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7권 제 1호 (2010. 4) 

 

리스크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 
 

권원일, 배창기*, 김용빈*, 황선아*, 곽은영**, 권호열 1

STA컨설팅, *강원대학교, **예신정보기술 
* 

e-mail : wonil@sta.co.kr, hykwon@kangwon.ac.kr 
 

Risk Based Software Development Strategy 
 

W. KWON, C.-K. Bae*, Y.-B. Kim*, S.-A. Hwang*, E.-Y. Kwak**, H.-Y. Kwon* 
STA Consulting Inc., *Kangwon National University, **Yeshin Inform. Tech. 

 
요       약 

소프트웨어 개발은 복잡도가 높고 가시성 확보가 어려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반 개발 
프로젝트에서 개발 전략은 특정 개발 모델과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
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각 개발 단계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참여자가 프로젝트 전체를 보
지 못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만을 국지적으로 개발하여 초기에 의도된 대로 개발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개발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기반의 개발 전략을 제시한다. 개발 프로젝트 전체는 물론 개발의 각 단

계 별로 전략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사 차원과 프로젝트 차원의 전략이 존재한다. 분석한 리스크 
레벨에 차등적으로 개발 리소스를 할당하고, 개발 기법을 사용하고, 리뷰 및 검증 활동을 진행하여 
제한된 개발 리소스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개발하고, 개발 과정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접근법이다. 이미 개발의 일부인 테스팅 분야에서는 리스크 기반 테스팅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활용
하여 직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같은 개념을 개발 전체로 확장하여 개발 전략으로 체계화하
여 제시한다. 

 

                                                           
1 교신저자 

1. 서론 

개발 프로젝트가 전체적인 일관성을 갖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전체 개발 프로젝트
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개발 전략의 중요성이 매우 높
아 업계의 관심은 높으나 기존 연구도 충분치 않고 
실무에서도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시간적 제약 등을 
이유로 개발 전략 수립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
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실무적으로 
활용성이 높으면서 완성도가 높은 개발 전략이 현장 
프로젝트에 필요하다. 

  
2. 관련 연구 
 

전략의 정의는 경영 및 국방 분야를 포함하는 거
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정리해 보면 아래
와 같다. 
 경쟁 환경의 제약 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리
소스 사용 접근법 (The Handbook of Strategic 
Expertise) 

 목표를 향해 계획 수립하는 기술 (Webster 사
전) 

 조직이 의도하는 성취(Achievements)의 정의 
(PMI Standard for Portfolio Management) 

 특정 산업에서 방어 가능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액션 (Michael 
Porter) 

 
개발 전략에서 위의 전략 정의 중 어떤 것을 수

용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개발 프로젝트에 적합한 
“경쟁 환경의 제약 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리소
스를 사용하는 접근법” 측면을 중점 고려한다. 
개발 전략은 조직 및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제약 

하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을 위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리소스를 사용하는 접근법이
다. 즉, 개발 전체 및 개발의 각 단계에서 개발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소프트웨
어 또는 시스템을 제한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적절
한 품질을 확보하며 출시하고 유지보수할지에 대해 
다룬다. 개발 전략은 조직 차원에서 추상화를 높여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조직 내의 모든 
프로젝트는 조직 차원의 개발 전략을 상속받아 일
부 테일러링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프
로젝트가 최소의 노력으로 체계적이고 조직 내 다
른 프로젝트에서 입증된 개발 전략의 틀을 사용할 
수 있어 일정 수준의 전략 수립을 담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개발 시 사용하는 개발 전

략은 어떤 개발 방법론과 모델을 사용하고 어떤 방
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일정을 준수하고 품질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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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는 문서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또는 이런 과정에서 조직 및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하고 이런 제약 하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을 위해 어떻게 리소스를 
사용할지에 대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구체성이 낮고 사용자 요구사항 충
족을 담보하기 어렵다. 
개발의 한 단계로 보고 있는 테스팅 분야에서는 

