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1, No. 6, June 2018(pp. 685-697)

https://doi.org/10.9717/kmms.2018.21.6.685

1. 서  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갈수록 심화되는 기업경쟁

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혁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BPR을 추진하고 있다. 즉,

BPR 수행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혁신의 차원을 넘어 

생존의 수단으로 사용해온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BPR에 실패

하고 있고 기회를 놓치고 투입한 자원과 노력이 목적

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3]. 이는 BPR

에 대한 이해의 부족, BPR을 수행하는 방법론의 부

재, 기업환경 변혁과 BPR을 가능케 하는 도구이자 

실행수단이며 전략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의 미

숙함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들이 큰 원인이라 하겠다[4].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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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많

은 프로젝트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성능개량 및 

품질향상을 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실패하거나 설계

변경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5,6]. 프

로젝트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고객 가치 중심의 

성능개량 및 품질향상에 실패한데에 있다. 따라서 프

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성공요소는 고객 가치 

중심의 제품 성능 및 품질향상으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나아가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다.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던 소프트웨어(시스템) 시장에 

참가 기업 수가 늘어나고 시장공간이 점점 복잡해짐

에 따라, 이윤과 성장에 대한 전망은 감소하고, 고부

가가치 제품은 일상품이 되고, 격렬한 경쟁으로 인하

여 시장은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는 레드오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존의 접근법으

로 요구사항을 개발 했을 때 기존의 모든 시스템처럼 

심각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고객 가치혁신 요구공학 프로세스 (Value Inno-

vation Requirements Engineering)를 적용하여 BPR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이미 가치혁신 요구공학 프로

세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유효성과 검증을 

마쳤다. 대표적으로 “21C 선진세정을 이끌어 나갈 

미래형 시스템 구축”이라는 추진목표를 기치로 00청

에서는 압류공매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휴대폰 

제조사인 P사는 미국시장의 경쟁에서 이로운 위치

를 선점하고자 고객의 요구의 부합한 고성능 카메라 

폰 시스템 개발에 고객 가치혁신 요구공학 프로세스

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객의 

만족도 및 품질향상의 제고를 위해 기존 가치혁신 

요구공학 프로세스의 성능을 개량하여 새로운 고객 

가치혁신 요구공학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블루오

션 전략 프레임워크의 핵심인 ERRC(Erasure Re-

duce Raise Create) 분석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고,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품질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Six Sigma DFSS(Design For Six

Sigma)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제시된 접근법이 실제 

시스템 개발 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유효한

지에 대한 평가 수행 내용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논문의 배경이 되는 BPR

컨설팅 방법론의 정의 및 개념 등 절차, 블루오션 개

념 및 블루오션 전략과 Six Sigma DFSS를 소개하

고, 3장에서는 고객 가치혁신 요구공학의 개념 및 세

부 프로세스와 DFSS를 적용한 정량적 분석방법 및 

새로이 개선된 ERRC 분석을 위한 House of Quality

접근법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실제 적용사례를 제

시하고,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

시하였다.

2. 배  경

2.1 BPR 컨설팅

BPR이 도입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난 오늘날에 와

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BPR 프로젝트의 실패

를 경험하거나, 혹은 BPR자체의 무용론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BPR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객 요구사항 분석에 의한 만족할 만한 개선 방향 

도출의 실패와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를 실

현 가능케 하는 도구로써 정보기술 실현의 실패라고 

하겠다. 따라서 성공적인 BPR 컨설팅 프로젝트를 위

해서는 첫째,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정보기술 혁

신과 연계시키는 것이고[7-10] 둘째, 기업전략 분석 

및 비전 수립 단계에서 기업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

고 As-Is 프로세스 분석단계에서 기존 프로세스, 시

스템, 데이터 및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철저히 분석

하며 To-Be 프로세스 설계 단계에서 To-Be 프로세

스 설계, 시스템 개선방안 수립, 데이터 모델 설계 

등을 수행하고 이행계획단계에서 이행과제 정의 및 

수립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Fig. 1은 

BPR 컨설팅의 전체적인 수행 절차이다[3].

