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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법으로 객체보다 더 큰 재사용 단위인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에 학계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객체지향 방식으로 구현된 모델들은 정보 은폐과 캡

슐화를 지원함으로서 응집도 높은 객체들의 집합으로 컴포넌트를 식별하는 작업이 자연스러운 장점

이 있다. 그러나 객체가 다른 객체들과 관계와 상속 등으로 연결되는 반면에,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들 사이의 인터페이스 호출에 의한 의존도만 나타나며 기본적으로 상호 독립적이다. 따라서 객체지

향 모델을 컴포넌트 기반의 모델로 전환 시, 기존의 관계와 상속들을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로 추

출하여 제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의 객체 모델을 컴포넌트 기반의 객체 

모델로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침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 론 

객체가 재사용의 단위로는 너무 작다는 인식이 확

산되면서, 비즈니스의 재사용 단위로 컴포넌트에 학계

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컴포넌트는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

나 이상의 객체로 이루어진 블랙박스 형태의 재사용 

단위이다. 

기존의 객체지향 방식으로 모델링 된 시스템을 컴

포넌트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분석 

모델로부터 컴포넌트를 추출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추가된다. 이 때 객체지향 방식의 모델을 그

대로 사용할 경우, 적절한 컴포넌트 추출을 어렵게 만

드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많은 하부 클래스들

을 가지는 수퍼클래스의 상속 문제와 전역적으로 사

용되는 클래스의 컴포넌트 할당 등이 그 예이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 모델의 경우, 순수 객체지향으

로 분석 및 설계된 모델이 컴포넌트 기반의 모델로의 

전환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밝히고, 컴포

넌트를 추출하기 위한 모델로 정제하기 위한 지침들

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컴포넌트의 

특징과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

펴본다. 3 장에서는 기존의 객체기반의 객체 모델을 컴

포넌트 기반의 객체 모델로 전환 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4 장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

한 수정 지침들을 제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장

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컴포넌트 개발 방법론 

컴포넌트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다0. 현재 상용중인 컴포넌트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와 관련된 그 중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자치적인

(Autonomous) 비즈니스 개념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의 소프트웨어 구현물이며 보다 큰 비즈니스 시스템

의 재사용 요소로서의 개념을 표현하고, 구현하고, 전

개하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로 구현되어 있다

고 정의되고 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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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개발 방법론(CBD)으로는 Sterling 사의 

CBD96 표준과 ICON Computing 사의 Catalysis, HP 의

Fusion, Compuware 사의 UNIFACE 등이 발표되고 있

으나 아직 학계나 업계에서도 연구 중인 단계이다 

0000. 이들 컴포넌트 개발 방법론이 기존의 OMT 등

과 같은 객체지향 방법론과 가장 다른 점은 컴포넌트 

추출 과정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제안되고 있는 대

부분의 컴포넌트 개발 방법론들은 객체지향 모델링을 

기본으로 하며, UML 을 기본 모델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방법론들은 상위 수준의 Use Case 나 개념 수

준의 클래스들로부터 후보 컴포넌트를 추출하도록 제

안하고 있으며 동일한 Use Case 나 클래스가 서로 다

른 컴포넌트에 동시에 할당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

다0000. 

2.2. 객체 모델 

객체 모델은 객체지향 개념의 등장과 함께 제안된 

가장 일반화 된 모델로서 대상 시스템의 정적인 자료 

구조를 표현한다. 객체 모델이 기존의 구조적 방법론

의 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 Diagram)와의 가장 큰 차

이점은 정보와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결합시킨 캡

슐화와 정보 은폐, 그리고 상속(Inheritance)을 통한 추

상화 혹은 일반화 과정을 들 수 있다.  

