println_b(boolean) 

◈println_c(char) 

◈println_d(char[]) 

◈println_e(double) 

◈println_f(float) 

◈println_g(int) 

◈println_h(long) 

◈println_i(java.lang.Object) 

◈println_j(java.lang.String) 

   2) 오버로딩(Overloading)을 구분할 때의 규칙 

매개변수의 개수가 달라야 한다. 

매개변수의 타입이 달라야 한다. 

위의 개수와 타입 중 하나만 달라도 오버로딩(Overloading)의 조건이 성립된다. 

메서드의 리턴타입으로 구별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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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버라이딩(Overriding)의 개요 

1) 오버라이딩(Overriding)의 정의 

-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와 똑같은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다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 하위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것 

- 상위 클래스(아버지) 메서드 무시하는 개념   

 

2) 상속 개념에서의 오버라이딩 

- 아버지 클래스를 상속받아 아들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메서드를 아들 
클래스가 다시 만드는 행위 

- 이것을 우리는 오버라이딩(Overriding)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 오버라이딩의 예제 

- 상위 클래스 FaFa - sayHello() 메서드 보유 

class FaFa{ 

        public void sayHello(){...}; 

} 

 

- 하위 클래스 Baby – sayHello() 메서드 보유 

class Baby extends FaFa{ 

        public void sayHello(){...} 

} 

 

- Baby의 sayHello() 호출 

Baby b = new Baby();   //생성자 

b.sayHello(); // Baby의 sayHello() 메서드 호출   

 

 

 

 

* 오버라이딩(Overriding)은 다형성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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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은닉(Information Hiding) 

  - 캡슐화 방법으로 class 내부 정보를 은닉하고, 접근 제한의 단계를 두어 보안적인 구현 가능 

  -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되는 변수(필드) 들을 private 이나 protected 등으로 선언해 줌으로, 자기  

    클래스, 혹은 자식 클래스 외에는 직접적으로 제어를 불가능하게 해주는 성질 

  - 복잡하거나 변경가능 한 부분을 캡슐 내부에 감추고 외부에는 추상화되고 변경가능성이  

    낮은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하는 객체지향의 원리 

구분 Overloading Overriding 

개념 

하나의 클래스내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메소드를 같은 이름의 메소드로 여러  

개 정의하여 사용하는 기법 

상속관계에 있는 두 클래스 중 하위클래

스에서 상위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 

하여 사용하는 기법 

클래스 
다이어그램 

 
 
 
 
 
 
 
 

목적 Improved usability Redefine /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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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속(Inheritance) 의 개요 

 

1) 상속의 정의 

- 상속(Inheritance)이란 미리 만들어 둔 클래스를 다시 이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상속은 클래스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다. 

- 자바에서는 extends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 C++ 언어와 자바의 상속 방법을 비교해 보면 상속을 위한 키워드 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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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상속 

◈class Child : public Father{ 

◈         //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 선언 

◈} 

▣ 자바의 상속 

◈class Child extends Father{ 

◈         //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 선언 

◈} 

- 참고 

- C++에서는 콜론(:)을 상속의 키워드로 사용하며, 자바에서는 extends라는 키워드를 사
용합니다. 

 

 

2) 상속의(Inheritance )의 특징 

    -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를 상속 받았을 때, 일단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되다. 

- 상속을 받는 순간 현재의 클래스는 곧 상위 클래스에서 출발한다. 

- 몇 가지 규칙은 간단하지만 상속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념들을 배워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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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지향 설계 원칙(원리) 

1. 객체지향프로그래밍(OOP) 설계의 5대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객체지향기법의 기본원칙을 기술하고, 구조적 기법과 차별화 되는개념을 설명하시오. 

   (컴시응, 98회 2교시 문제)  

객체지향언어 특징?? NO 설계 

객체지향언어 설계 원칙? NO 특징 

객체지향의 특징이 먼저 나온 것이고(이전의 타 개발방법론의 재사용성 향상 목적) 
그러다 보니, 매서드, 클래스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설계의 원칙을 준수해야,  
재사용성, 유지보수 용이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3. LSP(Liskov Substitution Principle)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05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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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객체지향 설계 원칙 측면(SOLID) 

가. 단일 책임의 원칙(SRP; Single Response Principle) 

   - 객체는 하나의 책임만을 맡아야 함(억지로 나누지 말 것) 

      (낮은 결합도, 높은 응집도 추구) 

 

 

 

 

 

 

 

 

 

  - 객체는 둘 이상의 책임을 갖지 않는 형태를 가져야 함 

  - 두 개 이상의 책임을 가지면, 온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분리 

 

 

  

 

 

 

 

 

 

   

다수 책임수행 단일책임 수행 



73 

  나. 개방 폐쇄 원칙(OCP; Open Closed Principle) 

      1) Bertrand Meyer(버트란드 마이어): 

     “소프트웨어 Entity(Classes, Modules, Functions) 는 확장에는 열려있고, 수정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2) 나쁜 설계의 특성: 

       하나의 변경이 모든 변경의 파급효과를 일으킨다. 

       프로그램이 부서지기 쉽고, 경직되고, 예측할 수 없다. 

  

      3) 좋은 설계의 특성: 

       모듈이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새로운 코드를 통해서 모듈이 확장되지만, 기존 코드는 변경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모듈은 확장에는 열려있고 

       - 모듈의 행위는 확장,추가되어야 하지만, 수정에는 닫혀있어야 한다. 

      - 모듈의 기존 소스 코드는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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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장의 문제: 

         단위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테이터베이스로 전환 요청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한다.  

   2. 변하는 부분의 인터페이스를 뽑는다.  

   3. 인터페이스를 외부로 부터 받아서 처리하는 구조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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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법)  

  - EmployeeDB를 인터페이스로 변경 

  - 이 EmployeeDB 에서 파생된 두 가지 구현을 만들되, 하나는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하고,  

    하나는 테스트를 지원하도록 함 

  - Employee클래스 변경 없이 Employee를 둘러싼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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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LSP; Liskov Substitution Principle) 

   - 하위 클래스 및 타입들은 상위 타입들이 사용되는 곳에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설계 원칙 

   - 상위타입의 객체를 하위타입의 객체로 치환해도 상위타입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정상동작 해야 한다. 

 

 

 

 

 

 

   
대체 

리스코프치환의 원칙

(LSP) 

The Liskov Substitution Principle 

하위 타입들은 상위 타입들이 사용되는 곳에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1998년 리스코프의 제안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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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LSP; Liskov Substitution Principle) 

   - 자식 타입들은 부모 타입들이 사용되는 곳에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 서브 타입(Sub Type)은 자신의 부모 타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원칙 

     ex) Double Type 으로 교체 할 수 있는 사례 

 

 

 

 

 

 

 

 

 

 

 

 

 

 

    

 

 

 

 

 

   

1. 사각형 클래스에서 

   정사각형(squre)를 상속받음. 

 

-  논리적으로 완벽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Rectangle에서 Square로 상속을 받는 다이어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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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직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은 가로 * 세로 

 

 

 

 

 

   

public class Rectangle { 
    protected double width; 
    protected double height; 
 
    public void setWidth(double width) { 
        this.width = width; 
    } 
    public double getWidth() { 
        return this.width; 
    } 
    public void setHeight(double height) { 
        this.height = height; 
    } 
    public double getHeight() { 
        return this.height; 
    } 
    public double getArea() { 
        return this.getWidth() * this.getHeight(); 
    } 
} 
 

직사각형을 그리는 소스가 
있다고 가정하자. 



79 

 다.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LSP; Liskov Substitution Principle) 

   - 자식 타입들은 부모 타입들이 사용되는 곳에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 서브 타입(Sub Type)은 자심의 부모 타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원칙 

     ex) Double Type 으로 교체 할 수 있는 사례 

 

 

 

 

 

 

 

 

 

 

 

 

 

 

   - 자식클래스는 부모의 책임을 넘지 말고, 자식 기능의 제약 필요 -> 상속을 받지 못하게 처리함.  

 (해결) isCheck() 메서드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면 상속보다는 별개의 타입으로 구현 필요함.   

 

 

 

 

 

 

   

public class Square extends Rectangle { 
    @Override 
    public void setWidth(double width) { 
        this.width = width; 
        this.height = width; 
    } 
    @Override 
    public void setHeight(double height) { 
        this.height = height; 
        this.width = height; 
    }     
} 

setWidth 와 setHeight를 오버라이딩 

public boolean isCheck(Rectangle rectangle) 
{ return rectangle.getArea() == 20; }   
// 5와 4를 입력받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예외처리 되는 의도하지 않는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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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ISP;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 하나의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보다는 구체적인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나음. 

   -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에 의존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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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의존성 뒤집기 원칙 (DIP;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 의존 관계 역전 원칙 

   - 추상화된 것에 의존하게 만들고, 구체클래스에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도록 한다. 

   - 즉, 자주 변경되는 구체 클래스(concrete class)에 의존하지 마라. 

      구체적인 것이 추상화된 것에 의존해야 한다. 

  (예) DIP 위반 사례 

   컨트롤러는 알람 기능이 필요 

   구체적 Controller 객체가 구체적 Clock 객체에 의존 

   Clock 객체의 변경은 Controller 객체에 영향을 줌 

   - Controller 객체가 시계 외에 다른 기기가 제공하는 알람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움 (OCP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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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결과) 의존성 개선 

 - Controller, Clock 객체가 추상클래스(IAlarm)에 의존하여,  Clock 클래스의 변경이 Controller 클래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구체화된 클래스는 가급적, 추상화된 클래스는 이용하여 접근 하는 설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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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5. 객체지향 개발방법론  

1. Grady Booch에 의해 개발된 Booch 방법론에 대하여 논하시오. . 

    (조직응용 69회 1교시) 

 

2. Rumbaugh 등이 제안한 OMT(Object Modeling Technique) 방법론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논하시오.  

    가. 개요 및 특성  

    나. 모델링 방법  

    다. 시스템 개발 과정 

    (조직응용 69회 2교시) 

  

3. 객체지향 방법론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시스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계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고려할 OR Mapping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0회 2교시) DB 관련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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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I. SDLC 전 단계가 Oriented Object 개념 입각 방법론, 객체지향 방법론의 개요 

   가. 객체지향 방법론의 정의 

      - SW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축, 시험의 전 단계가 객체지향 개념에 입각하여 일관된 모델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 방법론 

      - 실 세계의 문제 영역에 대한 표현을 소프트웨어 해결 영역으로 Mapping 하는 방법으로 객체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로 시스템 구성 

   나. 객체지향 개발방법론의 특징 

      - 재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 모형의 적합성 : 현실세계 및 인간의 사고방식과 유사 

      - 일관성, 추적성 : 전체 공정에서 각 단계간의 전환과 변경이 자연스럽고 신속함 

 

II. 객체지향 방법론의 종류 /* 자콥슨, 럼바우, 부츠 세 명이 각각 주장하는 객체지향방법론 -> UML  */ 

   가. OOSE(OO Software Engineering) : Jacobsen 

      - 분석 

• Use Case : 시스템과 사용자의 연관성 식별 

• Actor : 정의 및 역할 작성, Actor별 Use Case 작성 

• 요구사항분석모델 생성 : Use Case Diagram, Use Case Description작성 

      - 설계, 구현 

 

5. 객체지향 개발방법론  



85 

   나. OMT (Object Modeling Technology) : Rumbaugh 

      - 분석 : 문제정의, 객체모델/ 동적모델/ 기능모델 작성 및 증명, 반복, 정제(개동기) 

 

 

 

 

 

      - 설계 : 시스템/객체/메시지 설계 

      - 구현 : Class, Interface, 메시지 등을 구현하고 모듈로 Packaging 

 

   다. Booch 방법론 

      - 분석 

      - 설계 : 아키텍처 계획 및 전술적 설계, 배포 설계 

                  Class분류 Diagram : 아키텍처별 유사 객체들 분류 및 구성  

                  Method, 자료 사용관리 규칙 정의 및 메모리, 오류처리 등의 규칙정의 

                  시나리오 작성과 대응 아키텍처 배포, 설계규칙 정의분석 

구 분 설 명 

객체모델 작성 Class식별, 속성과 인터페이스의 정의, 계층구조로 객체모델들을 조직화 

동적모델 작성 시나리오와 이벤트 정의 및 작성, 이벤트 흐름도 및 상태도 작성 

기능모델 작성 I/O식별, 프로세스와 제약사항, 최적화 필요사항 등을 정의하고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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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특징 

OOSE 

- Object Oriented SW Engineering 

- UseCase에 의한 접근 방법으로 UseCase를 모든 

모델의 근간으로 활용 

- 분석, 설계, 구현 단계로 구성 

- 기능적 요구사항 중심의 시스템 

OMT 

- Object Modeling Technology 

- 객체지향 분석, 시스템설계, 오브젝트설계 및 구현의 

4단계로 구성 

- 객체모델링:시스템의 정적 구조 표현 

- 동적모델링:객체의 제어흐름/상호반응 표현 

- 기능모델링:데이터값의 변화 과정 표현 

- 복잡한 대형 프로젝트에 유용 

- 기업 업무의 모델링 편리 및 

사용자와 의사소통 편리 

Booch 

-  OOD (Object Oriented Design)로 Design 부분만 

존재 

- 설계 문서화를 강조하여 다이어그램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법론 

- 분석과 설계 분리 안됨 

- 분석하는데 이용된 객체 모델을 

설계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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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객체지향 방법론의 절차와 단계별 작업항목 (OMT) 

테스트 

 

패키지 

 

프로젝트 평가 

구현 

 

객체설계 

 

시스템설계 

객체모델링 

 

동적모델링 

 

기능모델링 

업무요건정의 

테스트/배포 객체지향설계/구현 객체지향분석 요건정의 

단계 작업항목 설명 

객체지향분석 

객체모델링 - 객체다이어그램 
시스템 정적 구조 포착 

추상화,분류화,일반화,집단화 

동적모델링 - 상태다이어그램 
시간흐름에 따라 객체 사이의 변화조사 

상태,사건,동작 

기능모델링 - 자료흐름도 입력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 

객체지향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구조를 설계 

성능최적화 방안, 자원분배방안 

객체 설계 구체적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구현 

객체지향구현 객체지향언어(객체,클래스)로 프로그램 객체지향언어(C++, JAVA), 객체지향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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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객체지향방법론의 실제 사례(Rumbaugh의 OMT) 

   가. 객체모델 

        - 객체모델을 정하고 Class Diagram 작성 

   나. 동적모델 

        -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Sequence Diagram 작성 

   다. 기능모델 

        - 자료 흐름도 작성 사례 

V. 객체지향 방법론의 향후 전망 

   가. 객체지향 기술의 발전 

 

 

 

 

 

 

   나. 객체지향 기술의 발전 

      - 구축과정의 일부만이 아닌 모델링,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전과정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 

      - 실제적인 객체지향에 대한 효과 미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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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6. 컴포넌트  

1. 컴포넌트(Component)와 모듈(Module)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2회 1교시) 

  

2. 컴포넌트(Component) 인식 및 도출방법에 대해 실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2회 3교시) 

 

3. A기관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웹서비스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 제안요청서에서는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방법론으로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업체 입장은 과제해결에 요구되는 몇가지 기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구매가 필요 

   하고, 나머지는 EJB(Enterprise Java Beans)환경으로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고객과의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적합한 응용소프트웨어 아키텍처구현방안을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1) 개발 방법론(팩키지+CBD) 적용방안을 제시하시오. 