BPR 컨설팅 수행 단계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As-Is 프로세스 분석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

다. 그 사유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As-Is

프로세스 분석 단계를 살펴보면 업무 절차 및 업무 

기능 프로세스 분석, 시스템 현황 분석, 데이터 현황 

분석, 내/외부 연계 현황 분석 등을 철저히 하고 여기

에 더하여 고객의 인터뷰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출된 이슈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단계이다[3]. Fig. 2은 As-Is 프로세스 분석 단계이

다.

그러면 이 단계의 가장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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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고객을 만

족시킬 수 있는지 세부적인 프로세스 절차를 Fig. 3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황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이슈를 종

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업무 기능 프로

세스 재설계 및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향을 수립한

다. 다음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이슈를 고려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개선

방향이 BPR 쪽인지 정보기술(IT) 쪽인지가 결정되

어진다.

여기에 더해 성공적인 BPR 컨설팅 프로젝트를 위

해 새로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혁신 

요구공학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고객의 가치 중심의 

요구사항 재 정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기존 시스템

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기존고객 뿐만 아니라 새

로운 고객까지 만족시켜 새로운 시장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본 논문에서 살펴볼 것이다.

2.2 블루오션 전략

블루오션 전략은 경쟁 없는 시장공간을 창출하여 

경쟁을 의미 없게 만드는 성공전략이다. 저서 ‘Blue

Ocean Strategy’에서,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

수는, 경쟁 시장에서 전략적 성공을 이끌 수 있는 필

수조건들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론인 블루오션 전략

을 제안하였다[11]. 저자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

업을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하고 이미 세상에 열려진 

시장이라고 하였다. 레드오션에서는 산업 간의 경계

선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경

쟁하여 살아남기 위한 게임의 법칙도 존재한다. 기업

은 한정된 수요에서 경쟁자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유

혈의 경쟁을 벌이고 시장은 붉은 바다로 변한다. 반

Fig. 1. Procedure for BPR Consulting.

Fig. 2. BPR Consulting Current Process Analysis Phase.

Fig. 3. BPR Consulting Analysis Phase Detailed Proce-

dures.

Fig. 4. Strategy for improvement through business pro-

c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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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블루오션은 새로운 수요창출과 고수익을 창조할 

기회를 제공하는 미개척 시장공간이다. 블루오션에

서는 게임의 규칙도 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

과도 무관하다[1,2].

블루오션 전략은 블루오션을 창조하기 위한 전략

으로, 기존의 제품개발과 시장개척 전략과 비교하여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블루오션을 체계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실용적 프

레임워크와 분석론으로 전략 캔버스(strategy can-

vas)와 4가지 액션 프레임워크가 있다. 전략 캔버스

는 블루오션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상태 분석도구이

자 실행 프레임워크로써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며, 수

평축에는 업계가 경쟁하고 투자하는 요소 범위를 나

타내며 수직축에는 구매자들이 느끼는 경쟁요소들

의 수준을 나타낸다[11].

4가지 액션 프레임워크는 고객의 가치요소 재구

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며 ERRC 분석(Eliminate

Reduce Raise Create Analysis)을 위하여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의 기본적인 질문들로 구성된다.

김위찬 교수는 블루오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4

가지의 체계화 원칙과 2가지의 실행 원칙 등 6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11]. 하지만, ‘블루오션 전략’

에서 저자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

안 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요구공학 프로세스를 이용

하여 제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레드오션을 만들어 내

는 과오를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BPR 컨설팅 프로젝

트에 필요한 성능개량 및 품질향상 프로세스를 제시

하고자 한다.

2.3 DFSS (Design For Six Sigma)

Six Sigma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적인 기반, 원칙, 훈련 및 도구를 제공하는 포괄

적인 방법론이다[12,13,14]. 단순한 품질관리 기법이

라기보다는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블루오션 전략과 공통적

인 목표를 갖는다. 하지만, 제품의 개발 수명주기 중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의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do things right"(Verification)에 초점

을 맞춤으로써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do the

right things" (Validation)의 이슈를 적절하게 수용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13].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DFSS[13,15] 전략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DFSS

