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1.

컴퍼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CBD : Component

은 소프트웨어 개발의Based Software Development)

최상의 경쟁적인 전략으로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컴포넌트들의 커스

터마이징과 조립에 의해 응용 개발의 생산성과 유지

보수성을 보장하며 발전된 인터넷 활용 기술의 지,

원을 통해 컴퍼넌트 보급과 획득의 대중화는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미들웨어 그리고 도메인 응,

용에 이르기까지 보증되어진 체계로서 적용되고 있

다 이미 컴퍼넌트 시장이 형성되어 컴퍼넌트의 개발.

과 유통 그리고 획득과 시스, 템으로의 통합을 위한

컴퍼넌트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1] 하지.

만 현재까지도 컴퍼넌트 분류와 개발 커스터마이징,

을 위한 명확하고 정규화된 인터페이스 명세가 표준

화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컴퍼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

화된 인터페이스 명세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 하부 구조를 정의하고 소프트

웨어 전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컴퍼넌트 생성과 사

용 평가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컴퍼ABCD

넌트 아키텍쳐 모델을 정의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

로 컴퍼넌트의 기능 및 서비스 구현시의 행위적인

정규 서술과 컴퍼넌트 조립을 위한 일반적인 메소드

를 제공함으로써 컴퍼넌트를 개발하고 로의 전CBD

개에 적용함에 충분한 컴퍼넌트 명세 방법을 연구,

제시한다.

관련 연구2.

의 개념과 연구 현황2.1 CBD

는 이미 생산 배급되어진 각 부품들 즉 컴CBD , ,

퍼넌트들을 비즈니스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소프

트웨어 프로덕트의 군 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컴( ) .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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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활발히 연구되어 오고 있는 컴퍼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컴퍼넌트의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응용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생산성과 유지보수성 그리고 신뢰성을 보장한다 그. 러

므로 인터페이스 명세 정의는 컴퍼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 과제이다 컴퍼.

넌트 기반의 응용 시스템 생성 프로세스는 컴퍼넌트 아키텍쳐 정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컴퍼넌트의

명세화 그리고 컴퍼넌트 프레임워크로 적용의 단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준 하부 구조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 전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컴퍼넌트,

생성과 사용 평가를 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컴퍼넌트 아키텍쳐 모델 즉, , ABCD(Architecture-Base

Component- Common Component-Domain Component) 아키텍쳐를 제안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

컴퍼넌트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기존의 컴포넌트 명세가 가지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컴퍼

넌트 명세 표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다양한 형태의 구현 컴퍼넌트( 1)

퍼넌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스템의 요구 상황에,

적절하게 다양한 의미로 플러깅 되어질 수 있는 블,

랙박스화된 실행성의 시스템 모듈이다 따라서. CBD

에서 컴퍼넌트는 특정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목적 달

성을 위해서 조합을 통해 응용의 일부로서 혹은 더

큰 의미의 또 다른 컴퍼넌트로서 서비스된다 그림. (

은 다양한 스케일의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의미1)

조합 구현되는 컴퍼넌트를 도식화 한 것이다, [2].

현재는 공인된 특정 영역의 소프트웨어 컴퍼넌트

라이브러리 구축을 중심으로 컴퍼넌트 등록과 유지

보수 탐색 선택 검색 및 조립을 위한 기술과 도구, , ,

개발이 실질적인 사업 이슈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 (

는 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 들의 상관 관계로2) CBD

EC(Element Component), CC(Common Component)

그리고 SC(Scenario Component) 들의 생성과 조립,

관리를 위한 도구의 지원을 나타낸다.

컴퍼넌트 아키텍쳐2.2

컴퍼넌트 아키텍쳐는 컴퍼넌트들의 독립성과 상호

협력을 위한 기초로서 필수적으로 컴퍼넌트와 그들

의 동작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규화하고 인터페

이스의 표준화를 규정한다.

현재의 기존 아키텍쳐 모델은 분산 컴퓨팅을 위

한 다중 솔루션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정의되였다.