      2) 응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성방안을 기술하시오. 

      3) 기성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신규개발 컴포넌트간 인터페이스 방안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3회 4교시) 

 

4. 객체지향 기술의 부품화와 관련 컴포넌트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들과 각종 요구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77회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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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6. 컴포넌트  

I. 실행가능한 SW 요소의 집합, 컴포넌트의 개요 

   가. 컴포넌트(Component)의 정의  

      -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다른  

        부품과 조립되어 응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S/W 단위   

   나. 컴포넌트의 특징 

      - 실행코드 기반 재사용(소스차원이 아닌 실행 모듈로 표준에 따라 개발됨) 

      - 컴포넌트는 지정된 인터페이스 명세를 통해서 접근 가능 

      - 컴포넌트는 구현, 명세화, 패키지화, 배포될 수 있어야 함 

 

II. 컴포넌트의 구성요소 

   가. 컴포넌트 

      - 컨텍스트(Context) : 컴포넌트의 기능과 역할 

      - 인터페이스(Interface) : 기능을 외부에 제공, 표준화된 규약, IDL로 명세화 

   나. 컨테이너(Container) 

      - 컴포넌트를 구현하기 위한 서버측 런타임 환경 

      - 컴포넌트 인스턴스 생성 및 소멸관리 

   다. 어플리케이션 서버(Application Server) 

      - 멀티프로세싱, 로드밸런싱, 디바이스 접근 등의 서비스 

      - 트랜잭션 서비스, 컨테이너 관리 

[컴포넌트 구조도] 

호출(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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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6. 컴포넌트  

컴포넌트 개발 절차도(구성도) 



92 

 나. 컴포넌트 개발 단계 상세 

 

 

 

 

 

단계 내용 산출물 

컴포넌트 식별 
Usecase, Entity, UI 등이 사용되는 각종 상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필요 컴포넌트를 식별한다. 

컴포넌트 목록 

컴포넌트 분석 
식별된 컴포넌트의 내부 구조와 제어흐름을 정의
하고, 컴포넌트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명세한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명세 

컴포넌트 설계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명세를 바탕으로 컴포넌트 
내부 구조를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한다. 

컴포넌트 내부 설계 

컴포넌트 구현 
컴포넌트 설계 내역을 바탕으로 컴포넌트 구현체
를 작성한다. 

컴포넌트 구현체 소스코드 

컴포넌트 시험 
xUnit등의 자동화된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컴포
넌트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
행한다. 

컴포넌트 테스트 결과 

컴포넌트 전개 
구현된 컴포넌트를 요구하는 시스템 또는 조직에 
전개/전달한다. 

컴포넌트 전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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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컴포넌트의 형태 

 COTS (Commercial off-the-shelf) : 상업용 독립 컴포넌트 

  wrapping  

    (컴포넌트가 검증된 이후에도 컴포넌트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 

   - white-box wrapping : 개발팀이 컴포넌트 내부설계와 코드에 완전히 접근 가능 

   - gray-box wrapping : 라이브러리 또는 API수준으로 접근 가능 

   - black-box wrapping 

   - 컴포넌트를 재 패키징하는 노력과 재개발하는 노력 중 하나를 선택 

컴포넌트 

기술 플랫폼에 따라 

크기에 따라  사용범위에 따라  

추상화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특정 비지니스 
공용 비즈니스 
시스템 서비스/유틸리티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적 

구체적 

컴포넌트 기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복합 컴포넌트 
단일 컴포넌트 
클래스/모듈 작다 

크다 

실행코드 (class,dll,ocx,jsp,exe,asp)  
소스코드 (java, cpp, c, jsp, asp) 
테이블 
스펙 (hlp, ini, xml, txt) 
모델 (logical, architecture, meta, dynamic, Function) 
패턴 (analysis, design, Technology) 추상적 

실체적 

. Java (Javabean, EJB, JSP/Servlet) 

. COM (Active X, .NET, COM+/DCOM, ASP) 

. CORBA (CCM) 

(To more coarse-g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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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OTS 

 

I. 상업용 컴포넌트, COTS(Commercial Off-The-Shelf) 정의  

  - 일반대중에게 팔고, 빌려주고, 허용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판매자에 의해 제공되고 지적인   

    재산권을 소유한 판매자에 의해 유지보수 및 진화되며 소비자에 의해 내부적인 수정 없이 사용되는  

    제품 

 II. COTS 특성 

 특성 설명 

구매 COTS는 시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다양한 기술수용 
시장에는 다양한 기술을 수용한 COTS가 존재하며 기술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의 
권리이다. 

표준의 적용 
표준을 적용하여 구현된 COTS는 표준에 기반한 COTS 제품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요구사항의 
융통성 

고유한 특성 및 기능을 갖는 COTS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가용성 
일반적으로 COTS는 시장에서 즉시 사용가능하며,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제품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성숙도 
제품의 생명주기 측면의 성숙도는 제품의 개발 및 공개, 결점보완/기술개선을 
통한 제품의 발전, 제품의 쇠퇴기에 대한 것이며, 판매자 측면의 성숙도는 
판매자의 경험적 요소나 신뢰성, 재정능력, 조직 등을 고려한 성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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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컴포넌트 추출 방법 

기법 내용 및 특징 사례 

핵심 클래스 기반 식별 

- 분석 클래스 구조 상 핵심이 되는 클래스 

  (의존 클래스가 많은 클래스)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 수행 

-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클래스의 수를  

  비교적 균등하게 조절 필요 

마르미 III,  

RUP 

Usecase 시나리오 기반 

-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행위  

  분석을 통하여 컴포넌트 식별 

- Usecase 정제 활동을 통하여, <<include>> 와  

 <<extend>>로 정제된 유스케이스를 컴포넌트로 

 식별 

- 공통 컴포넌트 식별에 용이 

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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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내용 및 특징 사례 

Usecase-Entity(Table) 상관분석 

- Usecase 와 클래스간의 상호 참조관계를  
  통해 식별 
- 유스케이스와 클래스간의 밀접도와  
  데이터에 대한 사용 현황을 분석 
  (UDA Table: Usecase Data Access Table) 

국방 CBD  
 

Class Diagram 기반 식별 

- 공통 UI Layout 및 공통 UI컨트롤 식별을  
 통하여, 개별 컨트롤 또는 구성영역을  
 컴포넌트로 식별 
- 홈페이지 시스템 등 제공 서비스와 UI  
  네비게이션이 구조화된 시스템에 적합 
-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기능 
  (일괄작업 등)에 대한 별도의 컴포넌트  
  식별 기법 적용 필요 

Portal 
System 
추출에 용이 

도메인 전문가를 통한 식별 
- 해당 업무 영역 전문가의 직감을 통하여  
  컴포넌트를 식별 
- 기존 식별 사례와 경험에 의존적 

N/A 

RRRRU7U7

DWRRU8U8

CRRU4U4

DRU5U5

RRU6U6

C

R 

R 

C2C2

C

W

C3C3

C

C4C4 C5C5

R U2U2

CR U3U3

R CU1U1

C6C6C1C1

서브레이아웃
<<screen>>

category영역
<<panel>>

+1depth명: Image

2depth
<<panel>>

+2depth명: Hyperlink

1

1..*

RSS
<<panel>>

+RSS1.0: Button
+RSS2.0: Button
+ATOM0.3: Button

1

만족도평가영역
<<panel>>

+정보에만족하십니까?: Label
+매우만족: Radiobutton
+만족: Radiobutton
+보통: Radiobutton
+불만: Radiobutton
+매우불만: Radiobutton
+만족도평가직접입력: Textbox
+확인: Button

1

다운로드영역
<<panel>>

+인쇄하기: Butt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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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컴포넌트와 모듈의 차이 

구분 컴포넌트 모듈 

정의 
특정 기능 수행을 위한 독립적, 조립적 수행 가능한 
SW 단위 

시스템을 분해하고 추상화하여 SW  성능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디버깅, 시험, 수정 등
을 용이하게 하는 SW 설계기법 

- SW 유지보수 시에 편리 

사용성 
독자적으로 사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른 모듈과의 통합 및 연계에 의해서만 가치
있는 서비스 가능 

모듈 + 모듈 

서비스  
다른 컴포넌트와의 인터페이스를 이루면서 하나의 
독립 어플케이션으로 서비스 가능 

여러 개의 모듈이 조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여 서비스 가능한 형태 

이기종 호환 플랫폼 혹은 구현 기능에 독립적 플랫폼 및 구현기술에 종속적 

응용형태 분산 어플리케이션 단일 어플리케이션 

재사용 방식 실행 코드 기반 주로 Source 기반 

접근 방식 모든 언어 대상 객체 지향 언어 

개발방식 객체지향, CBD 개발방법론 
모듈화를 프로그래밍 기법 적용 

정보공학, 구조적 개발방법론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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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효과적인 e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으로 

       컴포넌트 기반의 SW 개발 방법이 필요 

    - 분산 컴퓨팅의 필요성 확산과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기술 

    - 컴포넌트를 통한 효과적 재사용 전략 

     컴포넌트를 통한 해결 

        . 적시성     : 이미 만들어진 S/W를 선택, 조정, 조립함으로써 개발 시간 단축 

        . 품질        : 명세 표준, 지침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품질 보장  

        . 비용절감  : 블랙박스 형태의 컴포넌트 재사용은 코드가 아닌 아키텍처를 재사용 (비용절감) 

        . 적응성     : Plug & Play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매우 수월(비즈니스 변화에 신속대응) 

        . 통합성     : 컴포넌트 wrapping 기술과 점진적인 개발 절차는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과         

                           외부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함으로써 S/W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VI. 컴포넌트 필요성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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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7.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1. A기관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웹서비스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 제안요청서에서는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방법론으로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업체 입장은 과제해결에 요구되는 몇가지 기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구매가 필요 

   하고, 나머지는 EJB(Enterprise Java Beans)환경으로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고객과의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적합한 응용소프트웨어 아키텍처구현방안을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1) 개발 방법론(팩키지+CBD) 적용방안을 제시하시오. 

      2) 응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성방안을 기술하시오. 

      3) 기성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신규개발 컴포넌트간 인터페이스 방안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3회 4교시) 

 

2. 기존시스템(AS-IS system)을 CBD체제로의 차세대시스템 IT Upgrade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참담
한 실패로 결론지어졌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납기 지연 : 12개월에서 16개월로 4개월 지연(지체상금 : 계약금액의 0.3% / 1일) 

     2) 투입 M/M : 180 M/M 투입예상에서 265 M/M 투입으로 85 M/M 추가 투입 

     3) Work Scope : 계약 대비 1.6배 증가(추정치)함. 고객사 업무에 대한 유경험자 부족 

     4) 요구사항 : 프로젝트 착수후 12개월 경과후 확정 

     5) IT환경에 대한 구축 경험 없었음 : NT서버,MS-SQL서버,WAS서버의 EJB 생성,X-internet UI 

         툴,Reporting 툴, J2EE & EJB framework 

     6) 고객사측의 PM 및 T/F 요원들은 비전산요원임. 끊임없이 추가/변경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갑”의 권리로 생각함 (언어폭력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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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7.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2. 7) 통합테스트 및 영업점테스트 기간 : 6주(weeks) 계획에서 16주(weeks)가 경과됨으로서 10주
(weeks)간 지연되었음. 이유는 시스템 오류사항과 추가요구사항 및 변경요구사항이 테스트 기간에
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증했음 

 

    상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프로젝트관리 방안- 범위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예산관리, 품질관리, 의사소통관리, 자원관리 - 을 기술하시오. 

