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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지금까지 제안되어 온 객체지향 설계기법들은 소

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들면 객체지향 소프트. ,

웨어는 클래스와 프레임워크들로 구성되어 모듈화를

제공하고 재사용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므로써 새,

로운 기능추가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고. ,

있는 계승기능에 의해 기존 클래스를 변경하지 않,

고서도 특화된 클래스를 도입하므로써 재사용 및 유

지보수에 기여하고 있다.1)

한편 설계결과물의 재이용에 관한 연구분야로서,

최근에는 객체지향 설계패턴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

고 있다 객체지향 설계패턴이란 객체지향 소프트웨. ,

어 개발시 여러 가지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설계상의

본 연구는 학년도 선문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슴1999 .

일반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결책들을 클래스 객체 메, , ,

소드 등의 주요 설계요소들의 정적 및 동적구조와

협조관계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1,2,3].

본 논문에서는 몇가지 설계패턴들이 기본적인 프,

로그램 변환조작들을 조합한 형태로 표현가능함을

보이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변환들이 자동화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프로그램 변환의 자동화에 의.

해서 소프트웨어 진화에 따르는 비용의 절감과 프,

로그래밍 오류발생의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설계패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프, ,

로그램 변환과 소프트웨어 진화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설계패턴2.

설계패턴은 객체지향 설계에 있어서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

로서 메소드에 대한 다양한 구현기법과 적합한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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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반적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장 또는 재구성 등의 요구변화에 의해 소프트웨,

어는 진화한다 설계패턴은 객체지향 소프트웨어를 확장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들을 표현한.

것으로서 소프트웨어 설계에 있어서 목표치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 .

문에서는 주어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일련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변환조작들을 적용하여 목

표상태로 재구성하여 진화시키기위한 몇가지 설계패턴 변환기법들을 제안한다 기존의 객체.

지향 어플리케이션의 재구성 및 진화를 위하여 설계자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도구의 개발에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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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넌트의 생성 그리고 다양한 인터페이스에 클래스,

를 적합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해결방법들을 기술하

고 있다 이와같은 패턴들은 나. Smalltalk ET++, Ma

등과 같은 각종 어플리케이션과cApp, InterViews

툴킷 등에서 발견되어 왔다[4,5,6].

본 절에서는 추상공장 설계패(Abstract Factory)

턴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프로그램 변환으로써,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에 사용될 클.

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에 준하는 표기법을 사UML

용하기로 한다.

설계패턴의 예2.1

추상공장 설계패턴은 와 에서 채InterViews ET++

용되었으며 적합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

그림 의 클래스들을 살펴보자 슈퍼클래스 은1 . Frame

개의 서브클래스 과 를 가2 (MacFrame Win98Frame)

지고 있다 또한 클래스도 와. , ScrollBar MacScrollBar

등 개의 서브클래스를 가지고 있Win98ScrollBar , 2

다 일반적으로 의 스크롤바는 환경에서. Win98 Win98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 윈도우에서 의 스. Mac Win98

크롤바가 동작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지

만 이와같은 객체들의 조합이 적합하게 기능을 발,

휘할지는 의문이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한 적합한 해법을 그림 에 나2

타내었다 추상공장 는 추상클래스로서. GUIFactory

정의되고 프레임과 스크롤바 등과 같은 새로운, GUI

객체들을 생성해주는 메소드들을 제공한다 또한. , W

와 와같은 클래스들이in98Factory MacFactory GUIF

의 서브클래스로서 정의된다 와actory . Win98Factory

는 의 객체와 의 객체들만을MacFactory Win98 Mac

각각 생성한다 실행시에는 적절한 구상공장. , (concre

객체가 생성되며 윈도우 시스템상의 객te factory) ,

체들을 생성시키기 위한 요청들이 이와같은 공장객

체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생성되는 모든 객체. , GUI

들간의 상호협조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변환으로서의 설계패턴2.2

설계패턴은 프로그램 변환에 대한 목표상태를 정의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들어[6]. , Win98Fram

과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는 임의의e Win98ScrollBar

어플리케이션 에 대하여 환경에서 사용하기A1 , Mac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을 로 변경시킬 필요가A1 A2

있다고 가정하자 이와같은 변환을 위하여 추상공장.

