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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만들기

2. 이슈상태변경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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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능



이슈를등록해 봅시다.

이슈란 ? : 업무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일 이될 수 있습니다. 실제소프트웨어 개발상황에서어떻게 이슈를등록하고관리하는지 따라 하면서 OWL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상황 : 저희가스마트폰이정상적으로작동하는테스트를하는 테스트엔지니어라고가정해보겠습니다. 

테스트중에 결함을발견하였습니다. 전화가걸리지 않는아주 심각한결함이네요. 이 결함을 OWL에 등록하여관리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대로따라해 주세요.

-이슈 제목 : 전화가 걸리지 않는 결함

-프로젝트 : 이슈 관리 프로젝트

-이슈 타입 : 버그

-우선 순위 : 긴급

-중요도 : 심각

-이슈 내용 : 전화 앱 실행 > 전화번호 입력 > 통화

버튼 클릭 시 전화가 걸리지 않음

-담당자 : 자기 자신

1. 이슈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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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만들기클릭1
이슈정보입력2

저장클릭3



자신의 OWL에서도 아래의그림과 같이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성공적으로이슈를 등록하셨습니다!

여기서이제 이슈를클릭해 보겠습니다.

1. 이슈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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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1



이슈를클릭하면, 방금작성한 내용을상세하게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입력했던내용들이화면에출력됩니다. 

그 외에도이슈와 관련된이미지나파일도 등록할수 있으니참고하세요!

1. 이슈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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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슈를만들었으니, 관리하는기능을 배워보도록하겠습니다. 

이슈가생겼으면수정하고 반영하고수정이되었는지확인하고, 이
런 일련의과정들이필요합니다.

이는 ‘이슈상태 변경하기’ 를통해 관리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결함을 개발자가수정해야합니다. 전화기능을 개발한개발자에게이 결함을알려주고, 수정을시작하게합니다. 

그리고우리는 이 이슈의상태를변경해 줍시다. 아래와 같이따라 해 주세요.

2. 이슈상태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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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1

저장클릭3

-변경 가능한 상태 : 진행
-변경 사유 : 개발자가 수정 진행중

정보입력2



이슈의상태가 ‘생성’에서 ‘진행’ 으로변경되었습니다. 즉, 전화가걸리지 않는결함을 수정하기위한일을 진행하고있다는뜻입니다.

시간이지나 개발자가결함 수정을완료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이 결함이제대로고쳐졌는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이슈 상태를변경해 보겠습니다.

2. 이슈상태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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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1

저장클릭3

-변경 가능한 상태 : 확인
-변경 사유 : 결함 수정 완료

정보입력2



이슈의상태가 ‘진행’ 에서 ‘확인’ 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제결함이 잘 수정되었는지확인해야하는 단계입니다.

2. 이슈상태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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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1

저장클릭3

-재진행 : 결함 수정이 완벽하지 않음
-종료 : 결함이 잘 수정되었음

상태를선택하고저장2

여기서, 저희는스마트폰으로전화가잘 걸리는지확인해야합니다. 
확인한결과로, 두 가지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1. 결함이잘 수정되었음

2. 결함 수정이완벽히되지 않음

이 두 가지상황에 따라이슈의 상태도다르게 변경되어야합니다. 



이슈의상태가 최종적으로 ‘종료’ 가 될 때까지 이슈 상태를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이슈의 상태가종료인것은 이슈가모두 해결된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하나의 이슈를등록하고, 종료되기 까지의 ‘이슈관리’를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프로젝트 내에서발생하는이슈도위의 과정을참고하여 등록하고관리해보세요!   

2. 이슈상태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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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등록하기를통해서 스마트폰을테스트하며발생하는이슈를관리해 보았습니다. 이슈를등록할때 ‘이슈 등록하기프로젝트’를선택했던것을 기억 하시나요? 

이번에는직접 프로젝트를만들어서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로젝트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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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테스트하는 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고생각해고 , 스마트폰테스트프로젝트를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의순서대로따라 해 주세요

1. 프로젝트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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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클릭1

프로젝트만들기
클릭

2



1. 프로젝트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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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클릭4

-프로젝트명 : 스마트폰 테스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키 : TestPhone
-기간 : 원하시는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프로젝트 상태 : 진행
-프로젝트 관리자 : 자신의 아이디(자동으로 선택 됩니다)
-프로젝트 팀원 : 일단 비워주세요.

프로젝트정보입력3

이렇게프로젝트리스트에 보인다면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만든것 입니다. 

그렇다면스마트폰테스트 프로젝트의이슈를등록해보겠습니다.