    (정보관리 81회 3교시) 

 

3. CBD프로젝트 수행시 각 단계(Inception Phase, Elaboration Phase, Construction  

    Phase,Transition Phase)별로 목적(Goal)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액티비티를 구체적으로 기술 

    하고, 단계초기(Inception Phase, Elaboration Phase)에 반복, 점진적(Iterative & 

    Incremental)방법론에 의해서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정보관리 77회 2교시) 

 

4. CBD방법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PM이다. 요구획득이 끝나고 아키텍처 단계의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착수시 작성되었던 개략의 계획을 구체화한다고 가정하여 

    아키텍처 단계의 프로젝트 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 

    (정보관리 75회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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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7.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5. 차세대 생산시스템을 CBD방법에 의해 개발하고 있다. 설계가완료된 단계에서 개발을 맡은  

    SI업체와 계약한 CMM4 level 의 품질이 확보되는 지를 알기 위해 감리를 시행하고자 한다. 

    15일 기간으로 응용시스템,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아키텍처, 프로젝트 관리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고자 한다. 사업관리부문과 시스템아키텍처 부문의 감리자가 수행할 점검사항을  

    계획해 보시오. 

    (정보관리 75회 2교시) 

 

6. 나날이 더해가는 “S/W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등장한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2회 2교시) 

 

7. CBD (조직응용 71회 1교시) 

 

8. 업무개발시 정보공학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지 CBD방법론은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떄 고려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69회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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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7.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I. 개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CBD 방법론의 개요 

   가. CBD 방법론의 정의 

      - 기 개발된 S/W 컴포넌트를 조립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객체지향의 단점인  
재사용을 극대한 한 개념 

   나. CBD 방법론의 등장배경 

      -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의 문제점 해결 필요 

 

 

 

 

 

 

      - 업무, 기술, e-Business 조직의 변화 

구 분 내 용 

기술적 측면 - OOP에는 Binary 형태의 표준이 없음 

- OOP의 각 객체는 같은 컴파일러 사용 

프로세스 측면 - 실제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개발이 거의 없음 

-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확장성 떨어짐 

’80 ’90 현재 

부서중심 

단일업무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심 

B2B, ERP 등의 업무 

가상조직(Virtual Organization) 중심, 

eCommerce, e-Biz, 고객중심 업무 

고품질 

생산성 

엔지니어 위주 

견고성/재사용성/상호운용성 

생산의 적시성 

사용자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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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BD 방법론 특징 

   가. 유용성 : 동일 Business Logic 의 반복 구현 배재 가능,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율성 확보 

   나. 확장성 : 다른 Component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기능 추가 및 배포 가능 

   다. 유지보수 용이 : Component에 대한 일관된 유지보수와 변화 적용 용이 

   라. 재사용성 : 조직 내 동일 Business Logic의 반복의 최소화 및 중복의 제거 가능 

      - Multi Platform 환경에 분산적 배치 및 통합적 구축 가능동일 Business Logic의 반복 구현  

        배재 가능 

생산성 

특징 

변경용이성 

관리용이성 재사용성과 대치성 

고품질 

기술집약성 

• 부품조립을 통한 시간 단축 

•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축 

•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 

 

• 품질이 검증된 컴포넌트의 사용 

• 품질을 고려한 컴포넌트 설계 및 구현 

•  실행기반의 재사용 

•  모델과 framework 재사용 

•  재사용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 독립적인 컴포넌트 단위의 관리로 복잡성 

최소 

• 제작주기에 대한 예측 가능 

• 제품 외주화 및 구매에 대한 선택 기회 부여 

• 기술 숙련에 대한 집중 

•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분산객체기술등 

• 요구사항변화 수용에 안정적 

• 신속한 변경 가능 

• 업무 변경에 따른 위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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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BD 방법론 기반 개발 프로세스 

 

 

 

 

 

 

 

 

※ CD (Component Development) : SW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작업 

       -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이해와 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선행 필요 

       - 재 사용 목적상 해당 도메인에 대한 분석이 핵심사항 

       - 비즈니스 컴포넌트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병행 개발 

 

   ※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 컴포넌트들을 조립하여 SW를 개발 

       - 반복적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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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객체지향 개발방법론 비교  

구 분 CBD OOD 

개발 중점 검색 및 조립 - 신규 개발(객체 독립성 중점) 

필요 기술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명세를 통한 연동 - 놀은 설계 및 개발 수준 필요 

상호운영성 객체기향 개발 SW 보다 상호운영성 높음 - 상대적으로 상호운영성 낮음 

시스템 복잡성 낮음 - 높음 

확장방법 인터페이스 - 상속, Dynamic Binding 

확장 레벨 실행파일(Binary Level) - 언어 재사용(Source Level) 

조립방법 조립을 통한 수행  - 재 컴파일 후 실행 

재 사용성 재사용 및 범용성  -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일 언어에서만 사용 가능 

모듈 유통 유통 시장에서 유통 가능  - 유통이 아닌, SW 유지보수 등 강화 

같은 점 

- 유즈케이스 중심 개발 
- 반복적, 점증적 개발 
- 객체에 대한 개념 
- 아키텍처 기반 개발 

다른 점 

- 서비스 기반의 개발(인터페이스 중심) 
- 명세와 구현의 분리 
- 컴포넌트 아키텍처 중심 
- 객체기반 재사용이 아닌 컴포넌트 기반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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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내 컴포넌트 산업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국내 컴포넌트 산업의 문제점  

      - 공용 컴포넌트 부족 및 컴포넌트 공유 체제 미흡 

      - 컴포넌트 개발 기반기술 및 전문업체 부족 

      - 컴포넌트 기반의 활용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컴포넌트의 특성을 반영한 유통 구조 미비 

   나. 국내 컴포넌트 산업의 활성화 방안  

      - 공용 컴포넌트 개발 및 관리체계 수립  및 컴포넌트 기술 개발 지원 

      - 전문업체 육성을 통한 유통 체제 및 국내 컴포넌트 활용 환경 조성 

용역업체 

 

S/W 개발
업체 

정보 

통신부 

 

산자부 

 

발주업체 

 

CBD개발지원 

 

Template 개발지원 

전문업체 육성 

활용환경조성 

수출촉진 대책 

CBD방법론  

개발/적용 

저가,고품질 

S/W공급 

개발기간 단축 

컴포넌트
전문업체 

공용컴포넌트 

관리체계 

Repository수립 

유통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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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성공적인 CBD 구축방안 

 구 분  내  용 

수행조직 컴포넌트 개발팀, 솔루션개발팀, 조직지원팀의 역할 분담 

  표준 및 방법론 
실행환경 표준 : .NET, J2EE, CCM 

개발표준 : UML기반과 같은 개발표준 및 RUP같은 방법론 

아키텍처 서브시스템 상호간의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을 정의 해 놓아야 함 

정 책 개발자들이 컴포넌트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고취 

가. 컴포넌트를 넘어 아키텍처 기반의 재사용(MDA/MDD), 제품라인(Product line), 도메인 공학에 

 의한 재사용으로 발전 예상 

나. Business Architecture, SW Architecture 등의 영역별 세분화, 전문화 진행(MDA) 

다. WEB 서비스의 출현 이후 비즈니스 컴포넌트의 진화 예상 

VII. CBD의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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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8. Product Line  

1. 생산관리공학(Product Line Engineering) 

    (조직응용 92회 1교시 11번) 

 

2. 제품계열 방법론 (Software Product Line)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가. 제품계열 방법론의 태동배경을 설명하고 정의하시오. 

     나. 제품계열 방법론의 개발 단계를 분류하고 단계별 활동을 설명하시오. 

     다. 제품계열 방법론으로서 제안된 기존의 방법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1회 4교시)  

 

3. Product Line (정보관리 74회 1교시) 

 

4. SSPL(System & Software Product Line)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8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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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8. Product Line  

I. Core Asset의 재사용, Software Product Line의 개요 

   가. Product Line 의 정의 

      - S/W공학의 전체 관점에서 Domain Specific하게 재사용할 단위인 Core Assets을 미리  

        개발하고. 실제 Product를 개발하는 것은 이미 재사용의 단위로써 만들어진 Core Assets을  

        이용하여 여러 Products를 만들어내자는 접근방법  

   나. Product Line의 등장배경 

      - time to market 향상의 필요성 절감 

      - 체계적인 재사용 목표의 달성 

      - 컴포넌트의 개념을 도메인 기반으로 구체화하여, 컴포넌트의 재사용성 증대 목적 

      - 고객 만족의 향상 

      - mass customization의 실현 

   다. 특징 

      - CBD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으며, 재사용의 개념을 코드 레벨에서가 아닌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식별해야 하는 개념에서 출발함 

      - 기존 프로세스는 우선 Domain Engineering을 수행한 후, 각각의 Products을 만들어 가는 

        Application Engineering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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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ne의 특징 

 - CBD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으며, 재사용의 개념을 코드레벨에서가 아닌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식별해야 

   하는 개념에서 출발 

 - 도메인 공학 (Domain Engineering) 으로 제품간의 공통성 (commonality)과 가변성(variability)을  

    추출하여 Core Asset 개발 (전략적 재사용으로 재사용상 향상) 

 - 아키텍처 기반의 개발로 각각의 Product들을 개발 시 컴포넌트(Core Asset)가 조립 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제공 

 - 리엔지니어링으로 기존의 Core Asset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재사용 

  

 

 

 

 

 

 

 

 

시장 전략/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아키텍처 

컴포넌트 집합 

(Core Assets) 

   관련된 

   공유하는 

      구성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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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oftware Product Line 개발 절차와 단계별 활동 및 개발 방법 

 가. Product Line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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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oftware Product Line의 구성 및 구성 요소 

   가. Product Line 의 구성 

 

 

 

 

 

 

   나. Product Line 의 구성요소 

구분 내용 

Core Asset 

(부품개발) 
Development 

. 특정 시스템을 실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산 Repository를 구현하는  

  활동 

. 제품 개발과 별개로 또는 제품 개발 중에 진화되어 나올 수 있음. 

. 새로운 제품이 개발 될 때 마다 계속 Refresh 됨. 

Product 
Development 

. 동일한 시스템 군을 기반으로 개별 시스템을 개발하는 활동 

. 개별제품의 요구 사항에 의존적임. 

Management 

. 조직적, 기술적 측면에 대한 관리 활동을 말함.  

. 기술적 관리의 경우, Core Asset 개발과 제품 개발을, 

. 조직적 관리의 경우, 적절한 구조의 정의와 적당한 자원의 분배를, 

. 적용 및 확산 계획은 그러한 관리 상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기술함. 

Core Asset 

Development 

Management 

Product  

Development 

Plug & Play 

Repository 저장 
Asset 관리 Process 관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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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oftware Product Line의 Process  

 

 

 

 

 

 

 

PL의 요소기술 

- 도메인공학 

- Architecture 

- Architecture Based Development 

- Re-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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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Product Line 관련 분야 (3개의 카테고리, 29개의 practices) 

구분 내용 

Software 
engineering 

. Architecture Definition and Evaluation(아키텍처 정의 및 평가) 

. Component Development, COTS Utilization(컴포넌트 개발, COTS 활용) 

. Mining Existing Assets 

. Requirements Engineering, Understanding Relevant Domains 

. Software System Integration, Testing( S/W 시스템 통합, 테스팅) 

Technical 
Management 

. Configuration Management 

. Data collection, Metrics and Tracking 

. Make/Buy analysis 

. Process Definition, Scoping 

. Technical Planning, Technical Risk Management, Tool Support 

Organizational 
Management 

. Building a Business Case, Customer Interface Management 

. Developing an Acquisition Strategy, Funding 

. Launching and Institutionalizing, Market Analysis 

. Operations, Organizational Planning, Organizational Risk  

  Management 

. Structuring the Organization, Technology Forecasting,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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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Product Line 관련 분야 (3개의 카테고리, 29개의 practices) 

Category Practice 

Software 

Engineering 

- 아키텍처 정의 및 평가 

- 컴포넌트 개발, COTS 활용 

- 존재하는Asset들 Mining 

- 요구공학, 관련 도메인 이해 

- S/W 시스템 통합. Testing 

Technical 

Management 

- 구성(Configuration) 관리 

- 데이터 수집, 계측 및 추적 

- Make/Buy 분석 

- 프로세스 정의, 범위설정 

- 기술 계획, 기술 위험 관리, 도구 지원 

Organizational 

Management 

- 비즈니스 케이스 생성, 고객인터페이스 관리 

- 획득(Acquisition) 전략 개발, 자금 투자 계획 

- 착수와 내재화, 시장 분석 

- 운영(수행) 

- 조직 계획, 조직 위험 관리, 조직 구성 

- 기술적인 예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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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duct Line 개발 방법  

 

 

 

 

 

 

   

구분 내용 

Proactive 방법 

- Core Asset을 먼저 개발, 초기투자와 선행지식 필요 

- 범위선정을 제일 먼저(Develop the scope first) 

- 새로운 제품 개발 시 코드의 개발 최소화 

Reactive 방법 

- 하나 혹은 여러 개의 product로부터 Core Asset 및 다른 제품을  

  도출 (비용저렴, Reengineering기법 사용) 

- Product Line 기술을 처음 도입하는 경우 

Incremental 방법 

Proactive나 Rewrite를 사용하지만, 초기부터 제품개발과정 중에 계속해서 

Core Asset을 개발하는 방식 

Core Asset Base로부터 제품과 추가 Core Asset 반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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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Software Product Line의 이슈 및 향후 전망 

   가. Product Line 의 이슈 

      - 각 Core Asset은 해당 Core Asset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관련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어야 함. 

      - 기술 부서 보다는 상위 부서의 commitment와 sponsorship이 필요함. 

      - Product Line 성공을 위해서는 아키텍처 적인 관점이 필요함. 

      - Product Line 환경과 비즈니스 모델링을 지원하는 관련 Tool의 활용이 필수적임. 