설계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즉(Abstract Factory) . ,

어플리케이션 의 과A1 Win98Frame Win98ScrollBar

클래스에 추상공장 패턴을 적용하므로써 어플리케,

이션 의 코드를 의 코드로 변경시킬 수 있다A1 A2 .

기존의 설계패턴들을 종합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 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본적인[7] ,

변환조작들을 조합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아울러. ,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일련의 기본적인 변환조작들

을 자동화하여 오류발생을 억제하고 기존의 소프트

웨어에 대한 진화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을 기대

할 수 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변환3.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변환은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시스템내의 클래스 및 프레임워크들을 변경시키기

위한 조작들을 의미한다 각 변환조작들은 설명 인. , ,

수들의 리스트 변환전의 상태 초기상태 변환후의, ( ),

상태 목표상태 사전조건 등의 속성들로써 정의된( ),

Frame

MacFrame Win98Frame

ScrollBar

MacScrollBar Win98ScrollBar

Frame

MacFrame Win98Frame

ScrollBar

MacScrollBar Win98ScrollBar

그림 1 프레임 및 스크롤바 클래스의:

계층구조

GUIFactory

CreateFrame()

CreateScrollBar()

MacFactory

CreateFrame()

CreateScrollBar()

Win98Factory

CreateFrame()

CreateScrollBar()

Frame

MacFrame Win98Frame

ScrollBar

MacScrollBar Win98ScrollBar

Client

Factory

Product

GUIFactory

CreateFrame()

CreateScrollBar()

MacFactory

CreateFrame()

CreateScrollBar()

Win98Factory

CreateFrame()

CreateScrollBar()

GUIFactory

CreateFrame()

CreateScrollBar()

GUIFactory

CreateFrame()

CreateScrollBar()

MacFactory

CreateFrame()

CreateScrollBar()

Win98Factory

CreateFrame()

CreateScrollBar()

Frame

MacFrame Win98Frame

Frame

MacFrame Win98Frame

ScrollBar

MacScrollBar Win98ScrollBar

Client

Factory

Product

그림 2 추상공장 설계패턴: (Abstract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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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결과 를 토대로 몇가지 패, [7]

턴변환기법들을 제안한다 특히 소스코드에 대한 초. ,

기상태 및 목표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스타일C++

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인수리스트에서 와. , iv* m

는 각각 개 이상의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를*() , 0

표시한다 그리고 명시되지 않은 인스턴스 변수 및. ,

메소드들은 프로그램 변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

는다고 가정한다.

계승형 패턴변환3.1 :

Inherit(C1, C2, vm2*(), m2*(), iv2*)

설명(1)

계승형 패턴변환은 기존의 임의의 두 클래스 과C1

사이에 새로운 계승관계를 설정한다 이때 서브C2 . ,

클래스 의 메소드 와 변수 가 슈퍼클래C2 m2*() iv2*

스로 상향 배치되며 슈퍼클래스 에는 가상함수, C1 v

가 추가된다m2*() .

인수 리스트(2)

계승형 패턴변환의 인수들은 다음과 같다.

C1․ 슈퍼클래스의 이름:

C2․ 서브클래스의 이름:

vm2*()․ 서브클래스에 의해 제공될 슈퍼클래스:

의 가상함수들

m2*()․ 서브클래스에서 슈퍼클래스로 상향 배치:

될 메소드들

iv2* :․ 서브클래스에서 슈퍼클래스로 상향배치될

인스턴스 변수들

초기 및 목표상태(3)

그림 에는 계승형 패턴변환에 대한 초기 및 목표상3

태를 나타내었다.