1. 프로젝트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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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만들기클릭1

-이슈 제목 : 문자가 전송되지 않는 결함
-프로젝트 : 스마트폰 테스트 프로젝트
-이슈 타입 : 버그
-우선 순위 : 긴급
-중요도 : 심각
-이슈 내용 : 문자 앱 실행 > 전화번호 입력 > 문자 전송버튼 클릭 시 문자가 전송되지 않음
-담당자 : 자기 자신

이슈정보입력2

아래의그림대로따라해 주세요.

저장클릭3



1. 프로젝트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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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스마트폰테스트 프로젝트와관련된이슈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이슈 제목위에 적혀있는정보에대해 간단히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키와 이슈 번호

앞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프로젝트 키에
TESTPHONE을 입력했던 것이 기억 나시나요?  
OWL ITS는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프로젝트에 속해있는 이슈인지
구분하기 쉽도록 프로젝트 키를 사용합니다.

이슈 상태

이슈의 현재 상태를 뜻합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2. 팀원초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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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1

팀원을초대해서스마트폰 테스트프로젝트를함께 진행해보겠습니다.

초대할팀원의이메일을
입력하고추가버튼클릭

2

스마트폰테스트프로젝트선택3

초대클릭4

초대한 팀원의 이메일 계정에 다음과 같은 메일이 전
송됩니다. 

‘OWL ITS 로그인’을 클릭하여 OWL에로그인하면 스
마트폰 테스트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초대됩니다. 
(계정이 없을 경우 회원가입)

초대받은이메일예시



2. 팀원초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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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클릭

1

팀원이프로젝트에초대되었는지확인해보려면, 프로젝트리스트를보시면됩니다.

클릭2-1 팀원확인가능2-2

초대한 팀원의 계정이 등록되어
있으면 초대가 완료된 것입니다.

초대한팀원계정확인3



3. 이슈타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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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타입관리가 무엇인지알아보겠습니다. 

이슈는프로젝트를진행하며발생할 수 있는모든 사건, 업무를말합니다. 

우리가스마트폰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이슈가발생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버그도있을 것이고, 개선사항도생길 것이고, 스마트폰을테스트 하기위한 테스트케이
스도 관리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종류별로관리하기편하게하는 기능이이슈 타입 관리입니다.

이슈의타입

버그 : 소프트웨어의결함

개선 : 결함은 아니지만사용자의편의성을위해 개선해야할 부분

요구사항 : 요구사항을관리하기위한 이슈

테스트케이스 : 테스트 케이스를관리하기위한 이슈



3. 이슈타입관리

20

이슈타입관리클릭1

이슈 타입이어떻게설정되어 있는지확인해봅시다. 아래그림대로 따라해 주세요.

이슈 타입관리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4가지이슈 타입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이슈를 만들때에도 4가지이슈타입이 나옵니다.



3. 이슈타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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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입만들기클릭1

그렇다면직접 이슈타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고객 문의로들어온이슈 타입도 OWL에 추가하려고합니다. 고객의소리(Voice Of Customer) 와관련된 이슈타입을 직접만들어 보도록하겠습니다.

-이슈 타입 명 : VOC   

-워크플로우 : 결함관리 워크플로우

-색상 : 원하는 색을선택해 주세요

정보입력2

저장클릭3



3. 이슈타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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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타입리스트와이슈 만들기의이슈 타입에 VOC가 추가되었다면

정상적으로이슈타입을 만든 것입니다.



4. 워크플로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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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이슈 타입 만들때 워크플로우라는걸선택했었는데, 여기서 워크플로우에대해 자세하게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란, 한국말로직역하면작업 흐름입니다. 즉, 처음부터끝까지 일하
는 흐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스마트폰에전원이 켜지지않는 버그가발견되었습니다. 이 버그를
해결하기위해

진행해야할 일의 순서는다음과같습니다.

1. 버그를등록하여개발자 에게 알린다.

2. 담당 개발자가버그를수정한다.

3. 수정이완료되면정상적으로버그가 수정되었는지확인한다.

이 일의순서가 워크플로우를의미하고워크플로우의각 단계는 이슈의상태를
의미합니다. 



4. 워크플로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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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에 만들어져있는 워크플로우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순서대로따라 해 주세요.

워크플로우관리클릭1

클릭2



4. 워크플로우만들기

25

이것이결함관리워크플로우입니다. 그림으로그려져있기 때문에한눈에 파악하기쉽습니다. 

워크플로우

‘결함 관리 워크플로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5개의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성 : 이슈가 생성된상태

-진행 : 이슈가 처리진행중인 상태

-확인 : 이슈의 처리결과를확인하는상태

-재진행 : 이슈를 다시처리해야하는 상태

-종료 : 이슈가 해결된상태

이슈 만들기에서(4page) 이슈를등록하고, 업무의흐름에따라 상태를변경
했던 것을기억 하시나요?

