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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Spice Management Tool Based on Open Source for 

Small and Medium Automotive Electric Part

Baek Young Yun†⋅Jung Sung Yun††⋅Lee Eun-Ser†††⋅Yang Jae soo††††

ABSTRACT

With increasing complexity of automotive software it has become important issue in the automotive safety. So, Automotive SPICE 

process have been proposed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tools are needed for perform the Automotive 

SPICE process. It is difficult to adopt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tools because small business are lack of human resource and 

tools. Therefore, HIS scope items comply with Automotive SPICE minimum requirement should be targeted for the small business. In this 

paper, an open-source system based on process management tool required to perform the Automotive HIS scope items is proposed. The 

proposed system can perform the Automotive SPICE HIS scope items are carried and it showed that satisfy the Automotive SPICE HIS 

scop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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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 소 트웨어의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 문제가 요해졌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하여 Automotive SPICE 로세스가 제안되

었다. Automotive SPICE 로세스 수행을 해서는 통합된 리 체계와 도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원과 자본이 부족하

여 통합된 리체계와 도구를 도입하기 힘들다. 따라서 Automtovie spice 최소 요구사항을 수하는 HIS scope 항목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utomotive HIS scope 항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오  소스 기반 로세스 리 도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으로 

Automotive SPICE HIS scope 항목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 결과를 통하여 Automotive SPICE HIS scope 항목을 만족하는 것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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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서 그에 따른 품질 보

증을 한 작업이 요해지면서 완성 차 업체  장비 제조 

업체는 높은 신뢰성과 좋은 품질의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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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를 식별하기 해 공  업체에 Automotive SPICE 

인증을 요청하고 있다[1, 2]. 게다가 임베디드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고 개발 로세스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3]. 

이러한 상은 소기업  장비 제조 업체들이 상  완성 

차 업체에 제품을 제공하기 해서는 험성 문제를 해결하

기 한 품질 보증 작업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  수 있

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의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하기 해서는 통합 

리를 통한 험성 리를 수행하여서 품질 보증활동을 수

행할 수 있다[4]. 한 테스  과정을 통합하여서 리하는 

방법도 있다[5]. 이러한 통합 과정을 수행하기 해서는 도

구의 사용이 요해지는데, 도구 사용의 경우 보통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도구 사용 한 여러 개의 

도구를 통합함으로써 도구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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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이러한 통합 과정을 통해서 Automotive SPICE 

로세스를 수행하는 경우 공정 리 효율  로세스 품질 

수치가 상승하 고, 로세스 수행 결과를 통해서 로세스 

개선  조직 인원을 한 기 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6, 7].

하지만 소기업에서 상  업체가 제시한 Automotive 

SPICE 로세스를 모두 용하기는 힘들다[1]. 따라서 필수 

Automotive SPICE 항목인 HIS scope의 로세스만을 수행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수행한 결과가 어느 정도의 품질 

보증 활동 수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Automotive SPICE 로세스를 모두 용하기 힘든 환경에

서는 최소한의 로세스인 HIS scope 항목을 수행하여야 

한다[8]. 

본 논문에서는 소기업에서 Automotive SPICE 로세

스 HIS scope 항목 용을 한 오  소스를 사용한 통합 

도구 시스템에 하여 제안한다. 2장에서는 Automotive 

SPICE에 한 내용을 설명하며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

시하는 환경 시스템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실제 평가 로세스에 용하여서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5장에서는 결론  향후 계획에 해 설명한다.

 

2. 련 연구

자동차 소 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기 한 방법으로 

ISO/IEC 15504(SPICE)로부터 Automotive Special Interest 

Group(SIG)이 Automotive SPICE라는 평가 임워크를 

정하 다[9].

2.1 Automotive SPICE 구성

- PRM (Process Reference Model) : 로세스 목   처

리 결과의 처리 사이의 계를 기술하는 구조 을 설명하

는 라이  사이클 로세스 정의를 포함하는 모델이다[10]. 

- PAM (Process Assessment Model) : PRM 하나 이상에 

기 하여 평가 로세스 능력의 목 에 합한 모델이다. 