대중적인 아키텍쳐로 의 와OMG OMA(CORBA)

의 의 가 있다IBM Sanfrancisco, Sun EJB

그림( 2 를 위한 지원 도구의 구성) CBD

기법 설명

Contract

간의 약속 명시Server_Broker_Vender․
기본약정 로 인자예외 명시: OOP, IDL Operation, I/O ,①
행위약정 선 후 불변조건의 으로 행위 검증: / / assertion②
동기화약정 메소드 사이의 동기화 고려한 행위 기술:③
컴퍼넌트 사이의 순차성 병행성 혼합성 관계 서술- , ,

서비스 품질 약정 행위들의 정량화:④

Modeling
기반의 컴퍼넌트 정의UML․
기존 모델링 기술에 스테레오 타입 인터페이스 클래스- , ,

실현 관계를 추가하여 표현
패키지 클래스 시퀀스 컴퍼넌트 다이어그램- , , ,

Formal
Spec.

아키텍쳐 정의 언어 프레임워크 정의 언어로 작성,․
언어- Wright, COM, CORBA, Z

시스템 통합의 불일치 제거 명세 검증- ,

표 컴퍼넌트 인터페이스 서술 방법< 1>

컴퍼넌트 명세2.3

컴퍼넌트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컴퍼넌트의 개발,

관리 사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컴퍼넌트,

명세는 로의 전개를 위한 기초적인 세부 작업CBD

을 확정하며 컴퍼넌트 개발과 사용을 위한 유일한

식별 수단이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정규화된 명세를.

갖는 컴퍼넌트만이 의미를 가진다.

현재 제시된 컴퍼넌트 명세 방법은 크게 인터페이

스 기술 방법에 따라 표 과 같이 구분된다< 1> [5, 6].

제안한 명세를 통해 컴퍼넌트 생성을 위한 접근은

특정 영역 전문가에 의한 기능적 컴퍼넌트 추출1)

과 도메인 분석을 위해 객체지향 방식의 도입에2)

의한 컴퍼넌트 식별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역공, 3)

학을 통한 식별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어떤( 3).

접근 방법에 의한 컴퍼넌트 생성이든지 오퍼레이션

의 집합인 인터페이스가 명확히 정의내려진 컴퍼넌

트 명세의 정규화를 통한 컴퍼넌트의 공개와 보급이

필수적이다.

컴퍼넌트 아키텍쳐와 컴퍼넌트 명세3.

개요3.1

본 논문에서는 컴퍼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의 궁극적인 귀결을 컴퍼넌트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

한 컴퍼넌트 시스템 생성의 자동화로 정의한다.

그림 컴퍼넌트 생성을 위한 접근 방법( 3)



그림( 4 컴퍼넌트 아키텍쳐와 명세 프레임워크) ,

따라서 본 논문의 동기와 의의를 그림 을 통해( 4)

나타낸다 먼저 컴퍼넌트 아키텍쳐 모델을 정의하. ,

고 컴퍼넌트 명세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향후 연, .

구로 컴퍼넌트 프레임워크 구축으로의 접근을 제시한다.

컴퍼넌트 아키텍쳐3.2 ABCD

아키텍쳐 생성을 위한 요구 사항(1)

컴퍼넌트 아키텍쳐는 관련된 다른 종류의 컴퍼넌

트들을 연관시키기 위한 표준 계층으로 컴퍼넌트의

획득 이해 조립을 위한 레이아웃을 제시함으로써, ,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컴퍼넌트들을 식별하고,

검색하며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컴퓨팅 환경 하.

에서 비지니스 솔루션을 위한 표준 모델로 ABCD

(Architecture-Base Component-Common Component

-Domain Component) 아키텍쳐를 제시한다 본 아키텍.

쳐는 를 기초로 멀티 벤더 멀티 솔루션의Sanfrancsico /

통합을 위해 컴퍼넌트의 스코프와 추상성 입자성을 기,

준으로 계층적 분류를 시도했다 다음은 아키텍. ABCD

쳐 정의를 위한 원칙이다

.

비즈니스를 위한 컴퍼넌트와 일반적인 시스템 요구 컴퍼넌트로
구분하고 기반이 되는 필수 컴퍼넌트와 부가적이고 선택적인,
컴퍼넌트로 구분한다 또한 완성되어 수정이 불가한 컴퍼넌트.
와 패턴 형식의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컴퍼넌트로 분류하며
컴퍼넌트 제공 서비스의 범주에 따라 계층적 관계를 형성하는
군으로 정의한다 기존에 정의된 분산 서비스의 컴퍼넌트를 계.
층에 포함시킨다.

그림 은 아키텍쳐이다 전체 개의 계층으( 5) ABCD . 4

로 구성되며 각 계층의 특징은 표 와 같이 정의< 2>

된다.