이슈의상태 진행 단계 = ‘워크플로우’ 입니다.

또한 화살표방향대로만이슈 상태를변경할수 있습니다. 



4. 워크플로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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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간단한워크플로우를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의그림대로따라 해 주세요.

워크플로우관리클릭1

클릭2



4. 워크플로우만들기

27

VOC 워크플로우를만들어 볼텐데요, 생성 -> 진행 -> 종료로 이루어진간단한 워크플로우를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VOC 이슈를 처리하기위한단계, 즉 상태(생성, 진행, 종료)를 추가해주어야합니다.

-워크플로우명 : VOC 워크플로우

워크플로우명1

- 생성선택 -> 넣기클릭

- 진행선택 -> 넣기클릭

- 종료선택 -> 넣기클릭

상태목록2

‘상태목록’ 에서상태를 선택하고, 넣기를클릭하면 오른쪽의화면처럼
상태가추가됩니다. 

상태를마우스로클릭하고 드래그하면위치를옮길 수있습니다.



4. 워크플로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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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입력했으니진행 순서를입력해야합니다. 아래의그림대로따라 해 주세요.

‘생성’에서 ‘진행’으로향하는 화살표를설정할수 있습니다. 

시작점 : 생성 / 종점 : 진행3

넣기클릭4



4. 워크플로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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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입력했으니진행 순서를입력해야합니다. 아래의그림대로따라 해 주세요.

‘진행’에서 ‘종료’로 향하는 화살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 : 진행 / 종점 : 종료5

넣기클릭6



4. 워크플로우만들기

30

이렇게원하시는작업 흐름에 따라워크플로우를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반드시 워크플로우를우리가 원하는이슈 타입과연결해 주어야합니다. 

이슈타입관리클릭1

연결된워크플로우

이슈 타입관리에서이슈 타입별로연결된 워크플로우를볼 수 있습니다.



4. 워크플로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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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타입에워크플로우를연결해보겠습니다. 앞에서만든 VOC 라는이슈에 VOC 워크플로우를연결하겠습니다.  아래의그림대로따라 해 주세요.

VOC 클릭1

‘VOC 워크플로우’ 입력2

저장클릭3



4. 워크플로우만들기

32

VOC의 워크플로우가변경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제 VOC 타입으로만들어진 이슈는 VOC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상태가변경될 것입니다. 



5. 상태관리

33

또한 워크플로우에들어가는상태도 추가가가능 합니다.

상태 관리메뉴에서상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대로따라해 주세요.

상태관리클릭1

상태만들기클릭2



5. 상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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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상태명입력 : 보류3

상태속성선택 : 진행4

저장클릭5

이렇게상태를 생성할수 있습니다.



기본상태속성 3가지

대기 : 이슈를 해결할 것인지, 그냥 넘어갈 것인지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

진행 : 해결 상태중인 이슈

종료 :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이슈

5. 상태관리

35

상태 속성이무엇인지알아보겠습니다. 기본으로제공되는속성 외에원하는 상태를만들어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속성 종료 속성대기 속성

결함관리워크플로우로예를들어 설명하면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속성 : 생성

- 진행속성 : 진행, 확인, 재진행

- 종료속성 : 종료

따라서생성하고싶은 상태가 워크플로우의첫 시작인지, 진행 중인
지, 마지막인지에따라서속성을잘 선택해서만들어야 합니다.



6. 사용자정의필드만들기

36

이슈 만들기에서우리가 입력할수 있는 입력필드는 프로젝트, 이슈타입, 내용, 담당자 등 입니다. 하지만이 입력필드로는부족할수 있습니다. 더많은 정보를가진 이슈를등록
하고 싶을때 사용자정의 필드 만들기를사용합니다. 

이번엔이슈에 소프트웨어의버전을 보여주는입력필드를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만들기



6. 사용자정의필드만들기

37

버전을보여주는사용자 정의 필드를만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에나오는순서대로 따라해 주세요.

사용자정의필드클릭1

필드만들기클릭2



6. 사용자정의필드만들기

38

‘버전’을보여주는사용자정의 필드를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의그림에 나오는순서대로따라 해 주세요.

버전입력3

문자열필드선택4

기본값 1.0 입력5

저장클릭6



6. 사용자정의필드만들기

39

‘버전’을보여주는사용자정의 필드가추가된 것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2

이제 이 사용자 정의 필드를 프로젝트에 연결 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래의순서대로따라 해 주세요. 