   나. 적용 사례 

      - 군산 ITS, 서울 ITS: Data Model, 공통 코드 및 Core Component 개발 

      - 프로젝트 생산성 극대화, 프로젝트 위험요소 최소화, 업무 이해도 향상 등 

   다. Product Line의 향후 전망 

      - 제품의 특징, 프로세스의 성숙도 또는 조직의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Business Goal따라  

        실현되는 Product line은 서로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핵심 Activity나 Practice는 존재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핵심 Activity나 Practice의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준용하는 것이 

         Product Line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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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Product Line의 적용 효능 

가. Core Asset의 사용으로 재사용을 높임 

      - Faster, Better, Cheaper 

      - 100%의 생산성 향상 

      - 60%의 비용절감 

      - 시스템 신뢰도 향상 

      - Defect 10배 감소 

나.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우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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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9. 도메인 공학 

1.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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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9. 도메인 공학 

I.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한 활동, 도메인공학의 개요 

 가. 도메인 공학(Domain Engineering) 의 정의 

   - 도메인 : 특정분야(공공 프로젝트, EP, 철도 ERP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 지식과 행동의 범위 

   - 도메인공학 : 도메인 분석, 아키텍처 개발과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등을 식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보급하는 공학 

   - Domain engineering, also called product line engineering, is the entire process of reusing 
domain knowledge in the production of new software systems. It is a key concept in 
systematic software reuse. A key idea in systematic software reuse is the application domain, 
a software area that contains systems sharing commonalities. Most organizations work in 
only a few domains. 

 

 나. 도메인공학의 필요성 

  -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개념의 확산에 따른 S/W 재사용에 대한 요구 증대  

  - 요구사항 분석 이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도메인 분석에서부터 재사용에 대한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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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9. 도메인 공학 

II. 컴포넌트 재사용을 위한 도메인 공학의 프로세스 

    - 도메인정의 

    - 모메인 모델링 

    - 도메인 디자인 

    - 컴포넌트 구현 

- 도메인 명세서를 작성하고, 명세서를 바탕으로 도메인을 분석하고, 컴포넌트를 추출하여 도메인  

   아키텍처를 생성하고 도메인 컴포넌트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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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메인 공학 단계별 설명 

 

 

 

 

 

 

 

 

 

구 분 설 명 

도메인분석 

- Domain Analysis 

- 도메인에 관련된 정보를 식별(identifying), 수집(collecting), 편성(organizing), 표현 

   (representing)하기 위한 절차로, 현행시스템과 그 당시 개발 히스토리에 대한 연구, 도메인 

   전문가로부터 얻은 지식, 기초 이론, 도메인에 관한 신생 기술을 바탕으로 함 

도메인 설계 

- Domain Design 

- 도메인 분석 산출물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설계 재사용과 일반 아키텍처(Generic  

   Architecture) 연구로부터 얻은 지식으로 설계 모델을 개발하는 절차 

도메인 구현 

- Domain Implementation 

-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생산된 시스템에 이식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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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10. 요구공학  

1. 소프트웨어개발 프로세스 중 개발 요구자와 개발자와의 관계인 요구사항관리  

    (Requirements Management)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하시오. 

     나. 요구사항 관리설계 주요관점 및 종류를 기술하시오. 

     다. 관리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정보관리 80회 3교시)  

 

2. SW개발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개발자 입장에서 요구사항 분석이  

    어려운 이유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요구사항 개발절차와 각 절차의 입출력 자료들을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95회 4교시) 

 

3. Functional Requirement와 Non-functional Requirement 

    (조직응용 86회 1교시) 

 

4.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주요 이슈들을 제시하고, 이 중 비기능적 테스팅(Non-functional testing)과  

    동적 테스팅(Dynamic testing)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6회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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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10. 요구공학  

II. 요구공학의 처리과정 및 프레임워크  

  가.요구공학 프로세스의 프레임워크  

  

구분 내용 

요구사항 추출 문제를 이해하고, 요구사항 추출 

요구사항 명세 문제를 이해하면서 문장으로 기술, 설명 (분석, 정의) 

요구사항검증 및 확인 문제를 기술하고, 서로 다른 부분들과 일치 

I. 요구사항들이 각 Phase에 적용이 되었는지 검증하는 기법, 요구공학의 개요  

  가. 요구공학(Requirement Engineering)의 정의 

−  제품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설정 단계에서부터 제품 개발과 테스트, 생산에 이르기까지 개발공정

의 매 단계 마다 초기에 정한 개발 요구사항들은 물론 이후의 상세 요구사항들이 제품설계와 구현

단계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증해 나가는 기법 

− 시스템 요구사항 문서를 생성하고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구조화된 활동의 집합으로 

시스템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관련 요구의 추출과 분석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의 외부 행위를 기술하는 것을 포함하여 요구사항 명세를 최종 산출물로 생성 

요구사항 추출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검증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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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사항 추출 

추출 기초 조사 

추출 타당성 조사 다면성 조사 

추출 영향 요소 

분석 

요구사항 추출 요구사항 평가 

요구사항 수집 

요구사항 정제 

요구사항 분류 

위 험 평 가 

우선순위화 

적용 도메인 

문제 

참여자 요구 

제약사항 

개발유형,범위,투입자원, 

요구사항과 관련된 참여자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요구사항 생성의 타당성 확보 
< 획득 기법 > 
1. 인터뷰 
   Open (협의사항 
미지정) 

   Close(협의사항 지정) 
2. 시나리오 
3. 작업 분석 
4. BPR, 프로토타이핑 

나. 요구공학 프로세스의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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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사항 분석 
 
   가)  요구사항 분석기준 

        - 분석은 시스템을 계층적이고 구조적으로 표현 

        - 외부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및 내부시스템 구성요소간의 인터페이스를 정확히 분석 

        - 분석단계 이후의 설계와 구현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나) 요구사항 분석 활동 

도메인 분석 

문제영역 분석 

인터페이스 설정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구조화 

구조 모델링 

목표분석 

도메인 전문가 

기술 문서 

요구사항 

제약조건 

행 위 분 석 

인터페이스 조건에 

대한 행위 정의 

인터페이스 

조건분석 

참여자들의 조건, 

행위를 분석 

대 안 결 정 

<분석기법> 
1. 구조적분석 (DFD, Data Dictionary, mini Spec … ) 
2. Use Case 기반 분석 (UML, 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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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정의 

    가) 요구사항 명세화 

        - 요구사항 명세서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 SRS) 작성 

           . 시스템이 무엇(What)을 수행할 것인가를 기술 

           . 시스템이 이루어야 할 목표를 기술하지만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해결방법은 기술하지 않음 

           . 명세서에 명시된 조건들은 고객과 개발자 사이에서 합의 

 

    나) 요구사항 명세서의 의미 

        - 고객과 개발자간의 S/W 생성 목적에 대한 동의기준 수립 

        - 개발일정과 비용산출의 근거 제공, 개발에 투입되는 노력을 절감 

        - 에러 검증과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 

        - 변경이 쉽고, 개선에 대한 근거를 제시 

 

    다) 요구사항 명세의 원리 

        - 명확성            : 각각의 요구사항 명세 내용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져야 함 

        - 완전성            : 기능, 성능, 속성, 인터페이스, 설계제약 등에 관한 모든 시스템 요구사항이 포함 

        - 검증가능성      : 요구사항 내용의 충족여부와 달성 정도의 확인이 가능 

        - 일관성            : 명세 내용간의 상호간 모순이 없어야 함 

        - 수정용이성      : 요구사항 변경 시 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함 

        - 추적가능성      : 각 요구사항 근거에 대한 추적과 상호참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 개발 후 이용성 : 시스템 개발 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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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구사항 명세의 기술 

        - 기능적 요구사항 

           . 데이터 모델 : 개념적인 모델의 상태를 구체화 한 것으로 생성, 삭제 등의 실행이 정의 

           . 데이터 흐름 처리모델 : 시스템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표현하며,  

             데이터 모델의 입출력이 데이터의 일부분으로 사용 

           . 프로세스 모델 : 병행, 상호작용, 다른 프로세스들간의 동기화 등의 사건과 활동을 기술 

        - 비 기능적 요구사항 

           . 시스템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전체적인 품질이나 속성 또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약사항을 정의 

           . S/W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성능, 보안성, 사용가능성, 안정성 등) 

           . 품질 요구사항의 특징 

 품질 요구사항은 명세와 검증이 매우 어려움 

 품질 요구사항을 객체에서 표현하는 방법 

 손실이 예상되는 비용의 측정 

 품질 요구사항은 검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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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구사항 검증 
 
   가) 정의 
        사용자 요구가 요구사항 명세서에 올바르게 기술되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는 활동 
 
   나) 요구사항 검증 활동 

요구사항 검증 

명세구조 검증 

공통어휘 검증 

타당성 검증 

조직지식 요구사항 문서 조직표준 

타 당 성 

일 치 성 

완 전 성 

현 실 성 

요구사항 문제 

보고서 

요구사항의 승인 기준 

문서화(Documented), 명확성(Clear), 간결성(Concise), 이해성(Understood),    

시험성(Testable), 사용성(Usable), 추적성(Traceable), 검증성(Ver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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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구사항 관리  

   가) 요구사항 관리의 개요 

        - 모든 요구공학 프로세스 단계와 병행적으로 수행되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을 제어  

        - 제품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는지 아닌지를 합의하기 위한 기본으로 역할과 책임 부여  

   나)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 

        - 요구사항 협상 :  가용한 자원과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에서 구현 가능한 기능을 협상하기 위한 기법 

        - 요구사항 기준선 :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합의된 요구사항 명세서.(향후 개발의 기본(Baseline)) 

        - 요구사항 변경 관리 : 요구사항 기준선을 기반으로 모든 변경을 공식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기법 

        - 요구사항 확인 : 구축된 시스템이 이해관계자가 기대한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 

          ( Verification,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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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 비교 

Functional Requirement Non-functional Requirement 

기능적 요구사항: 시스템에서 제공되어야 할  

특정 기능을 정의. 

비기능 요구사항: S/W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성능, 보안성, 사용가능성, 안정성 등) 

- 데이터모델 : 개념적인 모델의 상태를 구체화 한 

것으로 생성, 삭제 등의 실행의 정의 

- 데이터 흐름 처리모델 : 시스템 행위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가를 표현하여, 데이터 모델의 입출력이 

데이터의 일부분으로 사용 

- 프로세스 모델 : 병행, 상호작용, 다른 프로세서들 

간의 동기화 등의 사관과 활동을 기술 

성능  :  응답속도 , 자원사용량 

보안  : 침입대응, 사용자인증/권한 

아키텍처 : 확장성, 유연성 

안정성 : 장애대응, 서비스연속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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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구사항 도출 주요 기법  

가. 요구사항 도출의 정의 

-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찾아내는 활동 

- 고객이 제시하는 추상적 요구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식별하고 수집,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표현하는 활동 

 

나. 주요 요구사항 도출 기법 

 

 

 

 

 

 

 

 

 

 

 

도출 기법 설명 

인터뷰  
기법 

- 개인 및 그룹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구두로 도출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 
- 유형: 구조적 인터뷰 - 사전 준비된 질의서 사용 
          비구조적 인터뷰 - 사전 준비된 질의서 미사용 

장점 단점 

- 이해관계자들간의 참여 독려 및 신뢰성 확보 
-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단순하고  
  직접직인 기법 
- 인터뷰 수행자와 인터뷰 대상자간의 설명 및  
  토의 가능 
- 인터뷰 수행자의 이해를 위한 확인 질문 가능 

- 인터뷰는 이해관계자 그룹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적의 기법은 아님 
- 인터뷰 대상자의 인터뷰 확약 및 참여가  
  필요함 
- 성공적인  인터뷰  수행을  위한  교육  
   수행이 필요 
- 인터뷰 대상자의 업무 지식 수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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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기법 설명 

프로토 
타이핑  
기법 

-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또는 그 일부분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구축하는 기법 

장점 단점 

- 사용자가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는 명세서보다   
  프로토타입이 훨씬 우수하다 
-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조기에 실제 상황을 테스트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그들이 사용할 시스템을 볼 수  
  있으며 비평할 수 있다 
- 최종시스템이 될 프로토타입을 보유함으로써  
  신속한 개발을 촉진한다 

- 프로세스 복잡도에 따라 what보다는  
  How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 됨 
- 사용자의 기대 변경을 조장하게 된다.  
  프로토타입은 지속적으로 변경 가능하지 
  만, 구현될 형태로까지 신속하게 준비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건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 사용자의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시스템 
  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야기한다.  

