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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 산출물 통합관리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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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기 위
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생애주기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발 산출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게임 소
프트웨어 개발 산출물들은 문서, 소스코드, 모델, 도면, 그래픽 리소스 등과 같이 다양한 형식과 종류를 갖게 되며 
그 양이 매우 방대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품질보증을 위해 필
수적이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산출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소
프트웨어 산출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관리, 요건관리, 형상관리, 추적성관리, 소프트
웨어공학도구 표준 인터페이스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통합관리시스템은 데이터웨어하우
스 기술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이종의 데이터를 통합 저장할 수 있는 중앙 저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
측면 보고 및 분석, 추적, 검증 등의 개발 프로세스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제어 : 소프트웨어 품질, 산출물 관리, 개발 프로세스,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products of game software development. 
Those products generated over software life-cycle are generally huge in numbers, various in kinds and 
interconnected in relationships among them. Especially they are highly complex and tightly coupled each other 
because they are used to build another world which is composed of multi-modal data such as graphics, sound, 
logics and so on. Therefore it is critical to manage development products in an integrated manner to guarantee 
the quality of software. The proposed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project/requirement/configuration/traceability 
management capabilities and interfacing to CASE standards. To achieve the objective, it is based on data 
warehouse technologies which provide central repositories of heterogeneous data, multi-aspect reporting&analysis 
capabilities, traceability, verifi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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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소 트웨어의 경우 

그 생애주기 각 단계 공정 활동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이 발생하게 된다. 산출물은 워드 (MS-Word, 

HWP, Excel, PDF, 텍스트) 일 형태의 문서는 물론, 각 

단계별로 기존의 소 트웨어공학도구(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CASE)를 활용하는 경우, 각 도구

에서 제공하는 형식의 설계문서, 검증문서  로그램 

코드, 그래픽 리소스 등의 형태가 혼재되어 다양한 형태

로 생성된다. 이러한 상황은 설계 변경, 설계 오류 수정,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추 , 개정 리  품질

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래한다. 한, 개발자 변경, 개발 

 검증도구 버  변경, 운 체제 등의 개발환경 변경, 하

드웨어 변경 등으로 인해 품질을 보증하는 과정에서 어

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들이 곧바

로 소 트웨어 품질의 하로 연결되므로 소 트웨어의 

품질을 일정 수  이상으로 보증하기 해서는 이에 

한 철 한 책이 요구된다[1].

소 트웨어의 개발  품질보증 상에서 발생하는 어

려움을 극복하고 에서 언 한 책을 수립하기 해서

는 요건 리  형상 리, 추 성 리 로세스를 기반

으로 한 통합정보 리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정보 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 로세스를 

히 지원해주어야 한다[2-6]. 재 게임 등의 엔터테인

먼트 서비스 시스템을 한 소 트웨어 개발에서는 소

트웨어 요건 리, 형상 리, 품질 리 기법을 각각 필요

에 따라 각 단계별로 이종의 개별 툴을 용하여 소 트

웨어의 품질을 유지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합

리를 통한 효율성 확보 수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한 책의 일환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소 트웨어 개발 산출물에 한 통합 리

에 을 맞춘 산출물 통합 리시스템을 설계한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본 통합 리시스템은 데이터의 통합 

장  리 기능의 기반 기술로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

술을 채택하여 일 으로 이종의 데이터들을 리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이러한 통합 리시스템의 설계

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이의 활용 방안에 해 논

의한 뒤,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통합관리시스템 설계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소 트웨어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계한 소 트웨어 개발 산출물 통합 리시

스템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제품에 

한 생애주기 리를 지원하는 Share-A-Space (SAS) 

시스템을 기 로 하고 있다[7].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웨

어하우스 기술에 한 소개는 생략하고 SAS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한 내용과 산출물 통합 리시스템의 기

능 설계에 한 내용을 기술한다.