프로젝트클릭2



6. 사용자정의필드만들기

40

‘버전’을보여주는사용자정의 필드가추가된 것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하여사용중인필드로이동4

이슈타입에서버그선택3

저장클릭5



6. 사용자정의필드만들기

41

이제 스마트폰테스트프로젝트에버그 타입의이슈를등록할 때, 버전을입력할 수있습니다. 한번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슈제목입력1

‘스마트폰테스트프로젝트’ 선택2
버그선택3

이렇게사용자 정의필드가 추가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6. 사용자정의필드만들기

42

사용자정의 필드의유형 또한 선택이가능합니다. 앞에서만들어 봤던 ‘문자열 필드＇의경우, 입력필드에문자를 입력할수 있습니다.

원하시는정보에따라 필드 유형을선택하여저장해주세요.

필드유형선택1

-단일 선택 필드 : 여러개의 선택지중한 개만 선택가능
-다중 선택 필드 : 여러개의 선택지중복수의선택 가능



자주하는질문 (FAQ)
고객분들이자주질문하는 내용들을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언제든지 support@owlsolution.co.kr

또는 OWL ITS내 1:1문의로 알려주시기바랍니다.

mailto:support@owlsolution.co.kr


자주하는질문 (FAQ)

44

고객분들이자주질문하는 내용들을알려드립니다. 

Q) 이슈가종료되면내용을 수정할수 없나요?

A) 이슈 상태를변경한 후 내용수정가능 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따라해주세요

1. 종료된이슈에서이슈 상태 변경하기클릭

2-1. 변경가능한 상태가존재하는경우

다른 상태로변경 후저장 클릭 > 이슈 수정하기

2-2. 변경가능한 상태가존재하지않는 경우

워크플로우를변경해줍니다.(P.27 참고)

워크플로우관리클릭 > 해당 이슈와연결된 워크플로우클릭 > 시작점 = 종료, 종점 = 다른 상태선택 > 저장 클릭 > 내용수정할 이슈클릭 > 상태 변경하기 > 이슈 수정하기

Q) 등록한이슈 데이터를백업할수 있나요?

A) OWL ITS에서제공하는 엑셀다운로드기능으로가능합니다.  이슈목록 화면에서추가기능버튼에서엑셀 다운로드를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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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관이슈를 설정하는기능이있나요?

A) 현재 해당 기능은개발 중에있습니다. 조금만기다려주세요!

Q) 프로젝트관리자는 1명만지정할수 있나요?

A) 네. 프로젝트관리자는 1명만지정 가능합니다.

Q) 프로젝트관리자는어떻게변경하나요?

A) 프로젝트 관리자변경은아래의 순서를통해서 가능합니다.

1. 프로젝트클릭 > 관리자변경할 프로젝트클릭 > 관리자로지정되어있는 계정 X 클릭

2. 프로젝트팀원에관리자로변경할 계정이등록되어있다면 X 클릭

3. 프로젝트관리자를선택 > 저장 클릭

Q) 팀원을초대했는데팀원의계정으로는저의 이슈와프로젝트가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같은 업무공간에있는지확인하셔야합니다.

1. 팀장(초대한계정)의 계정의업무공간명을확인합니다. 업무공간은 OWL ITS의오른쪽상단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 팀원(초대받은 계정)의 계정에서업무공간을팀장과같은 업무공간으로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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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원탈퇴는 어떻게하나요?

A) 회원탈퇴 기능은프로필-> 정보 수정-> 회원탈퇴 순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탈퇴 시동일 계정으로는재가입이불가하니이 점 꼭 유의하시기바랍니다.

Q) 무료사용이 끝난후, 비용이 어떻게되나요?

A) OWL ITS는 1~10명까지 사용자는월에 $9로이용하실수 있고, 11명부터는 사용자당 $6으로이용 가능합니다.

Ex) 1명사용 =$9

5명사용 =$9     

10명사용= $9

11명사용 = 66$ ($6 x 11명)

15명사용 = 90$ ($6 x 15명)

Q) 서버설치형(패키지)으로 OWL ITS를사용하고싶습니다.

A) 패키지 버전은현재 개발 중에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supportowl@owlsolution.co.kr 로 문의주세요.

mailto:support@owlsolution.co.kr%EB%A1%9C


프로젝트이슈를관리하는가장쉬운방법

이슈 트래킹시스템 OWL ITS
(주)와이즈스톤 ㅣ 사업자 등록번호: 220-87-50221 ㅣ 대표이사: 이영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91 남강빌딩 6층 ㅣ supportowl@wisestone.kr

OWL ITS 바로가기

mailto:supportowl@wisestone.kr
http://owlsolu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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