절차는 새로운 설계에 사용되는 IDOV(Identify,

Design, Optimize, and Verify)와 재설계 프로젝트에

적합한 DMADV(Define, Measure, Analysis, De-

sign, and Verify)가 있다. 그러한 방법론에서 사용될 

수 있는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Axio-

matic Design,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TRIZ), Taguchi method, and Value-based en-

gineering 등과 같은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들을 적용

할 수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

을 개발하기 위한 성능개량 및 품질향상 문제에 적합

하도록 DMADV(DFSS) 절차를 블루오션 전략에 맞

게 테일러링 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고

객중심의 요구를 반영한 성능개량 및 품질향상을 위

하여,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x Sigma의 수준

을 개발 수명주기상의 앞쪽으로 옮기는 개념인 RFSS

(Requirements For Six Sigma) 적용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고객의 요구를 제품의 설계에 반영하는 단

계에서 정량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QFD를 사용하였다. RFSS 방법

론은 블루오션이 큰 그림을 제시하지만 세부적인 절

차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Create and capture new demandExploit existing demand
Make the competition irrelevantBeat the competition

Align the whole system of a firm’s 
activities in pursuit of differentiation 

and low cost

Align the whole system of a firm’s 
activities with its strategic choice 

of differentiation or low cost

Break the value-cost trade offMake the value-cost trade-off

Create uncontested market spaceCompete in existing market space
Blue Ocean StrategyRed Ocean Strategy

Create and capture new demandExploit existing demand
Make the competition irrelevantBeat the competition

Align the whole system of a firm’s 
activities in pursuit of differentiation 

and low cost

Align the whole system of a firm’s 
activities with its strategic choice 

of differentiation or low cost

Break the value-cost trade offMake the value-cost trade-off

Create uncontested market spaceCompete in existing market space
Blue Ocean StrategyRed Ocean Strategy

Table 1. Blue Ocean Strategy[11] 

OWhich factors should be created that the 
industry has never offered ?C

+Which factors should be raised well above 
the industry’s standard ?R

-Which factors should be reduced well 
below the industry’s standard ?R

XWhich of the factors that the industry takes 
for granted should be eliminated ?E

OWhich factors should be created that the 
industry has never offered ?C

+Which factors should be raised well above 
the industry’s standard ?R

-Which factors should be reduced well 
below the industry’s standard ?R

XWhich of the factors that the industry takes 
for granted should be eliminated ?E

Fig. 5. ERRC Analysi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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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루오션을 적용한 고객 가치혁신 요구공학 

프로세스

3.1 가치혁신 요구공학 (Value Innovation Require-

ments Engineering)

고객의 가치요소(Value Elements)를 포함하는 요

구사항을 블루오션 요구사항(Blue Ocean Require-

ments)이라고 말한다. 가치요소는 블루오션을 창출

할 수 있는 제품을 이끌어 낸다. 블루오션 요구사항

은 블루오션 요구공학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 블루오션 요구공학(Blue Ocean Requirements

Engineering)이란 고객의 가치를 분석하고, ERRC

분석 결과를 명세화 하고, 고객가치가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등의 반복적인 절차를 통하여 

블루오션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블루오션 요구공학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1,2]: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시

∙새로운 시장 공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성능개량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

항 재정의시   

∙고객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기존 

시스템 요구사항을 결합할 때

Fig. 7은 n개의 기존 시스템의 결합을 통하여 블루

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개념

을 나타낸다.

시스템 재개발 프로세스는 먼저 기존 시스템의 요

구사항들의 중복(Redundancy)과 충돌(Conflict)을 

확인하고, 현재시스템과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전략 

캔버스를 작성한다. 그 후 전략 캔버스를 Blue Ocean

Strategy 적용하여 성능개량 및 품질이 향상된 새로

운 소프트웨어(시스템)의 전략 캔버스와 그에 맞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출한다.

블루오션 요구공학의 핵심은 ERRC 분석이다.

ERRC는 고객의 요구에 근거하여 고객 가치를 결정

하는 요소들을 뽑아 어떤 요소를 제거(Eliminate)시

키고, 감소(Reduce)시키고, 증가(Raise)시키고, 생성

(Create)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전략 캔버스를 그리고 소프트웨어(시스템)의 

성능개량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만

들어 내는 것이다[1,2].