 

2.1 아키텍처 설계

[Fig. 1]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통합 리시스템의 아

키텍처를 보여 다. 본 통합 리시스템은 SAS라는 응용 

서버(Application Server)와 로젝트 리 시스템, 형상

리 시스템, 요건 리 시스템, 추 성 리 시스템 등의 

기능별 클라이어언트 시스템들로 구성되며 이의 통합  

데이터 장  처리 기반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

용한다.

[Fig. 1] The architecture of the Integrated Product
Management System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는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인 

SOAP을 통하여 인터페이스 하도록 하 다. 웹서비스를 

한 서비스 심 아키텍쳐인 SOAP를 이용함으로써 다

양한 웹서비스들을 포 하면서 통일된 규격으로 서비스

와 서비스 간, 서비스와 시스템 간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 [Fig. 1]의 오른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 설계된 통합 리시스템은 기존의 상용 소 트웨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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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구(CASE)와의 연계를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데이터 백본(data backbone)으로서 데이

터 웨어하우스 기술을 활용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

술은 이종의 데이터(heterogeneous data)를 통합 장할 

수 있는 앙 장소(central repository)를 제공하고, 이

를 기반으로 다측면(multi-aspect) 보고  분석, 추

(trace), 검증(verification) 등의 개발 로세스들을 지원

하는 기술이다[8,9,10,11,12]. 따라서 이를 연계해 활용하

면 본 시스템이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 인 서비스 기능

들을 보다 효과 으로 설계할 수 있다.

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술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legacy database)들과도 연계하여 이들과의 교량(bridge)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개별 리시스템

을 완 히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속 인 데이터 

이력 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를 해 본 시스템

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술을 응용할 때 기존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 스키마 등을 통합하여 체 데이터 처

리 임워크를 설계한다.

응용 서버인 SAS는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들이 요청하는 데이터

를 직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크게 자료 공유 환

경 제공, 업 환경 제공, 변경 리, 문서 리, 업무 흐

름 리와 같은 형상 리 기본 환경 제공 등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특히 각 산출물의 생애주기 반에 해 그러

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일 인 데이터 체계를 유

지・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2.2 에서 설명할 각 

리 기능별 시스템과의 연동할 수 있다.

기존의 상용 CASE와의 인터페이스 한 SAS가 제공

하는 매핑 임워크를 활용하여 설계하 다. 이 때 

BOM(Business Object Layer)이 서비스 단 별 데이터

를 추상화하여 통일된 서비스 핸들링 기반으로 마련하고, 

COM(Component Object Model) 이어는 데이터 교환 

모듈과 이벤트 엔진을 탑재하여 응용 서버가 매핑 

임워크와 이종의 데이터  요청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

술  기반으로 제공한다. 특히 매핑 임워크의 스키

마를 따라 각 CASE의 산출물을 매핑하는 표  인터페이

스를 구축하고, 각 CASE의 산출물을 표  인터페이스 

형태로 변환하는 변환기를 개발하는 것이 상용 CASE와

의 인터페이스 설계의 핵심 내용이다. [Fig. 2]는 이러한 

표  인터페이스 방식에 한 설계를 보여 다.

[Fig. 2] A standard interface of the Integrated 
Product Management System

2.2 기능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소 트웨어 개발 산출물 통합

리시스템은 크게 로젝트 리기능, 요건 리 기능, 형상

리 기능, 추 성 리 기능  소 트웨어공학도구 표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는다. 각각의 기능에 한 개략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로젝트 리(project management) 기능: 

소 트웨어 요구사항분석, 설계, 구 , 시험 등 소

트웨어 생애주기 체에 하여 로젝트 리 

엔지니어링 로세스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기능

2) 요건 리(requirement management) 기능: 

소 트웨어 요구사항분석, 설계, 구 , 시험 등 소

트웨어 생애주기 체에 하여 요건 리 엔지

니어링 로세스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기능

3) 형상 리(configuration management) 기능: 

소 트웨어 요구사항분석, 설계, 구 , 시험 등 소

트웨어 생애주기 체에 하여 형상 리 엔지

니어링 로세스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기능

4) 추 성 리(traceability management) 기능: 