브레인 
스토밍  
기법 

- 임의의 관심영역에 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함에 있어 최선의 기법 
- 두뇌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거의 제한 없이 제기 

장점 단점 

- 단시간 내에 많은 아이디어의 도출이 가능함 
- 편협한 판단을 하지 않는 환경 제공을 통한  
  기존 사고방식의 전환 가능 

- 참여자의 창의성 보유 정도에 의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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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기법 설명 

문서 분석 
기법 

- 기존 시스템에 대한 문서 및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여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기법 
- 업무계획, 시장조사결과, 계약내용, RFP, SOW, 관련 기록, 기존 업무가이드/절차, 교육자료, 
유사 제품 관련 문서, 문제 보고서, 고객 제안 기록 및 기존 시스템 설계서 등 

장점 단점 
- 초기 자료 확보를 통하여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요구사항 발견 및 확인을 위한 기존 자료의 활
용 
- 다른 요구사항 도출기법에 따른 결과들과의 비
교확인 가능 (인터뷰, 사용자 관찰, 설문조사 등) 

- 기존 시스템적인 측면에만 국한될 수  
  있음 
- 기존 문서들이 현행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정보의 파악 자체가 사간소비적인  
  활동일 수 있음 

사용자  
업무관찰 
기법 

- 업무영역 전문가의 수행환경을 평가함으로써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기법 
- 접근 방법:  
  수동적/비가시적 접근방법 - 관찰자가 관찰 수행 중에 질문 없이 기록함 
  능동적/가시적 접근방법 - 관찰자가 관찰 수행 중에 개입하여 질문 및 기록함 

장점 단점 

- 업무 지식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통찰력 제공 
-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적 사항까지  
   포함한 업무수행 상세사항 도출 

-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관찰만 가능함 
- 시간 소모적임 
- 관찰 대상 인력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
을 수 있음 
- 관찰만으로는 예외사항 및 중대한 상황
에 따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 
- 지식 집약적인 업무나 관찰이 용이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 효과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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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기법 설명 

사회자  
회의 기법 

- 특정 제품, 서비스 및 개선기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기법 
- 회의 사회자가 그룹 토의를 진행함에 있어, 특정 이슈사항에 대한 사전 계획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의도한 목적달성을 보증 

장점 단점 

-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공동회의를  통하여  
  단시간 내에 요구사항의 도출이 가능함 
-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관점, 기대사항 및 니즈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관점, 기대사항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가 가능 

- 참가자간 신뢰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룹 토의 시, 민감한 사안 및 개인적인   
   사항은 토론되지 않을 수 있음 
- 참가자들로 부터 수집된 사항들이 실제   
   현황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음 
- 유사한 관심사항을 가진 이해관계자들만  
   참가하는  경우  완전한  요구사항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 
- 핵심그룹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회의 진행자가 필요함 
- 동일한 일시에 관련자들이 모두 모이기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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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성공적인 요구사항 관리를 위한 제언 

 가. 요구사항 도출 

  - 요구사항 도출의 중요성 인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임을 인지하고 인력의 조기 투입 및  

    교육실시 

 - 수집이 아닌 도출로서의 접근: 요구사항을 누구나 알고 있어 조사하는 것이 아닌 고객을 리딩하여  

   끌어내야 한다는 자세 필요 

  - 요구사항의 조기 가시화 노력: 고객이 쉽게 요구사항을 확인 제시할 수 있는 화면 스케치, 요구사항  

    정의서 형식의 제기 

 

나. 요구사항 추적 및 변경 관리 

  - 반드시 요구사항 ID 부여하여 관리 

  - 단계별 재검토: 각 단계 말 추적 매트릭스 작성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 및 추가사항 관리 

 

 

  



137 

IV. 체계적인 요구사항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추적성 개요 

 가. 요구사항 관리에서 요구사항 추적성의 개념 

  - 요구사항과 개발 산출물간의 관계와 단계별 개발 산출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요구 

    사항이라는 추상적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과정과 구현된 기능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속성 

 나. 요구사항 추적성의 분류 

 

 

 

 

 

 

 

 

 

 

  

구분 종류 설명 

순방향 추적성 

-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파생된 작업 산출물  
추적 

-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를 추적 

역방향 추적성 

- 해당 작업 산출물의 근거가 되는 이전 단계  
산출물을 추적 

-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여 식별하는  
것이 목적임 

수직적 추적성  
- 요구사항이 각 단계별 산출물로 전이되는  

과정을 추적 
- 단계별 산출물간의 대응관계를 파악 

수평적 추적성 
- 요구사항과 단계별 테스트간의 연계성 파악 
- 요구사항은 테스트케이스에 반영되어 테스트 

수행을 통하여 검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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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최종단계의 요구사항 추적표  

 

 

 

 

 

 

 

 

  

RFP 제안서 
수행계획서 
(착수단계)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시험 
단계 

기타 

page 
번호 

내
용 

page 
번호 

내용 
page 
번호 

내용 
요구 
사항 
ID 

화면 
UI 
ID 

배치 
Job 
ID 

트랜 
잭션 
ID 

이벤트 
ID 

프로 
그램 
소스 
ID 

단위 
테스트 
시나 
리오 
ID 

통합 
테스트 
시나 
리오 
ID 

사용자 
테스트 
시나 
리오 
ID 



139 

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11. AOP  

1. AOP(Aspect-Oriented Programming)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3회 1교시) 

 

2. Crosscutting Concerns  

   (조직응용 89회 1교시) 

- 요구사항에 대해 핵심관심사항(core concern)과 횡단관심사항(cross cur concern)으로 분할, 개발,  

  통합 -> 모듈화 극대화 

 

- 독립된 aspect 단위 변경을 통해 전체 응용시스템 변경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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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11. AOP  

I. OOP의 한계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AOP의 개요 

 가. AOP(Aspect-Oriented Programming)의 정의 

  - 관심사의 분리(Separation of Concern) 원칙에 기반하여, 시스템 구성을 핵심 관심사와 

    횡단 관심사로 분리하고 Weaving(핵심관심모듈의 사이사이에 필요한 횡단 관심 코드가 동작) 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기법 

 

 나. AOP의 등장배경 

구분 •설명 

기능의 분산 
(Scattering) 

- OOP의 객체지향으로 설계한 모듈에 보안이나 모니터링 기능이 분산 

  해서 존재 
- OOP의 SRP원칙(Single-Responsibility Principle)을 현실세계에서  
   지키기 어렵다. 

코드의 혼란 
-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Tracing, Logging, Monitoring 등)의 많은  

   요구로 인해 최초 OOP방식으로 작성된 코드가 지저분한 코드로 바뀜 

OOP의 코드 유지 - OOP에 충실한 모듈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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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OP  

II. AOP의 개념도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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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핵심 관심 
(Core Concern) 시스템이 추구하는 핵심 기능 및 가치 

횡단 관심 
(Cross-cutting Concern) 

핵심 관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가적인 요구사항  

– 보안, 인증, 로그작성, 정책 적용 등 

Joint Point 

관심사가 주 프로그램의 어디에 횡단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위치 

횡단 관심의 기능이 삽입되어 실행될 수 있는 특정 위치 

즉 어플리케이션에게 실행될 위치 

Point-Cut 
어느 Joint Point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 기능 

AOP언어에게 언제 조인 포인트가 매치될 것인지 알려주는 구문 

Advice 관심사를 구현하는 코드; (예) Method가 되겠음 

Aspect 

특정 관심사에 관련된 코드만을 캡슐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과 동일 

Point-cut 과 Advice를 합쳐 놓은 클래스 형태의 코드 

Weaving(위빙) Joint Point 에 해당하는 Advice를 삽입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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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12. Agile  

1. SCRUM의 특성과 프로세스를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3회 1교시) 

 

2.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에 관한 나선형(Spiral) 모델과 애자일(Agile) 방법에 대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 98회 2교시) 

 

3.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Agile Methodology의 정의, 특성,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8회 1교시) 

 

 

4. Agile의 scrum과 Kahban 방법의 차이점과 보안점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5회 1교시) 

 

5. 모바일 앱 개발의 특성과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애자일(Agile)을 활용하여 모바일 개발환경에  

  적합한 개발방법을 제시하시오. (정보관리 101회 3교시) 

 

6. 애자일(Agile) 개발방법론을 정의하고, 그 특징을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방법론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12,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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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12. Agile  

7. 데브옵스(DevOps)의 최근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4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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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 Process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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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 Process 선택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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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 선언문 

2001년 2월, 17명의 경량방법론 지지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 천명(agile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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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esto for Agile Software Development 

We are uncovering better ways of developing 
software by doing it and helping others do it. 

Through this work we have come to value: 
 

Individuals and interactions over processes and tools 
Working software over comprehensive documentation 

Customer collaboration over contract negotiation 
Responding to change over following a plan 

 
That is, while there is value in the items on 

the right, we value the items on the lef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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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behind the Agile Manifesto 

1. Our highest priority is to satisfy the customer through early and continuous  

   delivery of valuable software.  

2. Welcome changing requirements, even late in development. Agile processes    

   harness change for the customer's competitive advantage.  

3. Deliver working software frequently, from a couple of weeks to a couple of  

   months, with a preference to the shorter timescale.  

4. Business people and developers must work together daily throughout the  

   project.  

5. Build projects around motivated individuals. Give them the environment and  

   support they need, and trust them to get the job done.  

6.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of conveying information to and  

   within a development team is face-to-face conversation.  



151 

Principles behind the Agile Manifesto 

7. Working software is the primary measure of progress.  

8. Agile processes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ponsors, developers,  

   and users should be able to maintain a constant pace indefinitely.  

9. Continuous attention to technical excellence and good design enhances  

   agility.  

10. Simplicity - the art of maximizing the amount of work not done - is 

essential.  

11. The best architectures, requirements, and designs emerge from self- 

    organizing teams.  

12. At regular intervals, the team reflects on how to become more effective,  

   then tunes and adjusts its behavior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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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Organizing, Cross-Functional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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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12. Agile  

I.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변화와 단순 설계의 시작 기법, Agile 방법론의 정의 

   가. Agile 방법론의 정의 

      - 절차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응하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 

   나. Agile 방법론의 등장배경 

      - SW 개발 환경의 변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구가 다양해지고 정보시스템 수명주기가  

         짧아짐, 정보시스템의 'time-to-market'과 Products의 적시 배포(Release)가 중요해짐 

      - 기존 개발방법론의 한계:문서 위주이고 절차가 중심인, 너무 기계적인 방법론으로서 변화에의  

         대응 곤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 

 

II. Agile 방법론의 특징 

   가. Agile 방법론은 predictive하기 보다는 Adaptive (가변적인 요구에 대응)  

   나. Agile 방법론은 프로세스 중심이라기 보다 사람 중심 (책임감 있는 개발자와 전향적인 고객) 

   다.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라. 절차 보다는 사람의 개개인의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 

   마.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형, 아키텍처 설계, 프로토타이핑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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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gile 방법론의 종류 및 비교 

 

 

 

 

 

 

 

 

 

 

 

 

종류 특 징 비 고 

XP 테스팅 강조, 5가지 가치와 12개 실천항목, 1~3주 iteration 
가장 주목 받음 

개발 관점 

SCRUM 

- 프로젝트를 스프린트(30일 단위 iteration)로 분리,  

  팀은 매일 스크럼(15분 정도) 미팅으로 계획수립 

- 팀 구성원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에 초점 

- 통합 및 인수 테스트가 상세하지 않음 

Iteration계획과 

Tracking에 중점 

RUP 
- 완전한 SW 개발 모델 제시 

- Visual 모델링 도구 지원 

RUP에서 Agility 성
격 
을 특히 강조함 

Crystal 

-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알맞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 제시 

- Tailoring하는 원칙 제공 

프로젝트 중요도와 
크기에 따른 메소드 
선택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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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gile 방법론과 전통적 개발방법론의 비교 

 

 

 

 

 

 

 

 

 

 

 

 

항 목 Agile 개발 방법론 전통적 개발 방법론 

계획수립의 
상세수준 

바로 다음 반복주기(Iteration) 
에 대해서만 상세한 계획수립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 
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계획수립 

요구사항의 
베이스라인 

요구사항에 대한 베이스라인 
설정을 강조하지 않음 

초기 요구사항에 대한 Base line 을 설정 

아키텍처 
정의방법 

실제 개발된 기능 구현을 통 
하여 빠른 시간 내에 아키텍 
처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고자 함 

모델과 사양을 보다 상세화하는 과정을 통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아키텍처를 초기에 
정의하고자 함 

테스트 
방법 

잦은 “개발-테스트” 주기를 통 
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기능을 검증함 

특정 기능이 구현되고 나서야 단위-통합-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취함 

표준  
프로세스 

적용 

정의되고 반복적으로 수행 되 
는 프로세스를 강조하지 않는 
대신에 잦은 Inspection을 토 
대로 프로세스를 개발에 유연 
하게 적용하는 것 강조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제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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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Agile 방법론의 평가 

구 분 내 용 

부정적 

측면 

- 방법론 그 자체로서 적용하기에는 프로세스 정립 부족 

- 대형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감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 관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 

- 해당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제약조건이 

  실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문 임 

긍정적 측면 

- 방법론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일부 기업 또는 사상을 선택하여 쓰기에 매우 좋음 

- 중, 소형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적합하며, 대형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특정 테스크에 대해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이 있음 

- 아키텍처설계 및 프로토타이핑 수립과 같은 테스크 수행 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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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13. XP  

1. SCRUM의 특성과 프로세스를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3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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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개발방법론  

13. XP  

I. SW의 Agility 강조, XP 방법론의 개요 

   가. XP (eXtreme Programming) 의 개념 

       - 의사소통을 개선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에 의해 단순하게 코딩하여 SW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 

       - 개발자, 관리자, 고객이 조화를 극대화하여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접근법 

       - 라이프 사이클 후반부라도 요구사항 변경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권고하는 역 발상의 

         SW 개발 방법 

   나. XP의 출현 배경 

      - 현재의 SW 개발 과정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극복 대안 

      - 급변하는 환경에서 SW를 빨리 개발할 필요 목적으로 설계 

   다. XP에서 제시하는 5가지 Core Value  (용단커피존)  [참고] 존경(Respect): 팀원 간의 상호 존중 

Core Value 내    용 

단순성 부가적 기능, 사용되지 않는 구조와 알고리즘 배제 

의사소통 실제 개발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한 개발 사이클 채택 

피드백 빠른 피드백이 기본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먼저 처리 

용기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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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lanning game (=Planning process) 

     - User story를 이용해서 next release의 범위를 빠르게 결정, 비즈니스 우선순위와 기술적 평가가 결합 

02. Small/short releases 

     - 필요한 기능들만 갖춘 간단한 시스템을 빠르게 프러덕션화 함, 아주 짧은(2주) 사이클로 자주 새로운 버전 배포 

03. Metaphor 

     - 공통의 name system(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공통된 개념을 공유 가능하게 함) 