테스팅 분야의 특성상 리스크에 관심이 많아 리스
크 기반 테스팅과 관련 전략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
하고 업무에 활용해 왔다. 테스팅을 리스크를 줄이
는 활동으로 보고 요구사항을 근간으로 리스크를 
분석하여 리스크 우선순위에 따라 리스크 높은 부
분은 보다 강도 높게 테스팅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
다. 이는 하드웨어 개발 중 안전분석 분야에서 사
용해온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와 유
사한 방식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리스크 관리 
기법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리스크 기반 테스팅 전략은 리스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요구사항 또는 관련 개발 산출물에서 리스크 아
이템을 식별하고 이를 장애 발생 가능성(Likelihood)
과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비즈니스 영향도(Impact 
or Damage)라는 측면에서 리스크 요소를 세분화하
여 리스크를 분석한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바탕
으로 그림 2 에서와 같이 전략 요소를 결정한 후 
테스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테스팅 전략을 수립한
다. 

 

 

 
그림 1. 테스팅 전략 수립을 위한 리스크 분석 

 

 
그림 2. 리스크 기반 테스팅 전략 

 
이러한 전략 수립 프로세스와 관련 요소 및 아이

템은 조직(전사) 차원에서 정의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조직 내에서 입증된 절차와 방법 및 
관련 요소 등이 미리 정리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직 
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전사 차원
의 테스팅 전략을 상속 받아 일부 테일러링 후 효
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조직 내 모
든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테스팅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며 재활용성이 높아 
단시간에 진행할 수 있음을 담보한다. 
리스크 기반으로 테스팅이 전략적으로 수행된 경

우 테스팅 과정에서 개발 프로젝트에 리스크와 연
계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리스크 높은 시스템 부분(아래 그림 3 에
서 STA 영역)에 심각도 중간 이상인 결함 발견이 
누적되어 증가하는 추이와 해결(Close)되는 추이를 
보여줄 수 있다. 리스크 높은 부분에 심각도 높은 
결함 발견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면, 누가 봐도 해당 프로젝트는 문제의 소지가 
많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시가 임박했
을 경우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정
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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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스크 레벨 별 누적 결함 S-커브 

 
또한 리스크 자체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데 리스

크 레벨 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존하는 리스크
가 얼마나 되는지 그림 4 와 같이 수치화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이처럼 리스크 기반 테스팅 전략은 테
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결함 보고 이외
의 가치 있는 정보를 프로젝트와 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 리스크 레벨 별 잔존 리스크 감소 추이 

 

3. 리스크 기반 개발 전략 
 
리스크 기반 개발 전략은 조직 및 프로젝트의 여

러 가지 제약 하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
는 개발을 위해 리스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리소
스를 리스크 레벨 별로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접근
법이다. 앞서 관련 연구에서 언급한 리스크 기반 
테스팅 전략을 개발 전체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스크 기반 개발 전략은 전사 차원의 개발 전략

과 프로젝트 차원의 개발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사 
차원의 개발 전략은 전사 차원의 프로젝트 개발 전
략과 전사 차원의 단계별 개발 전략으로 나뉜다. 
프로젝트 차원의 개발 전략을 전사 차원의 프로젝
트 개발 전략을 상속 받아 적절히 테일러링된 프로
젝트 개발 전략과, 전사 차원의 단계별 개발 전략
을 상속 받아 적절히 변형된 단계별 개발 전략으로 

구성된다. 단계별 개발 전략은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전략, 설계 전략, 구현 전략, 테스팅 전략으로 
구성된다. 
리스크 기반 개발 전략은 리스크 분석을 기반으

로 하며 리스크 분석 결과는 프로젝트 차원의 개발 
전략 수립의 근간을 이룬다. 리스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 우선순위
를 고려하여 관련 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그림 5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요구사항을 근간으로 관련 개발 
산출물 내용을 반영하여 리스크 아이템을 식별한다. 
그런 후 장애 발생 가능성(Likelihood)과 장애가 발
생했을 때의 비즈니스 영향도(Impact or Damage)라는 
측면에서 리스크 요소를 세분화하여 리스크를 분석
한다. 이 때 리스크 분석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개
발과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리
스크 점수를 부여하며, 이를 그림 6 에서 보는 방식
으로 이해관계자가 모여 각자 부여한 점수를 보면 
분석 결과를 협의하고 합의한다. 