와 계층은 미들웨어 역할의 와 분산 객체A B API

서비스 위한 기본 포맷 하부적이고 물리적을 플랫,

폼을 제공한다 따라서 계층 에는 나. B CORBA EJB

와 같은 분산 객체 컴퍼넌트들이 포함된다.

그림( 5 컴퍼넌트 아키텍쳐) ABCD

계층 는 많은 응용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능C

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중 도메인 상의 일반화된 메

카니즘을 지원한다 이 계층은 비즈니스 응용의 핵.

심 컴퍼넌트로서 공통 컴퍼넌트 영역을 두 개 계층

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를 위한 풍부한 조립 자. CBD

원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커

스터마이즈 가능한 패턴을 포함하여 컴퍼넌트의 재

사용 스코프를 확장한다 그리고 계층 는 수직적. D

도메인을 위한 특정 응용 컴퍼넌트이다 특히 비즈. ,

니스 영역 내에서 카테고리 되어진 컴퍼넌트 집합을

제공함으로써 조립시의 부가 비용을 축소화한다.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아키텍쳐 적용(2) ABCD

아키텍쳐에 의해 정의된 계층에 따라 분류ABCD

된 비즈니스 영역의 요구 컴퍼넌트들은 로의 전CBD

개를 위한 실제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설명할 수 있다.

계층 이름 특징
A Architecture

platform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멀티 벤더 응용 구축을 위한/․
하부적인 물리적 플랫폼

B
Base

application
component

분산 컴퓨팅을 위한 미들웨어적인 통합 및 기존의API․
분산 객체 서비스 지원
응용에 하부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공통적인 컴퍼넌트․
벤더 독립적 장비 지향적 서비스,․
기존의 분산 환경 멀티 응용 컴퍼넌트 이용․

C
Common
business
component

비즈니스 응용을 위한 실행성의 기능성 컴퍼넌트․
비지니스의 기초 해결군Categorized component :․

확장적인 컴퍼넌트들 집합 범주화된 클래스들- ( )
작업 프로세스 컴퍼넌트 프레임워크의 부분- :
확장 변경을 통한 응용 전개 설계 패턴 포함- , ( )

도메인에 공통적 독립적Common component : ,․
작은 규모로 비즈니스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Core․ 영역의 논리수행에 핵심적 프로세스component :
- 도메인 컴퍼넌트로 상향조정 가능
독립적인 작업 프로세스 단위-

D Domain
component

각 비즈니스 영역별 필요 컴퍼넌트․
직접 활용되는 실행 모듈 형태-
도메인 응용의 기본적인 빌딩 블록-

- Categorized Component

표< 2 컴퍼넌트 아키텍쳐의 각 계층들>



그림( 6 인터넷 영역 컴퍼넌트의 계층)

그림 은 인터넷 기반의 응용 도메인에서 식별( 6)

된 컴퍼넌트의 계층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인.

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컴퍼넌트들을 탐색하여

아키텍쳐에 재배치하였다ABCD .

컴퍼넌트 명세3.3

요구되는 컴퍼넌트 명세 특징(1)

현재 인터넷 상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컴퍼넌

트 명세는 인터페이스 서술을 간과하며 개략적인 기

능적 서술과 사용 환경상의 선택 등과 같은 항목으

로 컴퍼넌트를 선택하도록 하므로써 사용자의 요구

에 적합한 컴퍼넌트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컴퍼넌트 명세를 상세함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정의.①
각 인터페이스 항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정규②

적인 문서를 이용하여 명세 항목마다 비고란을 작성하고‘ ’
을 통해 의미를 한정pre-,post-condition

컴퍼넌트 내 구성 요소들 간의 관련성 표현을 위해③
과 작성Sequence Diagram State Transition Diagram .

컴퍼넌트 사용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사용 시나리오를④
작성하고 카테고리의 내에 시나리오 컴퍼넌트 설정.

컴퍼넌트 개발 환경과 컴퍼넌트 자체의⑤
를 명시variant/invariant

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컴퍼넌트 명세 방법< 3>

항목 의미
Name 컴퍼넌트 식별 이름

Main Goal 불변의 핵심적인 기능성( )
Description 전체적인 개요 기능 요소 기대 효과( , , )
Families 컴퍼넌트의 비즈니스 카테고리
Related
Component 상호 관계가 있는 컴퍼넌트
Provider 컴퍼넌트 제공자 업체( )
Version 컴퍼넌트 버전

Environment 호환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 환경( )

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컴퍼넌트 개략 명세 항목< 4>

결국 시스템으로의 적용시 개발자의 자의적인 해석

에 의한 원래의 컴퍼넌트 개발 의도와 비일치가 발

생하며 적절한 행위적인 인터페이스의 의미적 확보,

가 미흡함에 따라 조립을 위한 쉬운 플러깅 지점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로직을 일관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컴퍼넌트 명세가 요구된다.