블루오션 요구공학은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요구공학 절차[16]에 블루오션 전략을 접목

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기존의 요구사항 추출 단계에 

이후에 제시할 블루오션 요구공학 세부 프로세스의 

1, 2, 3 단계에 해당하는 고객의 가치를 식별할 수 

있는 ERRC 분석 등의 과정을 추가하였다. 명세화 

단계에는 블루오션 요구공학 프로세스 단계 4에 해

당하는 요구사항 재정의 과정을 추가하였다. 검증 단

계에는 고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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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x Sigma Methodology by Developmen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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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블루오션 요구공학 프로세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블루오션 요구공학 

프로세스는 5단계로 되며, 전체 단계는 최소한 3번의 

반복(iteration)을 권장하며 각각의 반복 과정에서는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

다. 첫 번째 반복 시에는 요구사항의 재 정의를 중점 

목표로 하고,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 세 번째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각각의 단계는 모두 입력(Input), 출력(Output), 제

약사항(Constraints), 그리고 지원(Enabler)을 가지

며 전 단계의 출력은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들어 갈

수 있다[1,2]. 각 단계의 세부적인 입력, 출력, 제약사

항, 그리고 지원 사항은 Fig. 9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각 단계별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목표 설정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를 정하고, 만들고자 하거

나, 개량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가치요소를 명확하

게 한다.

∙ 2단계: 새로운 가치 식별

과거에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치요소를 찾아

내기 위하여 고객의 잠재적인 요구를 추출하고,

고객의 가치요소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3단계: ERRC 분석 

고객 가치 요소를 재설정하기 위하여 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할당하고 ERRC 분석,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끌어낸다.

∙ 4단계: 요구사항 재정의

앞의 세 단계를 통해 추출된 가치 요소들을 토대

로 전체 요구사항을 재정의 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캔버스를 작성한다.

∙ 5단계: 요구사항 검증

재정의 된 요구사항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적절하게 정의 되었는지를 Axiomatic 접근

법 등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3.3 QFD를 적용한 블루오션 요구공학의 구현

이 절에서는 블루오션 요구공학 프로세스를 정량

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QFD 기반 접근법

을 제안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

한, 고객의 요구를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접근법으로 Axiomatic Design 방법론을 적용

하여 QFD를 완성해 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3.3.1 ERRC 분석을 위한 House of Quality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 개선에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툴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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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써, 1960년대 후반에 일본의 Yoji Akao에 의

해 고안 되었고[17], 1970년대 일본의 Toyota 자동차 

설계 시 적용하기 위해 만든 품질 테이블인 HoQ

(House Of Quality)를 적용한 이래 제조 산업 분야 

및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성공적으로 적용되

어 왔다. QFD는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전개

된다. 제조분야에 적용 시에는 4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18]. 본 연구에서는 Fig. 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3단계의 HoQ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 1단계: 고객가치 순서화 HoQ

∙ 2단계: 요구사항 매핑 HoQ

∙ 3단계: ERRC 분석을 통한 고객가치 결정

ERRC 분석을 위한 HoQ의 구조는 Fig. 10과 같다.

초기의 HoQ는 Customer Attribute (CA), Customer

Requirements (CR)등 고객 요구와 관련된 Room과 

Correlation, CR to CR Correlation, Planning Matrix

등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Room으로 구성

된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Q 1단계의 

‘How’가 2단계의 ‘What’으로 옮겨감으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이 관련된 시스템 요소(SE) 에 대한 요구사

항으로 구체화 된다.

2단계의 ERRC분석을 위한 HoQ는 Fig. 11에서와 

같이 6개의 Roo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oom을 구

성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Customer requirements room: HoQ 1단계에

서 정의된 customer attribute를 만족 시킬 수 있

는 Customer Requirements (CRj)를 포함하는 

Room이다.

∙ System elements room: Customer require-

ments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System Elements

(SEi) 들이 위치한다.

∙ System elements correlation room: System

elements들 간의 Correlation (SCii)을 기록한다.

∙ Planning matrix room: 블루오션 요구공학의 

Phase 2에서 customer priority analysis를 통해 

식별된 각 Requirements 별 Customer Impor-

tance (CIj)와 Requirements와 연관된 시스템의 

Performance, Capability 등과 같은 Current States

(CSj), 그리고 Improvement Rate (IRj)를 기록한다.

The equation of the IRj is as follow:

IR i = 1 – (CSi / CI i)

∙ SEs correlation room: SE 간의 관계(SRjj)를 나

타낸다 

∙ Correlation matrix room: System elements 와 

customer requirements와의 Corelation (CRij) 을 

기입한다.