04. Simple design 

     - 현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가능한 한 단순하게 설계함 

05. Testing 

     - 개발자 먼저 단위 테스트, 고객은 기능 테스트를 작성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06. Refactoring 

     - 프로그램의 기능을 바꾸지 않으면서, 중복제거, 커뮤니케이션 향상, 단순화, 유연성 추가등을 위해 시스템 재구성 

07. Pair programming 

     - 하나의 컴퓨터에 두 사람이 앉아서 같이 프로그램 함 (Driver / partner) 

08. Collective ownership 

     - 시스템에 있는 코드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수정 가능함 

09. Continuous integration 

     - 하루에 몇 번이라도 시스템을 통합하여 빌드 할 수 있음 

10. 40-hour week 

     -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을 일하지 말도록 규칙으로 정하고 2주를 연속으로 오버타임하지 않도록 함 

11. On-site customer 

     - 개발자들의 질문에 즉각 대답해 줄 수 있는 고객을 프로젝트에 풀 타임으로 상주시킴 

12. Coding standards 

     - 팀원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코드가 표준화된 관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II. XP 12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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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XP 개발 절차 

사용자스토리 

-사용자 요구사항 / UML의 유스케이스와 같은 목적 

-배포 계획에 대한 시간 계산에 사용되기도 하며 요구사항 문서를 대신하여 사용도 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 -> 인수테스트시 사용 

스파이크 
-어려운 요구사항 혹은 잠재적인 솔루션들을 고려하기 위해 작성하는 간단한 프로그램 

-사용자 스토리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거나 기술적인 문제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 

배포계획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배포 계획을 생성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규칙을 갖고 있으며 그 규칙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의  

반복 

-반복적 개발에서는 민첩함을 중요하게 여김 

-하나의 반복을 1에서 3주 정도로 나누고 반복들을 프로젝트 전반에 균일하게 유지 

-XP의 반복은 프로세스의 평가와 계획을 단순하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핵심 항목 -> 반복 계획 미팅 

-즉각적인 계획과 실행은 사용자 요구 사항들의 변경에 쉽게 대처하기 위한 전략 

인수테스트 
고객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이 시스템이 자신이 직접 명세한 테스
트를 통과했는지 파악 

작업배포 

-작은 배포는 XP 주기의 마지막 단계 

-소규모로 빈번하게 배포하면 고객에게 여러 가지 이득을 조기 제공 

-프로그램은 빠른 피드백을 제공 받음 

Architectural 

Spike 

Release 

Planning 

Acceptance 

tests 

Small 

Releases 

User Stories 

spike 

요구사항 테스트 시나리오 

iteration 

Source: extremeprogramm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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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항목 XP  RUP 

기본특징 
- 경량화, 효율화, 낮은 리스크, 유영성, 예측성, 과

학성, 즐거움 

- 6 Base Practices,  Architecture/ user case 

 / iterative  & incremental 기본 특성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생각 비용 증가 별도 없음 프로젝트 단계가 진행 될수록 변경 비용 지소적 증가 

역할에 대한 정의 간단 세부적(공백도 존재) 

산출물에 대한 정의 거의 없음 매우 다양 

액티비티에 대한 정의 세부적이지 않음 적절함 

아키텍처 덜 강조 (상대적 변경 용이) 매우 강조 , Elaboration 단계까지 아키텍처를 검증 

단계/마일스톤정의 구체적이지 않음 단계별 산출물 기반 마일스톤 정의 

장점 

-  Light Method 매우 현실적, 방법론 자체 비용이 

거의 없음 

- DSDM과 함께 e-Biz에 적합 

- Refactoring의 구체적인 기술 제안 

-체계적이고, Biz Modeling을 포함한 Life Cycle 전반을 포괄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많은 적용 경험과 3Gs를 통한 개선 

- UML 근간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자세 

단점 

-문화적 차이가 심함 

 (고객 주도와 팀웍 강조가 심함) 

-대형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어려움 

-다양한 규모, 조직,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없음 

-정말 필요한 부분만 압축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작은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어려움 

-Tool과 방법론 전문가 필요, 상업적으로 고비용 

공통점 
-Iteration 과 Change Control, Testing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 

-실제 적용시 전문가가 필요 -> PM 부족 

IV. RUP와 XP의 비교 



162 

II. SW 개발방법론  기출문제 

14. SCRUM  

1. Scrum 방법론의 구성, 절차 및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키워드] 스트린트, Agile Methodology 
 

[참조] 최근 개발방법론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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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CRUM  
II. SW 개발방법론  

I. 실용주의 개발 방법론 SCRUM의 개요 

 가. Agile 기법 SCRUM의 정의 

   - SCRUM은 1986년 일본에서 개발 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조직의 고정비를 줄이며  

     반복적인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시장 수요에 가깝게 동기화 하는 세트 

   -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프로세스 등 복잡함을 

     제거하는 관리 및 제어 프로세스 

   - Agile Methodology; 애자일 개발방법론의 유형 

   - Scrum은 기본적으로 Iterative and incremental 개발 방법에 기초 

   나. SCRUM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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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CRUM의 프로세스 및 스프린트 사이클 

 가. SCRUM의 프로세스 

선택 

Scrum은 몇 개의 Iteration으로 구성되는데,  

이 Iteration을 Sprint라고 부르며 각 Sprint는 

1~4주 정도의 기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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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CRUM의 프로세스 및 스프린트 사이클 

 가. SCRUM의 프로세스 

구성요소 설명 

Product 

Backlog 

- 개발할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 목록 

-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하거나,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기능, 특성과 기술에 대한 

모든 기술 나열 

- 요구되는 제품의 요구사항의 우선순위 나열 

-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진화되고 변경 

Sprint Backlog 
- 해당 Sprint 기간에 수행되어야 하는 Task 목록으로 Sprint 기간 동안 개발 

가능한 기능의 목록을 Product Backlog에서 선택 

Sprint 

- 통상 4~6주(30일) 정도의 Timebox 성격을 가진 잘 정의된 반복 개발 주기 

- 각 Sprint 단계 종료 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실행 가능 제품이 인도되어야 

함 

Daily Scrum 

- 매일 약 15분 정도의 짧은 회의 

- SCRUM Master는 진척 사항 검토, 정상적 종료를 방해하는 위험 및 작업 계획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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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CRUM의 Sprin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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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SCRUM 기법과 프로젝트 생산성과의 관계 

종류 특징 비고 

XP 

- 테스트 강조 
- 1 ~ 3주 iteration  
- 4가지 가치  
  (의사소통, 단순성, 피드백, 용기) 
- 12개 실천 항목 

가장 주목 받음 
개발 관점 

SCRUM 
- 스프린트(30일 단위 iteration)로 분리 
- 팀은 매일 스크럼(15분 정도) 미팅으로 계획수립 

Iteration계획과 Tracking
에 중점 

RUP Agile 
- 완전한 SW 개발 모델 제시 
- Visual 모델링 도구 지원 

RUP에서 Agility 성격을 
특히 강조 

[애자일 방법론의 대표적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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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Agile Methodology의 보완을 통한 성공적 개발 수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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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Process 

Tips 

1. 소프트웨어 공학에 린 제조업의 원리를 적용시킨 린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제 예상 문제)  

 

 

[등장 배경] 

 도요타에서 생산에 적용한 제조 프로세스를 SW 개발에 적용해 보겠다는 개념임 

 예) 재고 감소는 적시생산기법(JIT)를 이용 

[개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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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린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의 개요 

가. 린 소프트웨어(Lean Software) 개발  

  1) 린 시스템의 품질 기법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프로세스의 낭비요소를 제거 후 결과를  

     측정, 성과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개발 방법론 

  2) TPS(Toyota Production System)를 벤치마킹하여 재정립한 경영방법론인 린 시스템의 품질 기법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한 개발 방법론 

 

나. 린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원, TPS(Toyota Production System) 

  - 철저하게 낭비를 제거하는 생산방식은 TPS의 핵심 개념은 적시생산흐름(Just-in-time Flow)와  

    자동화이고 향후 린 생산으로 알려지게 됨 

  - TPS의 핵심 개념인 JIT(Just In Time)은 다양성에 의해 초래되는 주요 비용 증가 요인들을 제거하여  

    복잡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적 

  - 린 원칙은 공급망, 제품개발,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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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린 생산 방식과 린 개발의 유사성 및 린 소프트웨어 개발의 7대 낭비 

 가. 린 생산방식과 프로젝트 개발과의 유사성 

 

 

 

 

 

 

구분 린 생산방식 린 개발 

특징 
잦은 설정 변경으로 발생하는 낭비 제거를 
목적-> 고객 만남 초기 증가 

잦은 제품 변경(소프트웨어 릴리즈) 

기간 짧은 생산 소요 시간 짧은 개발 기간 

공정재고 제조 공정 중(Work in process) 재고 감소 개발 단계간 정보 재고 감소 

공정관리 제조 공정 간 소량 부품묶음의 잦은 이송 개발 단계간 예비 정보의 잦은 교환 

추가활동 
줄어든 재고는 여유 자원과 단계간 더 많
은 정보 흐름이 필요 

줄어든 개발 기간은 여유 자원과 단계 간 정보 
흐름을 필요로 함 

적응성 
물량 변동, 혼류 생산, 제품 설계 변경에 대
한 높은 적응성 

제품설계, 일정, 비용 목표 변경에 대한 적응성 

효율성 
생산 작업자에게 다 기능 부여, 생산 효율
성 극대화 

개발자에게 다기능 부여, 생산성 높임 

주요활동 
신속한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
선에 집중 

조금씩 잦은 변경과 지속적인 제품과 프로세스 
개선에 집중 

효과 
품질과 출시 일정과 제조 생산성 동시 개
선 

품질과 개발 일정, 개발 생산성 동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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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린 소프트웨어 개발의 7대 낭비  

  

 

 

 

 

 

7대 낭비 설명 제조 공정 

미완성 작업 
(Partial Done  

Work)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재고는 미완성 작업으로 시스템에 대한 작업을 시
작한 후, 통합, 테스트, 문서화를 모두 마친 배포 가능한 코드 하나까지 빠
른 흐름으로 진행해야 재고를 줄일 수 있음. 이를 위해 작업량을 줄여 반
복 개발 
미완성 작업: 코드로 옮기지 않은 문서, 동기화되지 않은 코드, 테스트하지 
않은 코드, 문서화되지 않은 코드, 배포되지 않은 코드 

재공 재고 

가외기능 
(Extra Feature) 

고객이 현재 작업 수행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기능을 추가 하는 것으로 고
객 업무에 집중하고 되도록이면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 

과잉생산 

재학습 
(Relearning) 

지식을 기억해내거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개발 과정에 끌어들이지 못해 
작업 공간에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을 놓여 재 학습하는 활동 

과잉 가공 

이관 
(Handoff) 

업무의 이관은 상당량의 암묵지가 전수되지 못하고 암묵지를 문서로 전달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관할 때 항상 정보가 손실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관 횟수를 줄이고 의사소통의 대역폭을 높이며 교차 가능한 팀을 
활용 

이동 

작업전환 
(Task Switching) 

작업 중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집중이 분산되고 시간을 소모 시침 
작업 전환 시간의 낭비의 최소화 

동작 

지연 
(Delays) 

개발자의 가용상태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연에 의한 낭비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 필요한 인원이 한 공간에서 정기적인 피드백이 있는 이터레이션
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면서 지연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음 

대기 

결함 
단위테스트, 인수테스트에 결함 유입을 걸러주는 실수방지 테스트가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하고 코드를 일찍 그리고 자주 테스트를 수행하여 다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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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ean Software Development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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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칸반 활용 

 - 칸반은 생산시스템에서 일하는 작업들이 어떤 작업들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작업지시서 

   로서 개발 시 활용하면, 워크플로우 가시화, 작업중인 것을 제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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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칸반 활용 

  

 

 

 

 

 

단계 설명 

워크플로우 가시화 
일을 작게 나누어서 분류하고 각 항목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도록  

워크 플로우를 나타내는 열에 제목을 붙임 

공정중관리(WIP) 
워크플로우 공정상에 얼마나 많은 항목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가능 

Dev 단계에 남아있는 작업을 최소화  

작업 소요시간 측정 
한 항목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 사이클 타임을 측정 

예측 가능하고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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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애자일 방법론, 린 소프트웨어 개발 

 1)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빨리 개발하자'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애자일 방법론은 XP, 스크럼,  

     동적시스템 방법론, 린 소프트웨어 방법론 등이 등장  

 2) 린 소프트웨어 방법론은 요구사항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결함 없는 제품을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 

 

     [키워드] 린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프로젝트 초기 고객과의 접촉을 많이 하여, 낭비 및 폐기를 줄이는 

     프로세스이다.  

 

 3) 초기에는 주로 XP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스크럼과 XP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최근  

    스크럼과 함께 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도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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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칸반시스템(Kanban System): 중간 제품의 인수와, 제품의 생산 지시를 실시  

 - 도요다식의 생산시스템의 하나인 서브시스템이다. 

