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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 요구공학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컨설팅

컨설팅 사례서

S사는 요구공학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안정적인 제품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확보하였습니다.

The Business
S사는 설립이래, 자동차 헤드램프를 비롯한 각종 램프와 샤시, 미러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국내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HKMC 를 필두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선진 기업입니다.

The Solution

강건한 제품 개발 사양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관련 팀들 간의 R&R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프로세스 개선 외에, 요구사항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법들을 구축하고 3개 과제에 대한 시범

적용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Customer :
S사

Industry :
Automotive

The Challenge
S사는 HKMC 등 자동차 제조 업체와 공동/단독으로 진행하는 선행 개발 프로젝트의 수행 Risk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초기에 제품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선행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채널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 일원화하고 프로젝트

기간 중 수시로 변경되는 요구사항을 조기에 안정화 할 수 있는 강건한 요구공학 체계가 필요

하였습니다.

SOLUTIONLINK
Service Approach
 [Lightweight but Effective 

Process]

복잡하지 않지만 관련 이해 당사자

들의 참여가 적시에 이루어 지고

세부 산출물의 흐름이 연결되는 효

율적인 프로세스

 [Comprehensive Methodology]

제품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반

영할 수 있도록 검증된 기법들을

원용하여 S사에 맞게 수정 적용[ 솔루션링크 서비스 접근방법 ]

• 현황 분석

- 인터뷰

- 산출물 검토

• Kick-off

1. 현황 분석 2. 프로세스 개선 3. 기법 구축 4. 시범과제 적용

• 프로세스 개선

- 관련 IF 식별

- 방향성 정립

- 프로세스개발

• 기법 구축

- 기법 설계

• 샘플 프로젝트 적용

- 기법 검증 및 수정

• 시범과제 적용

- 선행 과제 대상

• 교육 진행

주
요
추
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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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weight but Effective Process’와 이를 바탕으로 한 ‘Comprehensive Methodology’는

제품의 요구사항을 강건하게 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The Result
 S사 선행 개발 프로젝트 성공적 적용

4개의 선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요구공학 체계를 적용한 결과 기존 요구사항 작성 결과에 비해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구 공학 체계 S사 내부 전파 및 확대 적용

정립된 프로세스와 기법을 개발 PL 및 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차후 확대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Lightweight but Effective Process’와 이를 바탕으로 한 ‘Comprehensive Methodology’는

요구공학 체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Key Factor입니다.

[현황 분석 결과]

[요구 공학 프로세스 정립 결과]

[기법 설계 결과]

[Sample 프로젝트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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