요구사항  설계 변경 시 개발 데이터  검증 데

이터에 한 추 성을 리하고 일 으로 변경 

사항을 리할 수 있는 기능

5) 소 트웨어공학도구 표  인터페이스 기능: 

상용 소 트웨어공학도구의 다양한 산출물들 사이

의 자료 공유  연계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어떠

한 상용도구가 개발에 용 되더라도 통합 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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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으로 지원할 수 있는 표  인터페이스 기능  

일반 으로 소 트웨어의 설계, 개발을 해서 사내/

외 력  아웃소싱이 필요하며, 각종 요구  의견/지

시사항 달, 산출물 제출 등 개발 로젝트 범  내에서 

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로젝트 리 

기능은 이러한 업 환경의 구축을 해서 업무 로세스 

지원 기술, 업 진행을 한 기반 기술, 문서 리 기반기

술, 기존 시스템 연계기술, 보안 기술 등을 제공하는 기능

을 말한다. 

요건 리 기능을 통해 소 트웨어의 수명주기 상 기

획단계에서의 요구사항을 체계 으로 리함으로써, 소

트웨어의 요구사항을 정리, 추 ,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요구사항이 설계  개발 단계에서 정확히 구 되

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을 생산

할 수 있게 한다. 요건 리 시스템은 소 트웨어 개발에 

용되는 각종 요구사항들을 일 으로 리하는 것이 

목 으로 요구사항에 한 정의, 요구사항과 제품정보의 

연계, 요구사항 충족여부 검, 단계별 이력 리, 문서

리, 시스템 구조에 따른 요구사항 리 등의 기능을 제공

한다.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  소 트웨어 수명주기를 

리하기 한 형상 리 시스템은 개발 로세스 상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  산출물 간의 일치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됨. 이는 소 트웨어 코드에 한 

형상 리와는 상이한 형상 리 개념으로 모든 데이터 간

의 연결성, 일치성을 보장하기 한 다양한 리기능을 

제공한다. 형상 리 시스템은 식별자 리 기능, 버  

리 기능, 유효성 리 기능, 속성 리 기능, 분류체계 

리 기능 등을 종합 으로 제공하여 시간, 장소, 담당자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일  데이터 리를 가능하게 한

다.

추 성 리 시스템은 크게 추 성 가시화 기능  리

포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요건 추 성을 가시화하

여 연계 산출물과의 추 성을 용이하게 분석하도록 돕고, 

요건별, 연계 산출물별 추 성 리포트를 생성하도록 하

는 기능이다. 특히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의 추 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단  데이터의 변경이 체 시스템에 

미치는 향뿐만 아니라 체 시스템의 무결성에 문제가 

발생하 을 때 이의 원인을 각 단  데이터 벨로 추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3.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방안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소 트웨어 개발 산

출물 통합 리시스템의 활용 방안에 하여 고찰한다. 

이를 해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 추 성 리 로

세스, 검증 로세스 각각에 하여 본 시스템을 활용하

는 경우를 고려하고, 이의 장단 을 논의한다.

3.1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의 활용

[Fig. 3]은 통합 리시스템을 소 트웨어 개발 로세

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식 으로 보여 다. 해당 로

세스를 해, 소 트웨어 요건을 통합 리시스템 상에서 

생성하고 명세하거나, 기존 상용 요건 리도구 상의 소

트웨어 요건을 임포트(Import)하여 리함으로써 다양

한 참여자들의 요청사항을 일 으로 달할 수 있다.

통합 리시스템 상에서 리되는 요건을 상용의 소

트웨어 설계도구로 익스포트(Export)하여 일 성이 유지

되는 소 트웨어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게 통합

리시스템에서 직  익스포트 하는 경우 설계 아이템을 

다시 통합 리시스템으로 임포트하여 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통합 리시스템 상에서 리되는 설계 아

이템도 상용 소 트웨어 구   코드 형상 리도구로 

익스포트하여 일 성이 유지되는 소 트웨어 코딩이 가

능하도록 한다. 코드  코드 형상정보를 다시 통합 리

시스템으로 임포트하여 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상에서 리되는 설계 아이템을 

상용의 검증도구로 익스포트하여 일 성이 유지되는 소

트웨어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검증 형상정보를 다

시 통합 리시스템으로 임포트하여 리할 수 있다.