  

 

 

 

 

 

Lea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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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um과 Kanban의 비교  

 

 

 

 

 

항목 Scrum Kanban Lean 

수행절차 

수행원리 Sprint를 통한 반복적 개발 Workflow를 통한 연속적 개발 낭비 제거 

수행규칙 

1) 3역할자 
- product owner, scrum master, tea
m 
2) 3미팅 
- sprint meeting, daily scrum, revie
w 
3) 3산출물 
- product backlog, sprint backlog,  
burn down chart 

1) Workflow 시각화 

2) WIP(work-in-process)  

   제한 

3)소요시간 측정 및 최적화 

낭비를 줄여, 

고객 가치를 최대화 하

는 

사상 및 아이디어를  

총칭 

수행단위 sprint backlog를 통한 time boxing WIP제한을 통한 작업량 조절 

역할정의 3개의 역할자로 정의 별도의 역할자 정의하지 않음 

공정관리 burn down chart와 velocity측정 workflow가시화와 WIP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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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ean UX  

개념: 핵심가치를 정의하고, 그에 기반한 가설을 신속하게 만들고, 재빠른 검증, 핵심 지표를 보며, 매 

        Iteration 마다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 

 

3가지 원칙: 1) 디자인적사고(Design Thinking) 

                2) 애자일 개발: 개발적 방법론 

                3) 린스타트업 방법론: 기획 및 비즈니스에서 적용 

http://www.slideshare.net/number00/p
xdlean-ux-lean-ux  

http://www.slideshare.net/number00/pxdlean-ux-lean-ux
http://www.slideshare.net/number00/pxdlean-ux-lean-ux
http://www.slideshare.net/number00/pxdlean-ux-lean-ux
http://www.slideshare.net/number00/pxdlean-ux-lean-ux
http://www.slideshare.net/number00/pxdlean-ux-lean-ux
http://www.slideshare.net/number00/pxdlean-ux-lean-ux
http://www.slideshare.net/number00/pxdlean-ux-lean-ux
http://www.slideshare.net/number00/pxdlean-ux-lean-ux
http://www.slideshare.net/number00/pxdlean-ux-lean-ux


180 

CI / CD  

Tips 

1. CI, CD 기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제 예상 문제)  

CI(Continuous Integration)를 위한 대표적인 tool, JenKins  

 

젠킨스 = 서브버전 Plugin, Git(버전관리) 툴과 연동 

소스의 커밋을 감지하면, 자동화 테스트가 포함된 빌드 작동 설정 가능 

(Building/testing software projects continuously) 

 

관련 사이트: https://jenkins-ci.org/  

  

https://jenkins-ci.org/
https://jenkins-ci.org/
https://jenkins-ci.org/
https://jenkins-c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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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Integration is a software development practice where members of a team integrate 

their work frequently, usually each person integrates at least daily - leading to multiple 

integrations per day. Each integration is verified by an automated build (including test) to detect 

integration errors as quickly as possible. Many teams find that this approach leads to 

significantly reduced integration problems and allows a team to develop cohesive software more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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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발 생명 주기를 위한 Continuous Delivery의 개념 및 절차 

가. CD(Continuous Delivery)의 개념 

- Continuous Delivery는 회사의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가능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출시 전략을 의미 
- 이에 따라 개발 생명주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완료는 개발 
조직의 입장만 고려한 빌드(테스트 
포함) 완료시점이 아니라, 운영서버에 
배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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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ntinuous Delivery의 절차 

단계 단계 설명 

Continous build 

(with tests) 

소스가 형상관리 Repository에 Check-in되면서 지속적인 통합작업이 수행되어 

단위테스트를 거친 실행파일을 생성 

Deploy dev 

artifacts 

생성된 실행파일은 테스트 서버 배포에 앞서 먼저 컴포넌트 리파지토리에 

저장되며 저장된 실행 파일은 배포 프로세스 진행에 따라 각 단계별 테스트 

서버로 배포함 

Inspect build 이후 통합ㆍ성능ㆍ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함 

Release build 테스트를 통과한 실행 파일은 릴리즈 빌드를 수행함 

Prepare release 

artifacts 
생성된 산출물은 저장을 위해 컴포넌트 저장소에 배포됨. 

Deploy release 

artifacts 
운영서버 배포여부를 결정한 뒤 해당 릴리즈를 운영서버에 배포함 

Tagging 컴포넌트 리파지토리에는 각 버전별로 릴리즈 레이블들이 설정됨 

Stage production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출시의 최종 배포 작업을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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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발주프로세스  

1. RFI, RFP, Proposal 

2. SW 분리 발주 

3. SW 분할 발주 

4. SW 산업 진흥법(개정안) 

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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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FI, RFP, Proposal  

III. 발주프로세스 기출문제 

1. RFP(Request For Proposal)은 무엇이고, 그것의 작성 이유(사용목적)를 설명하시오. 

    (관리 77회 1교시) 

 

2. 제안서 작성에 있어, 제안서의 역할, 주요항목, 작성시 유의점등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조직응용 77회 2교시)  

 

3. “A"사는 사전영업분석 결과, 고객사로부터 발주되는 신규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제안 PM으로 

    귀하를 선임했다.  수주를 목표로 하는 제안 작업을 위하여, 귀하는 제안요청서(제안서 및 제안요약본 

    제출, 제안설명회 실시)접수에서부터 제안설명회 실시까지의 과정을 기술하시오. 

    (정보관리 84회 2교시) 

 

4. 시스템 통합(SI)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하여 좋은 제안서의 작성은 중요한 일이다. 수주자 입장에서  

    제안서에 포함할 내용과 설득력 있는 제안서의 작성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발주자 입장에서 정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평가서에 포함 할 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정보관리 78회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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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주프로세스 

1. RFI, RFP, Proposal  

5. 최근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하여 구축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 동 기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동 기준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 및 배정한도 중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5개이상 기술하시오. 

    3) 입찰참여업체 및 입찰가격이 다음과 같을 경우 동 기준에 의한 평정산식을 기술하고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구하시오. (평가점수는 소숫점 1자리까지) 

      - 추정가격 100기준(배점한도 20점기준) 

    (정보관리 84회 2교시) 

 

6. 어떤 회사에서 ERP, SCM, MES 등 솔루션 도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을 때, 솔루션 선정을 위한  

    도입 추진 절차를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90회 3교시) 

 

7. 상세한 요구사항이 포함된 RFP(Request For Proposal) 체계를 구체화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술 제안 요청서 세부 작성 지침에 포함된 항목을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2회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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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 및 획득계획수립 

2. 업체선정 계획수립 

3. 제안서 제출 요청 

4. 공급자 선정 

5. 계약관리 

6. 계약종료 

- 조달관리 계획서 
- 계약업무범위(Contract 
SOW)  

- 조달 문서(RFP)  

- 제안서  

- 계약서  

Change  

Control 

- 변경요청  

- 시정조치 
   사항  

- 계약 문서  

EEF 

OPA 

시장상황  

조달절차 
가이드라인  

[참고] Procurement Proc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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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 절차(조달 수행 절차)  

발 

주 

자 

공 

급 

자 

문제정의 
(목표수립) 

정보요청서 
(RFI) 작성 

제안요청서 
(RFP) 작성 

답변서 작성 
(질의응답) 

제안요청 
 발표회 

(입찰공고) 

제안서 
작성 

제안서 
 평가 

공급업체 
  선정 

요구사항 기술 

공급자 선정 기준 

공급업체 
 조달관리 

조달종료 

견적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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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FI (Request For Information 또는 Intention)  

  

  정식 제안요청(RFP) 이전에 RFI 수행을 통하여 공급업체의 업무현황 및 

  수행능력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후보업체를 선정하고, 

  제안 요구사항을 확인 

 사업 개요 
   - 사업명, 추진 배경 및 목적, 사업범위, RFI 제출요령 등 
 
 발주업체 정보 
    - 일반현황(사업목표/추진방향 등), 정보시스템 현황, 개선사항 등 
 
 주요 요구사항 
   - 세부 업무관련 요구사항,기술적 요구사항, Implementation, 교육, 
     성능향상, 프로젝트 관리 등 

- 발주자의 필요사항 (요구사항을 반영)  

  · 3~5 개 공급업체를 복수로 결정 

목적 

작성사항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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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FP (Request For Proposal) 

  

 사업 개요 

   - 제안배경. 추진목적 등 

 제안 프로젝트 일정 

    - 제안서 제출 마감일정 및 발표일정, 업체선정 발표일,   

      개략적인 프로젝트 추진일정 

 정보 요구내역 

   - 서비스 제공자명, 조직 및 인력 구조, 관련 분야 추진 내역 

     (주요 사업 내용 및 고객명 등), 주요 보유기술 내역 등 

 기술적 환경 정의 

   - 현재 기술 현황 (H/W, S/W, N/W), 

   - 시스템 아키텍쳐 (현재 및 To-Be 모델) 

 제안서관련 요구사항 

   - 제안 목차, 공급업체의 핵심인력 및 참고자료, 제안 형식 및 

     제출부수, 제안서 제출장소, 질의 문의처 및 각종 기준 선정 등 

  제안서 내용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게 제안 작성을 위한 명확한 지침, 방향 및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RFP를 작성 

작성사항 

고려사항 

  공급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한 목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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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안서 작성방안 및 내용 

  1) 제안서 작성방안 

     - 제안 요청서 타당성조사 때 정리되었던 기업의 총체적 현실을 간략히 소개하여 

       기업활동 및 현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나열 

     - 발주자와 개발자 측의 업무 분담내용을 명확히 기술 

     - 제안서 작성요령을 알려주어 제안 구성의 일관성을 구하는 것이 좋음 

     - 기타 안내사항으로 제안서 제출시기와 방법, 업체선정 기간과 결과통보,  

       기밀 보안요청과 계약 시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기술 

   2) 제안서의 내용 

     - 요약 

     - 제안의 목적과 내용 

     - 회사 소개 

     - 제안 시스템의 내용 

     - 개발방법론과 관리 전략 

     - 납품 후 추진전략 

     - 개발 조직 

     - 일정 계획 

     - 가격 제안 (밀봉) 

     - 기타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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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개요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III. 기술 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구축방안 

    시스템 사양 및 기능 

    구성장치내역 및 세부규격 

    시스템 납품 및 설치방안 

 3. SW개발방안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업무 개발방안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 

   시스템 통합 방안 

   산출물 내역 

   표준화 방안 

   시스템 시험 방안 

    시스템 운영 방안 

    향후 시스템 발전 방향 

IV.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V.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지원사항 

VI. 기타 

별첨 : 가격산출근거서, 하도급승인신청서, 

기타증빙서류 

[참고] 행정기관 정보화 사업 제안서 목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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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급 프로세스 단계 및 활동 

절차 활 동 수행주체 

제안 요청서 
 작성 

주관 기관이 제안 요구사항을 담은 
제안 요청서 작성 

주관기관 

입찰 공고 
전담 기관은 주관 기관이 제출한 
제안 요청서를 검토 후, 지정 정보 
처리 장치 등에 공고 

전담기관, 주관기
관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상 적격자를 
선정 

주관기관 

협상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수행한 후 
사업자를 선정 

주관기관 

계약 
전담 기관, 주관 기관, 사업자 간 계
약서에 의하여 삼면 계약을 체결 

전담 기관, 주관 기
관, 사업자 

사업수행 
계획 수립 

공급에 관련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실행및통제 공급에 대한 실행과 통제 사업자 

검토및평가 공급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주간기관, 사업자 

납품및평가 공급 납품 및 평가 주간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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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급자 선정을 위한 기법(방법) (참조: PMI) 

구 분 내 용 

가중평가 시스템 
- Weighting System 

- 사전에 정한 가중치에 따라 항목을 평가하는 방법 

사전 필터링 시스템 

- Screening System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급자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여 부적합한 공급자를 

   사전에 배제하는 방법 

독립 산정 기법 

- Independent Estimates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적 항목, 프로젝트 항목을 사전에 접
수를 받아, 그 항목으로 업체를 평가하는 방법 

공급자 평가 시스템 

- Seller rating System 

- 공급자의 과거 수행 실적, 품질 등급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제안서 

   평가와 함께 공급자 선정을 위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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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 분리 발주  

III. 발주프로세스 기출문제 

1. 최근 정부에서는 SW분리발주제도를 제정하여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 중 분리발주 정의 및 유형, 기대효과, 이슈별 해결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관리 84회 2교시) 

 

2. 정부에서는 2007년 5월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기까지는 발주자와 수주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의미를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발주 프로세스 각 단계별 고려 

    사항에 대해 발주자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관리 86회 3교시) 

 

3.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시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과 정부차원의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 

    하시오.  