∙ ERRC results room: 각 SE에 대한 elements

Cost Weight (CWi)와, Row Score (RSi), 그리고 

HoQ의 주요 목표인 ERRC rate (ERi)를 기입한

다. ERRC results room의 요소들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Wi = Cost of SE i/Cost of Tot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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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 i = CWi X RSi

또한 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고객의 결정(Custo-

mer’s Decision)을 추가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3.3.2 Axiomatic 요구사항 설계

Axiomatic 설계 방법은 제품 및 설계 프로세스를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과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요구사항과 설

계 프로세스 중 고객의 가치 창출 요소와 고객의 요

구사항을 포함하는 고객 도메인과 시스템의 요구사

항을 포함하는 시스템 도메인을 포함한다. 각각의 도

메인에서는 요구사항을 계층적으로 하위단계까지 

분해하여 식별하게 되는데 Fig. 12와 같이 지그재그 

형식으로 계층적으로 식별해 나가며 매핑하게 된다

[19].

Axiomatic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핑 프로

세스 동안 2가지는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2가지 

axiom은 다음과 같다[19]:

∙ Axiom 1: The Independence Axiom(기능 요구

사항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Axiom 2: The Information Axiom(정보 콘텐츠

를 최소화해야 한다.)

먼저 고객 요구사항이 정의되면 시스템 파라미터

가 식별되고, 고객 도메인과 시스템 도메인 사이의 

매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설계 방정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CRs}=[R] {SEs} (1)

설계 매트릭스 Rij 는 다음과 같다.

 


(2)

ERRC 분석 단계에서 Fig. 12에 정의된 HoQ의  

Correlation Matrix를 CR들 간의 충돌과 부적절한 

SE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한다. 초기의 정리되지 않

은 Matrix를 요소들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Diago-

nal Matrix, Triangular Matrix 그리고 그 외의 

Matrix 등 3가지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Independence Axiom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R]이 

Diagonal Matrix 또는 Triangular Matrix를 만족해

야 한다. [R]이 diagonal matrix 인 경우를 Decoupled

Design이라 하고, [R]이 Triangular Matrix인 경우

를 Uncoupled Design이라 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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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매트릭스가 식(3) 또는 식(4)를 따르지 않

고 식(5)와 같을 때 이것을 Coupled Design이라고 

한다[19]. Coupled Design의 경우 Axiomatic 접근법

을 만족하지 못하고 Axiom 1에 위배된다. 이것은 시

스템의 요소가 잘못 선정되었거나 고객 요구사항 또

는 시스템 요소 간의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따

라서 CR과 SE를 재조정해야 한다. Diagonal Matrix

(4) 또는 Triangular Matrix(5)를 만족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요구사항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다[1,2].

4. 사례연구

고객 가치혁신 요구공학 프로세스의 유효성 및 확

인은 다양한 업무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 웹 서비스,

자동화 정보체계 분야, 카메라 폰 개발 등에 실제 적

용되어 성공적인 평가 및 검증을 이미 마쳤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BPR 컨설팅 프로젝트에 적용하고자 

한다. BPR 컨설팅은 말 그대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

계이다. 그러나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를 

실현 가능케 하는 도구로써 정보기술 구현이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에 가치혁신 요구공학 프로세스를 적

용하여 유효성 및 검증을 하고자 한다.

CRs SEsCAs

How?What?

CR1

CR11 CR12

CR1

CR11 CR12

SE1

SE11 SE12

SE1

SE11 SE12

Fig. 12. Mapping between CA and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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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K사의 BPR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배경

본 논문에서는 K사의 BPR 컨설팅 프로젝트에 고

객 가치혁신 요구공학 프로세스를 실제 적용한 결과

를 제시한다. K사는 조세정리업무의 지속적인 업무

량 확대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적합한 업무 

프로세스를 찾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PR

컨설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는 사용자

의 끊임없는 요구사항 표출 및 새로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롭고 고도화된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하

기 때문이다. 이는 새롭게 정의된 업무 프로세스와 

조세정리업무시스템의 재구축의 필요에 의한 고객

의 가치 재정립으로 블루오션을 실현하기 위해 K사 

조세정리업무 BPR 컨설팅 수행시 고객 가치혁신 블

루오션 요구공학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유효성 및 블

루오션이 실현된 결과 검증을 도출하였다..