사전조건들(4)

계승형 패턴변환의 사전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클래스들이 의 서브클래스로서 존재하는C1

경우 가상함수 를 지원해야 한다, vm2*() .

․서브클래스 는 슈퍼클래스 의 모든 가상함수C2 C1

들을 지원해야 한다.

․서브클래스 로부터 상향배치된 메소드 는C2 m2*()

서브클래스의 메소드 또는 인스턴스 변수들을 직

접 참조해서는 않된다.

공장조작형 패턴변환3.2 :

FactoryMethod(C1, C2, m(), C3, v)

설명(1)

공장조작형 패턴변환은 클래스 의 객체들을 생C2

성하는 메소드 을 클래스 에 추가한다 프로그m() , C1 .

램 내에서 메소드 을 호출하면 로 변환m() new C2

되어 실행된다 에 의해 의 객체가 복귀될. v->m() C2

수 있도록 한다.

인수 리스트(2)

C1․ 공장 클래스의 이름: (factory)

C2․ 제품 클래스의 이름: (product)

m()․ 새로운 제품 생성을 위해 추가될 공장메소:

드의 이름

C3․ 메소드 에의해 복귀되는 객체의 클래스: m()

v :․ 메소드 을 지원하는 객체를 복귀시키는m()

표현식

초기 및 목표상태(3)

사전조건들(4)

․ 에 이 이미 존재해서는 않된다C1 m() .

․ 는 이거나 의 슈퍼클래스이어야 한다C3 C2 C2 .

․ 는 가 출현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항v new C2

상 정당한 표현식이어야 한다.

대체형 패턴변환3.3 : Substitute(C1, C2, C3)

설명(1)

대체형 패턴변환은 클래스 에 대한 클래스 의C2 C1

C1

C2

vm2*()
m2*()
iv2*

Class C1{
… // rest of C1

}

Class C2{
vm2*(){ … }
m2*(){ … }

iv2*;
… // rest of C2

}

(a)초기상태

C2

C1

vm2*()
m2*()
iv2*

class C1{
virtual vm2*();
m2*(){ … }

iv2*;
… // rest of C1

};

Class C2 : public C1{
vm2*(){ … }
… // rest of C2

};

(b)목표상태

C1

C2

vm2*()
m2*()
iv2*

Class C1{
… // rest of C1

}

Class C2{
vm2*(){ … }
m2*(){ … }

iv2*;
… // rest of C2

}

(a)초기상태

C2C2

C1

vm2*()
m2*()
iv2*

C1

vm2*()
m2*()
iv2*

class C1{
virtual vm2*();
m2*(){ … }

iv2*;
… // rest of C1

};

Class C2 : public C1{
vm2*(){ … }
… // rest of C2

};

(b)목표상태

그림 계승형 패턴변환3 :

C1 class C1{
… // rest of C1

};

class C2{
… // rest of C2

};

main(){
C2 *tmp;
tmp = new C2;
… // rest of main

}

(a)초기상태

class C1{
C2 *m(){ 

return new C2;  }
… // rest of C1

};

class C2 {
… // rest of C2

};

main(){
C2  *tmp;
tmp = v->m();
… // rest of main

}

(b)목표상태

C2

C1

m()

C2

New C2

C1C1 class C1{
… // rest of C1

};

class C2{
… // rest of C2

};

main(){
C2 *tmp;
tmp = new C2;
… // rest of main

}

(a)초기상태

class C1{
C2 *m(){ 

return new C2;  }
… // rest of C1

};

class C2 {
… // rest of C2

};

main(){
C2  *tmp;
tmp = v->m();
… // rest of main

}

(b)목표상태

C2C2

C1

m()

C2C2

New C2

그림 공장조작형 패턴변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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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를 클래스 로 대체시킨다 내의 모든 인스C3 . C1

턴스 변수들 메소드의 복귀값의 형 메소드의 인수, ,

들 메소드 내의 지역변수들 등에 대한 포인터들이,

변경된다 클래스 에 있는 에 대한 인터페이스. C2 C1

를 클래스 에서 지원해야 한다C3 .