PAM의 측정 방법은 PRM에 정의된 특정 로세스를 평가하

는 방법으로 PRM 로세스를 포함하고 PAM 기 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Fig. 1은 PAM의 표 을 나타낸다[11, 12].

- 측정 임 워크 : 특정 로세스의 능력은 6개의 값

을 이용하여 측정 한다. 최  등 은 벨 0이다. 벨 1은 

처리 결과가 달성되도록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벨 2는 로세스 련 활동을 체계 으로 계획 

 추 을 리 방식으로 수행한다. 벨 3은 표  로세

스를 정의하고 정기 으로 배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벨 

4, 5에서의 처리 능력을 통계 으로 측정 된 각각을 최 화

한다. 처리 능력은 로세스 특성의 평가에 의해 얻어진다. 

등 의 규모는 N(달성하지 않음), P(부분 으로 달성), L(주

로 달성), F(완  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등 은 로

세스의 능력 벨의 수행도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 는지를 

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 평가 범 : 각 로세스 능력 벨과 연 된 Automotive 

SPICE PRM에 포함되는 로세스의 일부분이다. Automotive 

SPICE의 HIS scope는 소 트웨어 심의 자동차 부품 공  업

체의 자격에 한 자동차 OEM에 의해 사용되는 기  범 이다. 

Fig. 1. Automotive PAM model relationship

2.2 구  사이트 도구

구  사이트 도구는 구 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웹사이

트 생성 도구이다[13, 14]. 사이트 생성은 구 에서 미리 제

공하는 사이트 임을 사용하며, 사용자는 사이트에 한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된다. 구  사이트는 구 의 캘린더, 지

도, 동 상, 스 드시트, 젠테이션 등 다양한 가젯과 

연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사이트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 내부 으로 공유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한 보안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구  사이트 도구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는 다

음과 같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을 작성할 수 있으며, 과거의 작성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공지 사항에서는 구  가젯 기능

과의 연동을 통한 공지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 목록: To-Do 리스트 작성을 해 사용되며, 사용자의 

리 목록에 따라서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웹 페이지: 상세한 페이지 작성에 용이하며, 작성시 구  

가젯 기능과의 연동을 통한 페이지 작성이 가능하다. 

- 자료실: 사이트에 공유하고자 하는 일을 업로드 할 

수 있으며, 구  Drive와의 연동을 통한 일 업로드가 가능

하다. 일에 한 설명을 작성할 수 있으나, 가장 최신의 

문서만 작성이 가능하다. 문서의 이  버 에 한 장 내용

이 장되어서 이  버 에 한 문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페이지들은 공통 인 기능으로 페이지 별 일 업로드, 

댓  기능을 제공한다. 사이트는 에서 제시된 페이지들로 

구성되며, 탐색 기능이 존재하여 각 페이지 별로 디 토리 

형식의 리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  사이트 도구를 사용하여서 Automotive 

SPICE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산출물들을 하나의 통

합된 사이트를 통해서 리하고, 업데이트  수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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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tomotive SPICE 로세스 환경 시스템

3.1 구  사이트를 사용한 시스템 구성

제안하는 Automotive SPICE 로세스 환경 시스템을 구

축하기 해서 Fig. 2와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 다. 

구  사이트를 개설하여서 러그인 기능을 통한 구  사

이트와의 스 드 시트, 젠테이션, 문서 기능을 연동함

으로써, 기존 분산된 환경에서 작성된 문서 작업들을 구  

사이트를 통하여서 통합 리를 수행할 수 있다[15]. 

따라서 사용자는 로세스 리를 해서 각각의 문서를 

따로 리할 필요없이 제안한 구  사이트 환경 시스템을 

이용해 사용한다면 통합된 환경에서의 로세스 리가 가

능해진다.

Fig. 2. Environment system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Automotive SPICE HIS scope 

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 다. 

- SYS.2 : SYS.2에서는시스템 요구사항에 한 내용이 

필요하며 이는 스 드시트를 통하여 작성 가능하다. 따라

서, 스 드시트를 통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작성하고 

해당 스 드시트를 사이트와 러그인 연동하여 리한다.

- SYS.3 : SYS.3에서는 스시트메 구조 디자인에 한 내

용이 필요하며 이는 문서를 통하여 작성 가능하다. 따라서, 

문서를 통한 시스템 구조 디자인 내역을 작성하고 해당 문

서를 사이트와 러그인 연동하여 리한다.