    (조직 83회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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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한 SW 분리 발주의 개요  

 가. SW 분리 발주의 정의 

   - 시스템 구축 발주에 있어 일괄발주, 즉 H/W, S/W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발주 형태 

 나. SW 분리 발주의 필요성 

   - 구체적인 S/W사업 분석에 의한 정보시스템 품질향상 

   - 가격중심 영업이익을 고려한 SW선택 지양하여 우수 SW 선택 

   - SW 사업의 투명성 강화 대형화 고도화 

   -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적 여건의 성숙 

 

II. SW 분리발주의 대상 및 유형 

 가. SW 분리발주의 대상 

  1) SW사업 중 예산기준(입찰 공고 시 추정가격)으로 총 사업규모가 5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  

      단일 SW가격이 5천 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SW를 분리발주 실시 

2) SW사업 중 예산기준(입찰 공고 시 추정가격)으로 총 사업규모가 5억원 미만 또는 단일 SW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도 GS인증(신기술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SW는 분리발주 검토 노력 

III. 발주프로세스 

2. SW 분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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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분리발주의 대상 및 유형 

 나. SW분리발주의 유형 

III. 발주프로세스 

2. SW 분리 발주  

유형 설명 

HW와 SW의 분리 
- HW: NW장비 Server, PC등의 설비 

- SW : 패키지 SW, 개별(구축) SW 

SW별 분리 

- 패키지 SW : 정보보호 SW, 미들웨어 DBMS, 프로젝트 관리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기업관리 SW(CRM, SCM, ERP등) 

-개별(구축) SW: 웹기반 어플리케이션 및 SI통해 구축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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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W 분리발주의 기대효과 

III. 발주프로세스 

2. SW 분리 발주  

관점 기대효과 설명 

발주자 관점 

정보시스템 품질향상 SW 및 전체 시스템의 품질이 향상되고 분리발주 SW
에 대한 부분별 개선작업이 가능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 가능 

HW, SW 평가체계 성숙 공정 경쟁에 의해 기술성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우수 SW선택 가능 

발주 및 관리기술 향상 솔루션 업체가 주 계약자로 참여하여 솔루션 업체간 
품질 위주의 경쟁 및 하도급 폐해 시정 가능 

수주자 관점 

SW업계의 경쟁력 확보 솔루션 업체간 품질위주의 경쟁으로 하도급 패배를 
통해 SW업체 경쟁력 확보 가능 

SW 제값 받기 통한 이윤 확대 하도급 등 기존의 불합리한 가격정책을 벗어나 SW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이윤 극대화 가능 

SW의 품질향상 선정을 위하여 GS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노력으로 
SW자체 품질 향상 가능 

정부 및 업계  

관점 

분리발주 여건 성숙 SW업체의 자발적 참여,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하여  

분리발주 여건 성숙 가능 

SW 산업 경쟁력 확보 SW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보시스템
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등 SW산업의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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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와 분리발주의 예외조항 

구분 설명 

1.통합불가/ 

현저한 비용상승 

SW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현저한 일정지연 
SW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현저하게 비효율적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SW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분리발주는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공공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시 상용소프트웨어를 시스템통합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고, 공공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시 조달청의 사전 검토 절차를 명문화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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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리발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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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 분할발주  

III. 발주프로세스 기출문제 

1.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외주가 필요 할 때 발주처와 수주처의 일반적인 갈등요인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프로젝트관리자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조직 83회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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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주프로세스 

3. SW 분할발주(공할)  

I. 소프트웨어(SW) 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SW 분할발주의 개요. 

  가. SW 분할발주 정의 

     - 분할발주는 고도의 기술력·창의력을 요구하는 설계와 단순개발 업무가 분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주 자체를 프로세스 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제도.  

     - 전체 프로젝트에서 SW 만을 분리해 발주하도록 한 분리발주 제도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개념. 

  나. 분할 발주 성공 과제 

     1) 분할발주에 대한 개념 정의.  

        ‘설계와 개발’을 이분화하자는 내용은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SW산업에서 설계와 개발을 명확히 
구분 어려움. 

     2) ‘SW의 개발·제조·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는 SW 기업의 업무 영역이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IT서비스(SI) 기업의 업무 영역(SW산업진흥법 제 2조) 

        -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법이 SW산업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화전략수립(ISP), 업무재설계(BPR), 정보기술아키텍쳐(ITA), IT진단,  

   IT성과평가, IT 거버넌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 허점. 

     3)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SW사업 선진화 포럼 창립 등 주축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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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주프로세스 

3. SW 분할발주  

II. SW 분리발주 / 분할 발주 비교 

구분 SW 분리발주 SW 분할발주 

정의 - HW, SW 및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 계약하지  

   않고 각각 발주ㆍ계약하는 형태  

- HW와 SW의 분리발주  

- SW를 개별시스템 단위 또는 패키지 SW 등으로    

   분리발주  

- 고도의 기술력·창의력을 요구하는 

설계와 단순개발 업무가 분리될 수 있

도록 프로젝트 발주 자체를 프로세스 

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제도 

주요내용 - SW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 신뢰성 있는 SW제품정보 제공 체계 구축ㆍ운영 

- SW분리발주 교육 고도화 

-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 구현 프로젝트를 발주하게 되면   

   업무량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제거  

- 개발자 비용 확보 

- 품질과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 제고 

목적 - SW산업진흥법령 및 SW산업관련 법ㆍ제도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SW사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SW시장 활성화 제고  

- 소프트웨어(SW) 산업 구조 

   선진화를 목적 

단점 - 통합 및 연계에 대한 문제점 책임 모호 - 설계와 개발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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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주프로세스 

3. SW 분할발주  

III. SW 분할 발주 현황 

 가.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고 수시로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에서  

     SW 사업 분할 발주가 시행되면 보다 많은 인적 ·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  

 나. 이 제도가 △SW 분리발주 △매출에 따른 입찰 제한 등의 제도에 이어 IT 서비스 업계에 또 다른  

     역차별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 증대  

다.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SW사업 분할발주는 건축 분야에서 설계와  

     시공을 구분해 발주하는 것처럼 SW사업의 분석과 설계, 개발, 구축 등을 단계별로 구분해 발주하는  

     제도.(주체 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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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W 분할 발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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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 

III. 발주프로세스 기출문제 

1.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중소 SW기업 대형 정보화 사업 수행 한계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시오. 

    (2012년 10월 Impact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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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주프로세스 

4.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 

I.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법에 담긴 규제 개정안 개요. 

가. SW 산업 진흥법 규제 내용 

- 정부가 발주하는 시스템통합(SI)사업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으로 묶이는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 

- 법안 공포로 공공 SI사업은 중견•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SI기업은 참여가 금지 

나. 예외 사항 

-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와 관련되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업,  

- 대기업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보수사업,  

- 적격 사업자가 없어 다시 발주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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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주프로세스 

4.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 

[설명] SW 중소형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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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Tips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이하“가이드”라 한다)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3항
에 따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기획 | 구축 | 운영 등 
기술성 평가를 위해 마련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3호, 2010.2.26)의 
개정에 따라 평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20조제3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동 기준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제7조제2항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 | 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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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개요 

 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목적 

  -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상용소프트웨어 : 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 

나. 2011년 개정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주요특징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지급시기, 지급율 검토 

  - SW 프로세스(SP)등 품질인증 획득 SW기업 우대 : 품질확보 역량 강화 도모 

  - 상용 SW 직접개발 중소기업 우대 : 공공 SW사업 참여시 해당 평가항목의 등급 최고 부여 

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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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나.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적용기술,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개발방법론 

기술 및 기능 시스템/기능/보안/데이터/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제약사항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개발 장비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시험 운영, 교육 훈련, 유지 보수, 기밀 보안, 비상 대책 

상생 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상생협력,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부문 평가항목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 기능구현 정확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표준 준수성 

사용성 
기능학습 용이성,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이식성 운영환경 적합성, 설치제거 용이성, 하위호환성 

효율성 반응시간, 자원사용률, 처리율 

유지보수성 문제진단/해결지원,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백업/복구 용이성 

신뢰성 운용 안정성, 장애복구 용이성, 서비스 지속성, 데이터 회복성 

공급업체 지원 유지보수 지원, 교육훈련 지원, 제품 신뢰도, 직접생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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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W 기술성 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향후 전망 

 가. SW 품질인증 획득 SW기업 우대에 따른 국내 SP인증 이슈화됨 

 나. 평가항목별 평가척도를 도입하여 계량화된 등급평가 실시 : 기술성 평가를 보다 객관적인 등급평가  

     방식으로 개편하여 제안서별로 각 평가항목을 5등급의 정량(절대)•비교(상대) 평가 실시 

 다.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평가의견서 작성을 통해 신뢰성 제고 

 라.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 : 중소기업의 참여비율 및 관계사 거래 비중의 감소, 관계사 매출  

     분리공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 및 건전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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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W사업 요구사항 분석ㆍ적용  

Tips 

1. 정부에서는 SW사업 요구사항의 명확화를 통한 발주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함으로써 SW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를 제도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답하시오. 

 가. SW사업 요구사항 분석ㆍ적용 절차 

 나. SW사업 유형  

 다. SW사업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라. SW개발사업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사례 제시 

 (2013, 4월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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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W사업 요구사항 분석ㆍ적용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정부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2011.10) 

 

 

 

 

 

 

 

 

 

 

 

 

- 이에 따라 선진국SW산업 생태계로의 변화를 위한 Global Practice 기반의 근본적인 사업 수행환경  

  조성(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 제3항, 제5항) 

- 장관이 SW사업의 요구사항 분석, 적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 

- 국가기관등의 장은 SW사업 기획, 예산편성, 발주, 계약 시 적용. 특히 발주 시 RFP에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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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구사항 분석ㆍ적용 개념 

1) SW사업 규모 및 예산의 객관화된 산정과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최소화하고, 

2) 분석, 설계 단계 기간 지연과 개발일정 단축으로 인한 SW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요구사항을 상세화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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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요구사항 분석ㆍ적용 시 수행활동(SW 개발사업) 

단계 수행활동 
세부 내용 

활동 기대산출물 

1. 사업 추진  
준비 단계 

1.1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 
①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②의사결정권자 지원확보 

• 사업추진 내부 조직 구성 및 역
할 정의 

1.2 사업추진체계 수립 
①사업일정 및 추진체계 수립 
②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수립 

• 사업 추진 계획 

2. 사업범위 및 
방향성 수립 
단계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①SW개발 사업 전략 및 추진 방
향성 검토 
②사업 예산확인 및 검토 

• SW개발 사업 전략 검토 결과 
• 예산확인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①시스템 주 사용자 및 관련 이해
관계 파악 
②이해관계자별 상위 개념의 요구
사항 도출 

• 시스템 주 사용자 및 이해관계
자 목록 
• 이해관계자 상위개념 요구사항 
목록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
립 

①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정의 • 사업 추진 범위 및 방향성 정의 

3. 업무 및 기술 
현황 분석 단계 

3.1 내외부 현황 분석 

①내부 업무현황 분석 
②내부 기술현황 분석 
③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④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
석  

• 관련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
황 분석 
• 이해관계자 목록(보완) 
• 기술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장 및 유사사례 검토 

3.2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①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시사점 및 개선사항 

3.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검
토/보완 

①이해관계자 검토 및 보완 
②사업추진범위 확정 및 의사결정
권자 승인 

• 사업 범위 및 
방향성(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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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
의단계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
집 

① 인터뷰 대상 정의 및 질의서 준비 
②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도출 

• 인터뷰계획,질의서,결과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내역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①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②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③성능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④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⑤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⑥테스트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⑦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⑧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⑨제약사항 분석 및 도출 
⑩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⑪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 시스템 장비 구성 
• 기능 
• 성능 
• 인터페이스 
• 데이터 
• 테스트 
• 보안 
• 품질 
• 제약사항 
• 프로젝트지원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4.3 요구사항 상세분석 및 도
출 

①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②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상세내역검토 및 확정 

• 요구사항상세 내역 

5. 사업 발주
계획 수립 및 
발주단계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①사업추진 범위 및 기간 확정 
②사업 예산 조정 및 예산 확정 
③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확정 
④사업연관성 파악 및 발주일정 계획 수립 
⑤분리발주 가능성 검토 

• 사업추진 범위 및 일정 
• 예산산출내역 
• 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 분리발주가능성 검토결과 

5.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①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수립 • 사업자 선정기준/절차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
도 요건 반영여부 검토 

①제안요청서 작성 
②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등 최종검토 

• 제안요청서 

5.4 입찰공고 ①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
정 

①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②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수행 
③계약 수행 

• 제안서 평가결과 
•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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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6.1 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
인 

①사업수행 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업수행 계획서(승인) 
• 요구사항 상세내역보완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①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 요구사항 관리체계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①사업 관리 
②인수전략 수립 

• 사업관리방안 
• 인수전략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①요구사항 별 충족여부 확인 
②요구사항 별 충족여부 확인 결과 관리 

• 요구사항 추적표 
• 이슈 목록 

6.5 인수 및 사업 종료 
①인수 준비 
②검사 및 인수시험 
③인수 및 사업 종료 

• 인수계획 
• 인수시험결과 
• 인수/사업 종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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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W사업 유형 및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가. SW 사업 유형 

- SW사업은 통상적으로 4가지 형태인 ①SW개발사업, ②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 ③유지관리사업, ④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정도가 달라

지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분석·적용 해야 한다. 

 
유형 사업 내용 

SW개발 사업 
- 정보화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기능, 서비스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컴퓨터•
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해 명령•제어 등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인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사업 

-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 정보시스템의 운영 기반이 되는 제반환경의 구축을 위한 사업 

유지관리 사업 
- 개발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의 위탁, 일부 기능변경, 사용방법
의 개선,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사업 

-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사업 추진 필요성, 추진전
략,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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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요구사항 주요 내용 ID 부여 규칙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장비도입과 같은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기능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
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업무별 기능구
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성능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
구사항을 기술함 
-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
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
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
구사항을 기술함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데이터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Data Requirement 

DAR-000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 Test Requirement 

TE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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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요구사항 주요 내용 ID 부여 규칙 

보안 요구사항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Security Requirement 

SER-000 

품질 요구사항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 Quality Requirement 

QUR-000 

제약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을 파악하여 기술 
-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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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PMO제도 CSF 및 정착을 위한 제언 

 가. PMO제도 CSF 

 

 

 

 

 

 

 

 

 

 

 

 나. PMO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 프로젝트 관리 및 PMO 인력과 업체들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강화 

   - 공공 사업의 발주자들의 업무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 강화 

   - PMO의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 측정 체계의 도입 

 

  

이해관계자 성공요소 

발주기관 
- PMO 수행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 PMO 조직에 대한 신뢰 
- 발주기관의 역할 수행의 충분성 확보  

참여 SI 사업자 
- 발주기관과 참여 사업자와 의견 조정 
- 참여 사업자간의 의견 조정 
- 주요 이슈 및 미결 사항 해결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 

PMO 
- 추진 단계별 목표 확인 및 주기적인 진행과정 확인/보고 
- 사업 산출물 품질제고를 위한 점검 활동 
- 업무적, 기술적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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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의 응답 

Q&A 

SW 공학과 프로젝트관리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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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Appendix] 합격할 때 까지 이 모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