클래스 가 구상클래스인 경우 로 기술C3 , new C2

된 모든 부분이 로 치환된다 반면에 가new C3 . , C3

의 추상 슈퍼클래스인 경우 패턴변환이 수행되지C2 ,

않는다 그밖의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된다. .

인수 리스트(2)

C1․ 변환 대상이 되는 클래스:

C2․ 과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 대체전: C1 ( )

C3․ 과 새로이 관련되어질 클래스 대체후: C1 ( )

초기 및 목표상태(3)

사전조건들(4)

․ 가 갖는 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가 지원해C2 C1 C3

야 한다.

․ 의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되돌려주는 의 메C2 C1

소드에 대한 호출은 의 객체에 대해서도 오류없C3

이 수행되어야 한다.

․ 내에 와 같은 문장이 포함된 경우C1 new C2 , C3

는 의 슈퍼클래스이거나 구상클래스이어야 한다C2 , .

그 밖의 패턴변환3.4

위에서 제안한 가지 패턴변환외에도 본 연구에서3 ,

는 가지 패턴변환을 추가 사용하였다 먼저 클래스2 . ,

생성형 패턴변환CreateClass 은 인수로 주어진(C1) ,

이름을 갖는 새로운 클래스 을 생성한다 또한 인C1 . ,

스턴스변수생성형 패턴변환 CreateInstanceVariabl

e 은 클래스 내에 새로운 인스턴(C1, type, iv, init) , C1

스 변수 를 추가한다 이때 에 지정된 형이iv . , type

인스턴스 변수 의 형으로 지정되며 초기화를 위한iv ,

표현식이 에 기술된다init .

프로그램 변환4.

여기서 살펴볼 예제에서는 형 엔진과, DOHC1_8 H

형 타이어를 장착한 현대 소나타승용차를 생T2000

산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진화발, ․
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패턴변환의 적용예를

살펴본다 위 승용차는 최대 만 까지 운행할. 100 Km

수 있으며 운행중에 타이어 및 엔진을 교환할 수,

있다 이 예제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6(a)

와 같다.
1)

2)

위의 프로그램은 소나타승용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다른 형태의 승용,

차를 생산하여 운행하려고 한다면 위의 프로그램을,

일반화해야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객체지향 패턴변환들,

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변환후의 프로그램이 보다,

수월하게 확장 및 재이용가능함을 보인다.

단계 슈퍼클래스 와 의 추가<1 : Tire Engine >

클래스생성형 변환(CreateClass 을 사용하여) Engi

과 를 생성하고 계승형 변환ne Tire , (Inherit 를 사용)

하여 각각 과 의 슈퍼클래스로 정DOHC1_8 HT2000

의한다 변환후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와. 6(b)

같다.

1.1 CreateClass(Tire)

1.2 CreateClass(Engine)

1.3 Inherit(Tire, HT2000, , {Drive},∅
{km, max_km})

1.4 Inherit(Engine, DOHC1_8, , {Drive},∅
{km, max_km})

단계 와 사용을 위한 클래스의<2 : Tire Engine Car

일반화>

위에서 추가한 와 을 클래스 에서Tire Engine Car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형 변환(Substitute 를 적용)

하여 각각 과 과 대체시킨다 그림, HT2000 DOHC1_8 .(

6(c))

2.1 Substitute(Car, HT2000, Tire)

2.2 Substitute(Car, DOHC1_8, Engine)

단계 구상공장 의 생성<3 : SonataFactory >

현 단계에서는 타이어와 엔진을 생성하기 위한 구

상공장 을 구축할 수 있다 클래스(concrete factory) .