캡슐화(Encapsulation)는 필요한 자료와 함수를 하나

의 단위로 묶어서 정의하는 것으로서 그 단위가 객체

가 된다0정보 은폐(Information Hiding)는 객체 내의 자

료를 외부로부터 숨긴 채, 공개된 메소드들을 통해서

만 허가된 정보를 접근하도록 하는 기법이다0정보 은

폐를 통하여 객체 내부의 자료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추상화(Abstraction)란 관련 있는 정보들을 일반화 

시켜서 수퍼클래스로 추출 함으로서 확장성과 적용성, 

재사용성을 확보하는 기법이다. 하위 객체가 상위 객

체에 대해서 “Is_A” 혹은 “Kinds_Of” 관계를 가지며 

동일한 기능은 상위 객체에서 한번만 구현해주고, 서

브 클래스들에서는 서로 상이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작업해주도록 함으로서 재사용성과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 장점을 제공한다. 

3. 객체지향 객체 모델의 문제점 

객체지향 개발 방법과 모델들의 여러 장점에 기반

을 두어 재사용의 단위를 객체에서 컴포넌트로 확장

한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방법론에서는 객체지향에서 

사용했던 여러 모델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객

체가 다른 객체들과 관계와 상속 등으로 연결되는 반

면에,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들 사이의 인터페이스 호

출에 의한 의존도만 나타나며 기본적으로 상호 독립

적이다.  

따라서 객체지향으로 분석된 모델들을 그대로 컴

포넌트 기반에 적용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 

경우의 하나가 상속이다. 상속을 통하여 자료들을 추

상화 시키고, 객체들간의 결합을 유도하여 재사용을 

강조하는 객체지향 모델은 컴포넌트들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컴포넌트 기반의 모델들과 잘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속의 종류와 그 특징들을 통해

서 살펴보도록 한다. 

3.1. 자료 상속 

자료 상속이란, 수퍼클래스가 서브클래스가 가지는 

자료들의 많은 부분을 가지며, 수퍼클래스의 재사용이 

자료에 비중을 두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서브클래스

들을 묶어서 자료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퍼클

래스 형태의 업캐스팅(Up-Casting)을 통해서 서브클래

스를 일괄 처리하도록 한다. 서브 클래스의 중복되는 

자료들을 일반화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수퍼클래스를 

추출한 경우로서 그림 1과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자료 상속의 경우, 서브클래스들끼리의 자료의 유

사성이 높은 관계로, 슈퍼 및 서브클래스들을 동일한 

컴포넌트에 할당 함으로서, 상속관계도 컴포넌트 내부

로 끌어들일 수 있다. 

Customer

CustomerID

Name

Address

RegisterDate

Phone

addCustomer()

searchCustomer()

removeCustomer()

Private

ResidentNumber

BirthDate

Sex

changeBirthDate()

Corporation

BusinessNum

ExecutiveName

changeExecutive()

 

그림 1. 자료 상속의 예 

3.2. 기능 상속 

기능 상속이란, 수퍼클래스가 서브클래스가 수행하

는 기능들을 대표하기 위해 추출된 경우이다. 서브클

래스는 수퍼클래스의 기능들을 상속받아서 사용되며, 

서브클래스들이 업캐스팅 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림 2는 기능 상속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Sales

sale()

Car Sale

carId

carName

compony

cost

color

Book Sale

bookId

bookName

author

Type

Pag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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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능 상속의 예 

자료 상속과 달리 기능 상속의 경우, 서브클래스들

간의 자료의 연관성이 적은 관계로, 서브클래스가 서

로 다른 컴포넌트로 할당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럴 

경우 수퍼클래스와의 상속 관계는 컴포넌트들간의 결

합도(Coupling)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수

퍼클래스의 선언부를 어디에 할당하느냐에 따라 컴포

넌트들간의 의존도도 영향을 받게 된다. 