- SYS.4 : SYS.4에서는 시스템 통합 테스트에 한 내용

이 필요하며 이는 스 드시트를 통하여 작성 가능하다. 따

라서, 스 드시트를 통한 통합 테스트 항목을 작성하고 해

당 스 드 시트를 사이트와 러그인 연동하여 리한다.

- SYS.5 : SYS.5에서는 시스템 인수 테스트에 한 내용

이 필요하며 이는 스 드시트를 통하여 작성 가능하다. 

따라서, 스 드시트를 통한 인수 테스트 항목을 작성하고 

해당 스 드 시트를 사이트와 러그인 연동하여 리한다. 

- SWE.1 : SWE.1에서는 소 트웨어 요구사항에 한 내

용이 필요하며 이는 스 드시트를 통하여 작성 가능하다. 

따라서, 스 드시트를 통한 소 트웨어 요구사항 내역을 

작성하고 해당 스 드시트를 사이트와 러그인 연동하여 

리한다.

- SWE.2 : SWE.2에서는 소 트웨어 구조 디자인에 한 

내용이 필요하며 이는 문서를 통하여 작성 가능하다. 따라

서 문서를 통한 소 트웨어 구조 디자인 내역을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사이트와 러그인 연동하여 리한다.

- SWE.3 : SWE.3에서는 소 트웨어 상세 디자인에 한 

내용이 필요하며 이는 문서를 통하여 작성 가능하다. 따라

서, 문서를 통한 소 트웨어 구조 디자인 내역을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사이트와 러그인 연동하여 리한다. 

- SWE.4 : SWE.4에서는 소 트웨어 유닛 테스트에 한 

내용이 필요하며 이는 스 드시트를 통하여 작성 가능하

다. 따라서, 스 드 시트를 통한 유닛 테스트 항목을 작성

하고 해당 스 드시트를 사이트와 러그인 연동하여 

리한다.

- SWE.5 : SWE.5에서는 소 트웨어 통합 테스트에 한 

내용이 필요하며 이는 스 드 시트를 통하여 작성 가능하

다. 따라서, 스 드시트를 통한 통합 테스트 항목을 작성

하고 해당 스 드시트를 사이트와 러그인 연동하여 

리한다.

- SWE.6 : SWE.6에서는 소 트웨어 인수 테스트에 한 

내용이 필요하며 이는 스 드 시트를 통하여 작성 가능하

다. 따라서, 스 드시트를 통한 인수 테스트 항목을 작성

하고 해당 스 드시트를 사이트와 러그인 연동하여 

리한다.

원고는 문제목, 문 록과 문키워드, 본문, 감사의 

(필요 시), 참고문헌, 국문제목, 국문 록과 국문키워드를 

순서 로 포함한다. 

3.2 환경 시스템 평가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구성된 시스템을 Automotive 

SPICE PAM v3.0 표 문서를 기 으로 하여 평가하 다. 

평가 벨은 벨 1을 기 으로 측정하 다. 측정 지표는 

PAM의 각 BP(Base Practice)의 수행 내역을 확인하 고, 

등 을 측정하여 처리 능력을 결정하 다. 다음 Table 1은 

SWE.1에 한 측정 결과표이다. 

BP.1을 수행하기 해서 구  스 드시트를 사용하여

서 소 트웨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 다. 요구사항 문서에

는 기능, 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의 흐름, 특수 상황 등

을 작성하 다. 해당 작성된 문서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

이 가능하다. BP.2를 수행하기 해서 BP.1과 같이 구  스

드시트를 사용하여 작성하 으며, 필요한 경우 사이트 

내의 작성 기법을 사용하여서 작성하 다. BP.3, BP.4, BP.5

를 수행하기 해서 소 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분석

된 내용을 구  스 드 시트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었

다. BP.6, BP.7의 경우에는 문서 별 문서 ID를 생성하여 각 

문서 항목에 부여 함으로써 ID 추 을 가능하게 하여서 각 

문서 별 항목을 추 할 수 있도록 하 다. BP.8의 경우 사

이트 내의 기능인 변경사항 알림 소식 기능을 통하여서 변

경이 발생할 시 알림을 보내어서 변경된 사항에 한 모든 

련 당사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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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 수행 내역
구