4.2 블루오션 요구공학을 적용한 요구사항 분석

∙ 1단계: 목표설정

프로젝트의 목적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

고 새로운 업무프로세스의 재정립과 정보기술의 패

러다임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다. 고객들은 업무량 증가에 따라 업무처리 기능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개선사

항을 기존 업무프로세스에 추가 반영하는 것에 한계

를 느끼고 있으며, 기존 업무시스템의 노후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업무처리 역량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였다.

∙ 2단계: 새로운 가치 식별

고객의 요구사항을 추출하였다. Table 2는 전체 

요구사항 중 15가지의 주요 요구사항을 나타낸 것이

다.

BPR 수행에 의한 업무프로세스 체계 개선과 정보

기술 구현 시 자동화와 최신방법론 적용, 시스템 영

역의 추가개발 요구와 고객들은 시스템 구축비용, 툴

에 대한 의존도 및 업무처리속도에 민감하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 한 결과 

고객요구사항대비 툴에 대한 기능이 미비하고 비용

이 상대적으로 비싼 툴에 대한 기능을 시스템 구축 

시 BPM, 업무매뉴얼 자동생성, 통합연계솔루션 등

을 개발자가 직접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의 Relative Cost Weight은 각 요소 별 시

스템에서 차지하고 있는 Cost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기술 구현에서 성능이 

우수한 H/W, S/W, N/W 구축비용과 업무 S/W 부분

이 가격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mportance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로 정해

지며 수치는 상대적인 수로, 이해관계자를 100명으

로 했을 때의 수이다. 인터뷰결과 현재 상황에서 성

능을 높여야 된다고 말하면 +1, 대체로 만족하면 0,

불필요하다고 말하면 –1 점을 주어 합계를 낸다. 새

로운 요구에 대해서는 인터뷰결과 중요하다고 답변 

시 +1, 그저 그렇다고 답변 시 0,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하면 –1을 주어 합계를 낸다. 새로운 요구사항

인 경우 요구사항 우선순위 표에는 +인 것만을 표시

한다. 물론, Importance가 ‘–’가 될 수도 있다. ‘-’ 이

Table 2. BPR Consulting Customer Requirements

Table 3. BPR Consulting Applied System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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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RRC 분석에서 그와 관련된 System Elements가 

Reduce 되던지 Eliminate 된다. Importance가 ‘+’인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System Element가 Raise 되

거나 새롭게 Create 된다.

∙ 3단계: ERRC 분석

1, 2단계에서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

으로 최대의 고객가치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 ERRC

분석을 실시한다. Fig. 10은 BPR 컨설팅의 QFD 를 

이용한 ERRC 분석 내용이다. 단계 2에서 조사된 요

구사항과 시스템 요소 사이의 연관관계를 ● Strong,

◯ Moderate, ∇ Weak 세단계로 구분된다. 이는 각

각의 CR에 대한 SE 가 있다면 상대적인 Weight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Strong은 9, Neutral은 

3, Weak는 1을 각 Customer Requirements의 

Importance에 곱한 값의 합계가 Row Score가 되고 

여기에 Cost Weight을 곱한 결과가 ERRC 값이 된

다. 예를 들어 SE1의 경우 SR2와 Strong(9.0) 한 

Relation을 가진다. 따라서 Importance가 4이므로 

SE1의  Low Score는 9X4=36이고, ERRC 값은 77X21

=1,617이다.

Fig. 13을 보면 System Element 5(Jennifer)의 경

우 Importance의 값이 낮기 때문에 ERRC 값이 ‘-’가 

되었다. System Element 10(Business Software)의 

CR1, CR7, CR11 총 3개의 고객요구사항과 관련이 

있고 대부분의 Importance도 Positive 한 값을 가지

므로 이 경우 가장 큰 Low score 와 ERRC 값을 나타

내었다.