 

 
그림 5.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리스크 분석 

 

 
그림 6. 리스크 분석 협의 

 
리스크 요소 셋 및 이를 정하는 방법과 절차, 리

스크 아이템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 리스크를 분석
하는 방법과 절차 등은 전사 차원의 (프로젝트) 개
발 전략에서 정의 및 관리된다. 

 
3.1 전사 차원의 개발 전략 

 
어떤 개발 활동을 리스크 분석 결과에 따라 차등

적으로 수행할지를 염두에 두고 사내 외에서 수행
되었던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전략 수립의 한 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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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요소 셋과 리스크 레벨 및 전략 요소 별 전략 
내용을 채울 전략 아이템 셋을 결정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별 리스크 분석 결과와 도출된 전략 요소
를 바탕으로 개발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개발 전략 
수립 방법을 전사 차원에서 정의한다. 해당 전략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적용 경험과 데이터를 반영
하여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유지보수된다. 전사 차
원의 프로젝트 개발 전략은 개발 단계 별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즉,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설계, 상세 
설계, 테스팅의 각 개발 단계별로 별개의 전략이 
존재한다. 

 
 

3.2 프로젝트 차원의 개발 전략 
 
프로젝트 차원의 개발 전략은 전사 차원의 개발 

전략을 상속 받아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제약사
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커스터마이즈하여 
수립된다. 전사 차원에서 미리 정의하고 여러 프로
젝트를 통해 입증한 리스크 요소 셋, 리스크 분석 
방법과 절차, 전략 요소 셋, 전략 아이템 셋, 전략 
수립 방법과 절차를 재사용하므로 전략이 개개의 
프로젝트에 일관성을 갖고 수립되고, 전략 수립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프로젝트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사 

차원의 개발 전략을 상속 받아 적절히 테일러링한 
프로젝트(마스터)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해당 개발 
전략을 개발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개발 전
략을 수립한다. 
리스크 기반 단계별 개발 전략 중 테스팅 전략은 

앞의 관련 연구에서 사례로 다뤘다. 다른 단계별 
개발 전략도 같은 방식과 구조를 갖는다. 예를 들
어,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전략은 도출되어 있는 
리스크 분석 결과에 따라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결정한 내용을 담는다. 형식은 그림 7 과 같으며 전
략 요소는 요구사항 도출 기법, 문서화 방식, 인력 
배치 등이 될 수 있다. 

 

 
그림 7. 리스크 기반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전략 

4. 결론 
 
개발 전략은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은 물론 개발 

조직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략의 정의를 
충족하는 개발 전략이 업계에서 거의 부재하고 개
발 방법론이나 리소스 사용 계획 등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발의 일부
인 테스팅 분야에서는 전략의 정의에 충실한 리스
크 기반 테스팅 전략을 활용하여 테스팅을 체계적
으로 수행하려는 시도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확대하여 리스크 기반 개발 전략을 제안하
였다. 리스크 기반 개발 전략은 전사 차원의 개발 
전략과 프로젝트 차원의 개발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사 차원의 개발 전략은 전사 차원의 프로젝트 개
발 전략과 전사 차원의 단계별 개발 전략으로 나뉜
다. 프로젝트 차원의 개발 전략은 프로젝트(마스터) 
개발 전략과 단계별 개발 전략으로 구성됨을 제안
하였다. 
리스크 기반 테스팅 전략은 여러 차례 실제 프로

젝트에 적용하여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확인하였으
나 제안된 리스크 기반 개발 전략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특정 개발 회사에 리스크 기반 전사 
차원의 개발 전략과 프로젝트 차원의 개발 전략을 
적용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프로젝트 결
과와 비교하여 효과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전사 차원의 프로젝트 개발 

전략과 단계별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프로젝트 
차원의 개발 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제어된 환경에서 
적용하여 (Controlled experiments) 제안된 전략의 효
과를 확인하여 본 제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
다. 
리스크 기반 개발 전략은 제한된 개발 리소스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
론,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모든 개발 관련 활동의 
추적성을 확보하고 개발 전 과정을 리스크를 중심
으로 모니터링 및 리포팅하고 제어하는데 크게 기
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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