4.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을 위한 객체 모델의 전환 

지침 

본 장에서는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을 위하여 3 장

에서 제시된 상속의 종류 중, 컴포넌트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상속의 경우에 대하여, 그 유형들과 각 

유형별 컴포넌트 할당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순수 허상(Virtual) 기능 상속 

수퍼클래스가 자료의 공유 없이 공통 기능만을 가

지면서,그 구현 또한 서브클래스가 담당하는 경우로, 

수퍼클래스는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는 먼저 서브클래스들을 중심으로 컴포넌트 

추출을 하고, 서브클래스들이 서로 다른 컴포넌트에 

할당되는 경우, 수퍼클래스를 없앤다. 이 수퍼클래

스는 서로 다른 컴포넌트들의 인터페이스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하부 클래스들간의 의존도가 약

하므로 컴포넌트들간의 결합도도 낮아진다. 

Sales

sale(id)

return(id)

<<interface>>

Car Sale

carId
carName

compony

cost
color

Book Sale

bookId
bookName

author

Type
PageNum

Car Sale

carId
carName
compony

cost

color

Book Sale

bookId
bookName
author

Type

PageNum

sale(id)
return(id)

sale(id)
return(id)

A 컴포넌트 B 컴포넌트

☞

 

그림 3. 순수 허상 기능 상속의 예 

4.2. 순수 실상(Concret) 기능 상속 

수퍼클래스가 자료의 공유 없이 공통 기능만을 가

지지만 구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퍼클래스의 인스턴

스 생성이 가능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실제 

모델로 나오기가 어렵다.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인스턴스도 가지지 않고 기능만을 가지는 

경우, 내부 함수들이 C++의 MATH 와 같이 static 함

수일 경우가 그 경우에 속한다. 

Add_Multiplex

add()
minus()

multiplex()
divide()

Add_Multiplex

add()
minus()

multiplex()
divide()

A 컴포넌트

☞

SquareRoot

squareRoot()

SquareRoot

squareRoot()

 

그림 4. 순수 실상 기능 상속 

이 때는 수퍼클래스와 서브클래스가 동일한 컴포

넌트에 할당할 수 있으며, 이 때 식별된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들의 하부 계층에 위치하며 라이브러

리와 유사한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하게 된다. 

4.3. 허상(Virtual) 기능 상속 

수퍼클래스에 기능과 함께 일부 정보들을 포함하

고 있으나, 수퍼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때, 수퍼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한다. 

Sales

id

cost

sale(id)

return(id)

<<abstract>>

Car Sale

carName

compony

color

Book Sale

bookName

author

pageNum

Car Sale

cost
carId

carName

compony

color

sale()

return()

Book Sale

cost

bookId

bookName

author

pageNum

sale()

return()

A 컴포넌트

☞

B 컴포넌트

 

그림 5. 허상 기능 상속 

컴포넌트 식별 단계 시, 상위의 허상 클래스는 제

외하고 작업한다. 만약 서브클래스가 서로 다른 컴포

넌트에 할당될 경우, 수퍼클래스를 제거하고, 수퍼클

래스에 선언된 자료와 기능들을 서브클래스로 내린다. 

서브클래스들이 동일한 컴포넌트에 할당될 경우, 수퍼

클래스를 살린 채, 해당 컴포넌트에 할당시킨다. 

4.4. 실상(Concret) 기능 상속 

수퍼클래스가 일부 자료들을 공유하며, 인스턴스 

생성 또한 가능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자료 상속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데 수퍼클래스의 추상화가 기능의 

재사용에 맞추어져 있는지 자료의 재사용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료 상속인지 기능 상속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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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상 기능 상속 

먼저 상위의 실상 클래스를 포함하여 컴포넌트 식

별 작업을 한 후, 서브클래스 일부가 수퍼클래스가 포

함되지 않은 다른 컴포넌트로 할당된 경우, 수퍼클래

스의 속성들과 기능을 내려받는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 방식의 객체모델을 컴포너느 

기반의 개발에 적용 시 예상되는 기능 상속에 관한 

문제점들과 각 유형별 지침들을 제안했다. 이 지침들

은 도메인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지

만,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컴포넌트를 추출하기 위하여 

객체들간의 상속을 포함한 관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객체지향의 각 모델들을 검토하고, 컴포넌트 

기반 모델로의 전환 시에 필요한 실무 지침들을 개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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