에 임의의 인스턴스 변수를 추가하여 프로그램App ,

지면부족으로 인하여 상세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생1) ,

략함.

class C1{
C2 *iv*;
C2 *m1(…){
…}

m2(…, C2 *v*, …){
…

}
};

(a)초기상태 (b)목표상태

C3C1

C2

class C1{
C3 *iv*;
C3 *m1(…){
…}

m2(…, C3 *v*, …){
…

}
};

C3C1

C2

class C1{
C2 *iv*;
C2 *m1(…){
…}

m2(…, C2 *v*, …){
…

}
};

(a)초기상태 (b)목표상태

C3C1

C2

C3C1

C2

class C1{
C3 *iv*;
C3 *m1(…){
…}

m2(…, C3 *v*, …){
…

}
};

C3C1

C2

C3C1

C2

그림 대체형 패턴변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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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될 구상공장 을 저장한다(SonataFactory) .

에는 적절한 타이어와 엔진을 생성하SonataFactory

기 위한 공장조작들 들을 추가한다(factory methods)

그림( 6(d)).

3.1 CreateClass(SonataFactory)

3.2 CreateInstanceVariable(App, SonataFactory*

, car_factory, new SonataFactory)

3.3 FactoryMethod(SonataFactory, HT2000,

MakeTire, Tire, app->car_factory)

3.4 FactoryMethod(SonataFactory, DOHC1_8,

MakeEngine, Engine, app->car_factory)

단계 슈퍼클래스 의 추가<4 : CarFactory > ]

를 의 슈퍼클래스로서 정CarFactory SonataFactory

의한다 그림( 6(e) ).

4.1 CreateClass(CarFactory)

4.2 Inherit(CarFactory, SonataFactory,

{MakeTire, MakeEngine}, , )∅ ∅
단계 사용을 위한 클래스의 일<5 : CarFactory App

반화>

대체형 변환 을 적용하여 클래스 가(Substitute) , App

를 엑세스할 수 있도록 변환시킨다 변환CarFactory .

결과는 그림 과 같다6.1(f) .

5. Substitute(App, SonataFactory, CarFactory)

위와같은 일련의 패턴변환을 적용한 후의 프로그램

은 구상공장 및 추상공장SonataFactory CarFactor

를 포함하고 있다 의 객체들은 와y . CarFactory Tire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하며Engine , SonataFactory

는 소나타승용차에 필요한 의 객체와HT2000 DOHC

의 객체들을 생성한다1_8 .

패턴변환된 프로그램은 추상공장(Abstract Factor

설계패턴을 채용하므로써 일원화된 자동차부품들y)

을 생성할 수 있게된다 초기상태 및 최종상태의 각.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비교해 보면 변환후의 프로,

그램이 다소 복잡해지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잇점이

있다.

초기 설계에 포함된 타이어와 엔진의 상태 및(1)

동작을 계승하는 다른 종류의 타이어와 엔진을 용이

하게 추가할 수 있다.

기존 소나타 승용차의 엔진 또는 타이어 교환(2)

시 의 공장조작들만을 수정하면 된다, SonataFactory .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적절(3)

한 공장을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종류의 구상공장이 구현되면 새로운 자동(4) ,

차를 도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재사용이 보다 수

월해 진다.

결론5.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중에서 진화단계의 비용은 전

체 개발비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재사용기법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설계패턴의 사용에 의하여 설. ,

계산출물들에 대한 재사용의 촉진과 소프트웨어의

융통성 및 확장성 등과 같은 품질특성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설계패턴들은

파라메터화된 변환조작들로 분해될 수 있으며 패턴,

변환에 따른 사전조건들의 검사 및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변환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소프트웨어의 진화 및 발전,

에 설계패턴의 변환을 지원하는 자동화 도구를 개발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도구에 의해 새로운 오류. ,

발생의 억제와 클래스와 프레임워크 그리고 프로그, ,

램의 일반화 및 진화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확장성 및 재사용성이 풍부한 소프트웨어구축이 보

다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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