[Fig. 3] The Integrated Product Management System
applied on a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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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적성 관리 프로세스에서의 활용

[Fig. 4]는 통합 리시스템을 추 성 리 로세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식 으로 보여 다. 추 성 분석은 

주로 Fagan Inspection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된다[13]. 

통합 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설계 단계에서 추 성 분석 

결과 변경요청사항이 발생한 경우, 요건, 코드, 검증 단계 

로세스에 동시에 통보하여 각 단계 업무 담당자들이 

일 되게 변경을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

우 일 된 추 성 리는 물론 요건 리, 형상 리, 

로젝트 리 로세스와의 통합 리가 용이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도 얻

을 수 있다.

[Fig. 4] The Integrated Product Management System
applied on a traceability management 
process

3.3 검증 프로세스에서의 활용

[Fig. 5]는 통합 리시스템을 소 트웨어 검증 로세

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식화한 것이다. 를 들어, 검증 

단계에서 테스  상용 도구를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를 보자[14]. 각 단  개발자가 작성한 모듈을 테스

트한 결과, 만약 오류수정 요청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이를 통합 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요건, 설계, 코드 단

계에 모두 통보하게 된다. 따라서 각 단계 업무 담당자들

은 해당 요청을 일 으로 반 하여 체 시스템의 무

결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종 소 트웨어 생애주기 로세스

에서 재 용되고 있는 DOORS, SCADE [15], 

Sub-Version, CodeScroll, TimeBounder 등의 소 트웨

어공학도구와 본 통합 리시스템이 통합되어 운용될 수 

있으며, 각 산업분야의 소 트웨어에 용하고 있는 다

양한 소 트웨어공학도구가 본 연구에서 설계한 통합

리시스템과 함께 통합되어 운용될 수 있다. 

[Fig. 5] The Integrated Product Management System
applied on a verification process

4. 결론 

본 연구에서 설계한 소 트웨어 개발 산출물 통합

리시스템은 소 트웨어 요구사항분석, 설계, 구 , 시험 

등 생애주기 체에 하여 로젝트 리, 요건 리, 형

상 리, 추 성 리 등과 같은 각종 엔지니어링 로세

스를 통합 으로 리하는 소 트웨어 엔지니어링 허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이종의 소

트웨어공학도구가 생성하는 다양한 산출물들에 하여 

자료 공유  연계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어떠한 도구가 

소 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더라도 통합 리를 지원하는 

표 인터페이스 기술은 상당히 실제 인 기술로서 많은 

소 트웨어 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통합 리시스템은 체가 유기 으로 통

합 연동되는 데 을 맞추기 때문에 개별 작업의 로

세스가 미세하게 바 는 것을 즉각 반 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한 단계 혹은 한 단 의 작업 상세

(specification)의 변화가 체 시스템의 여러 단계와 단

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이는 체 리 로세스

에 한 재분석과 재조정 작업을 필요하게 만든다. 그

지 않은 경우, 시스템의 무결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없

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  구축 이

후에 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새로운 요건들과 조정을 

실무 으로 변경하는 데 제한이 따르며, 이를 보완하기 

한 유연한 설계 방식이 추가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소 트웨어 개발 산출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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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템이 구 되어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소 트웨

어 개발 작업에 사용된다면 엔지니어, 아티스트, 기획자, 

리자 등 개발 참여자의 의사소통과 업무 력 수 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시

스템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시스템 분야뿐만 아니라 원

자력, 국방, 의료, 자동차, 철도  항공 분야에서도 활발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야에서

는 개 소 트웨어 생애주기 동안에 다양한 이종 도구

들이 사용되고 있어 고품질 소 트웨어를 효율 으로 개

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본 산출물 

통합 리시스템의 효용성이 더욱 확실할 것으로 기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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