따라서 고객가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고객

만족을 위해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나타

났다. 또한 본 논문에서 새로이 추가한 고객의 최종

결정(Customer’s Decision)으로 대외연계 솔루션을 

새로이 추가하고 통합연계 툴은 제거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ERRC 분

석결과 BPM, 업무매뉴얼 생성, 통합연계 솔루션은 

제거하고 모니터링 툴과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는 가

격비중을 낮추고, 서버, BPR, 비즈니스 S/W, 부하테

스트 수행의 경우 고품질로 올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DataBase, 대외연계솔루션, 화면생성 툴 부분은 새

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4단계: 요구사항 재정의

제거된 툴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요구사

항을 구체화하여 문서화 하였고 앞에서 분석한 자료

들을 토대로 프로젝트의 목표와 방향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Fig. 14과 같이 

전략 캔버스를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표와 방향이 일

치하는지 확인 하였다.

∙ 5단계: 요구사항 검증

본 논문에서 새로이 추가한 ERRC 분석에서 고

객의 최종결정(Customer’s Decision)을 추가하여 고

객의 요구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요구사항이 구

현 가능하게 적절하게 정의 되었는지를 판별하기 위

해 Axiomatic 설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Axiomatic

설계 방법으로 각각의 요구사항 별로 독립적인 시스

템 요소의 변화를 가지게 했는지를 점검하였다.

Axiomatic Approach를 적용한 결과 요구사항들 

간의 충돌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QFD의 분석결과인 

초기 Matrix를 Fig. 15와 같이 Triangular Matrix로 

Fig. 13. ERRC analysis using QFD.

Table 4. ERRC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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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하므로 Requirements간의 충돌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ystem Elements 의 잘못 선택함으로

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초기 Matrix는 QFD의 분석결과를 Mathemati-

cally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Trian-

gular Matrix로 변경 가능하므로 Requirements 간

의 충돌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ystem Elements

의 잘못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없다.

4.3 BPR 컨설팅 수행 결과

K사의 BPR 컨설팅 도출 결과 및 업무 프로세스 

적용 정도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BPR 컨설팅의 최종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객 가치혁신 요구공학(ViRE)의 기본 전략인 비 고

객을 찾아내고 고객화하는 전략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 결과 비 고객이 고객화 되었는지를 시스템 사용

자를 조사하였다. K사 비 고객의 고객화는 결재와 

통계자료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수행한 관리자와 

새로운 업무기능을 추가하여 타 부서 사용자를 끌어

들이는 것이다. 기존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던 비

사용 고객들의 시스템 사용도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하였다.

비 사용자이던 결재권자 및 새로운 업무 사용자인

(통계자료 활용) 비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

었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수와 시간도 증가하

였음은 고객가치를 통하여 비고객을 고객화 되었음

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객중심의 성능개량과 품질향상

을 위하여 기존의 요구공학 프로세스에 블루오션전

략과 Six Sigma DFSS 기법을 적용한 가치혁신 요구

공학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프로세스는 고

Fig. 14. New Business Process and Information Techn-

ology Strategy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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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riangular Matrix.

Table 5. BPR Consulting and Business Process Reflec-

tion Results

Implementation task of BPR
Consulting

BPR Consulting
Reflection Result

reflection
Some
reflect

Unreleased

1. Tax
Reorganization
Business
System
Construction

Improvement
and automation
of Tax
reorganization
Business
system

○

Redesign the
data model

○

Introduced
advanced BPM
solution

○

Rebuilding BI
systems

○

Strengthen
internal/extern
al linkages

○

System usage
history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

User-oriented
screen design
and
improvement

○

2. Rebuilding of electronic
payment interworking system

○

3. Document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

4. Early warning system
construction(for Key
Indicators)

○

5. Redesign of
integration/linkage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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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중심의 성능개량과 품질 향상을 통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n개의 기존 

시스템을 통합할 때,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갱신할 

때 적용하여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ERRC 분석

에서 새로이 추가한 고객의 최종결정(Customer’s

Decision)을 통해 요구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

에 대한 성공 검증은 K사의 BPR 컨설팅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수행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잠재 고객과 비사용 고객을 사용자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적이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하

지만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고 확정적인 검증을 받

기에는 지속적인 검증과 다양한 BPR 컨설팅 프로젝

트의 적용 및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향후 다양한 

BPR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고객의 요구사항 성능개

량과 품질향상의 만족도를 계속 사후관리 하여 블루

오션 요구공학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적용한다면 다

양한 기존에 검증되었던 정보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다양한 컨설팅 프로젝트에도 많은 혜택과 이로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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