여부
로세스 등

BP.1
Specifying software 

requirements
o F

BP.2
Configuration Software 

Requirements
o L

BP.3
Software Requirements 

Analysis
o L

BP.4
Operating Environment 

Impact Analysis
o N

BP.5 Criteria generation o N

BP.6
Two-way tracking 

settings
o F

BP.7 Ensure consistency check o P

BP.8
Software Requirements 

Update
o F

Table 1. SWE.1 Process result

4. 수행 화면  결과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수행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 SWE.1 Process Site Configuration

SWE.1 로세스를 수행하기 한 페이지로서, 웹 페이지를 

사용하 고, 스 드 시트 젯을 연동하여서 SWE.1 로세

스의 수행 내역에 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 다. 웹 페이지

에서는 구성된 시트의 내용을 모두 확인 가능하며, 수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연동된 젯을 통하여서 수정이 가능하다. 

SWE.1에서 BP.1, BP.2, BP.3, BP.4, BP.5에 해당하는 수

행 내역에 해서는 구  스 드시트 사용하여 작성을 하

다. 해당 시트의 내용을 통하여서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요구사항에 한 향을 분석하 다. 한 검증 기 을 생

성하여서 검증 과정을 한 작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 

BP.6의 추 성을 확보하기 해서 Fig. 4, 5와 같은 추

성을 확보하 다. Fig. 4는 SWE.2의 산출물인 SRD(System 

Requirement Document) 문서와 SWE.1의 산출물인 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문서와의 추 성 계

이며, Fig. 5는 SRS 문서와 SWE.2의 산출물인 HLD(High 

Level Design) 문서와의 추 성 계이다.

Fig. 4. SRD document and SRS document traceability

Fig. 5. SRS document and HLD document traceability

SRS 문서에서 SRD 문서 항목에 있는 SRD ID를 SRS 

항목에 맞게 작성하여서 SRD 문서에 한 내용이 SRS 문

서에서 추 이 가능하도록 하 다. HLD 문서에서는 SRS 

문서에서 작성된 ID를 HLD 항목에 작성하여서 SRS 문서

에 한 내용이 HLD 문서에서 추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추 성은 각 문서 별 ID를 다른 문서에서 사용하여서 추

이 가능하도록 수행하 으며, 추 이 가능한 각 단계는 Fig. 

6과 같다. 

이를 통해 각 단계별 추 성 확보를 통해서 각 문서 별 

내용에 한 입이 가능해지면서, 사이트 내에서 ID 추 을 

통한 요구사항 수행 내용에 한 일 성 확보가 가능해졌다.

Fig. 6. Process traceability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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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추 성 확보를 통해서 각 문서 별 내용에 한 

입이 가능해지면서, 사이트 내에서 ID 추 을 통한 요구

사항 수행 내용에 한 일 성 확보가 가능해졌다. 

Fig. 7은 소 트웨어 요구사항 업데이트 수행을 한 작

업을 보여 다.

Fig. 7. Requirements update notice

사이트 내의 기능인 사이트 변경사항 알림메일 수신 기능

을 사용하여서 사이트 내에서 변경된 사항에 한 내용을 

메일로 수신이 가능하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되는 로세스의 변경 사항을 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5.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을 통해서 충분한 품질 인원을 운 할 수 없는 

소기업에서 Automotive SPICE HIS scope 로세스를 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  소스 리 도구 시스템을 구성

하 다. 

이를 통하여서 로세스 수를 한 활동을 하여 분산

된 환경에서의 문서작업이 아닌 통합된 환경에서 문서작업

을 수행할 수 있었다. 

구성 시스템의 수행 결과 사이트 구성과 젯을 통한 활

용을 통하여 로세스 수행에서 수한 평가 지표를 나타내

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로세스에 한 구성을 할 수 있

음을 보 다.

구성 시스템은 아직 단순한 사이트의 구성과 수동 인 문

서작업을 통한 변경 리  문서 리를 수행하고 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구  사

이트 도구 외의 다른 오  소스 툴을 사용하여서 Automotive 

SPICE 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도 지속 으로 연구

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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