제안 컴퍼넌트 명세 방법(2)

본 논문에서는 아키텍쳐에 기반하여 컴퍼넌ABCD

트 명세에 대한 원칙을 표 에 원칙에 따른< 3> , 명세

항목을 표 와 같이 제시한다 또한 컴퍼넌트 개< 4> . ,

발을 위한 상세 명세로서 표 의 특징에 따라< 3> <

표 과 같은 명세 항목을 결정했다 명세시 각5> . 항

목의 비고란을 통해 상세한 부가 설명이 포함된다.

항목에는 와Component Diagram Invariant Variant,

으로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한다Exception . Usage

항목Scenario 은 카테고리 내의 컴퍼넌트들의 이용

절차를 예시한 것으로 조립을 위한 확신된 가이드라

인으로서 이용한다 에는 타입. Qualities Attribute ,

언어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등의 구현, , ,

적 선택과 성능 보완 플랫폼 관점에서 준수해야 하, ,

는 요소들이 나열된다 분류 코드에서 첫 문자. A,

는 컴포넌트가 속한 아키텍쳐 계층이며 다B, C, D

음의 영문자는 컴퍼넌트 도메인이다 계속되는 숫자.

들은 도메인 상에서 식별된 컴퍼넌트들의 일련 번호

를 의미한다.

`

항목 의미
카테고리 컴퍼넌트가 속한 비즈니스 도메인의 세부 기

능적인 분류 따른 컴퍼넌트 군
컴퍼넌트 상관도 카테고리 내 컴퍼넌트들 간의 관계
컴퍼넌트 이름 비즈니스 관점의 서술적인 컴퍼넌트의 이름
분류 코드 아키텍쳐에 기반한 컴퍼넌트의 계층적ABCD

인 분류 코드
개요 컴퍼넌트 전반에 대한 기능 동기 동작 과, ,

정 제약 사항 등에 대한 서술,
용어 사전 컴퍼넌트 명세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설명
C o m p o n e n t
Context Diagram 컴퍼넌트의 주요 기능을 서술
C o m p o n e n t
Interaction Diagram

컴퍼넌트 실행시 관련된 컴퍼넌트들 간의 관
계성을 표현

C o m p o n e n t
Sequence Diagram 컴퍼넌트 자체의 행위적 순서 표현
Component Diagram 컴퍼넌트가제공하고제공받는인터페이스표현
C o m p o n e n t
State Diagram 컴퍼넌트 오퍼레이션의 변화 표현
인터페이스 명세 공급하고요구하는인터페이스의의미적서술,

입력 출력 결과 명시pre/post-condition, /
Usage Scenario 컴퍼넌트 사용을 위한 인증된 시나리오
Quality Attribute 비기능적인 컴퍼넌트 품질 특성( )

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컴퍼넌트 상세 명세 항목< 5>



컴퍼넌트 명세 사례4.

대화방 개설 폐쇄 컴퍼넌트4.1 /

제안 명세의 예로서 응용 시스템 개발을 위BBS

해 필요한 컴퍼넌트의 명세를 작성하였다 관. BBS

리 영역은 거의 모든 비즈니스 영역의 필수적인 영

역으로 그 적용 범위가 광대함에 따라 공통 컴퍼넌

트로서 큰 가치를 가진다 컴퍼넌트 식별을 위한 도.

메인 분석에 의한 순공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표. <

은 관리 카테고리 중 대화방 이용을 위해7> BBS

식별된 대화방 개설 폐쇄 컴퍼넌트의 명세이다“ / ” .

관리 컴퍼넌트 카테고리(1) BBS (C-CO)
High Component Element Component
계정 관리(02) 접속 관리 인증(01), (02)
공지 사항(03) 공지사항 권한검사 공지사항 관리(01), (02)

관리E-Mail (04) 메일 송 수신 관리 메일 컴포져/ (01), (02)
대화방(05) 대화방 개설 폐쇄 대화방 운영/ (01), (02)
게시판(06) 게시판 데이터 관리 게시판 퍼실리티 게시판 인증(01), (02), (03)

자료실 관리(07) 파일송수신 데이터관리 자료실퍼실리티 무결성검사/ (01), (02), (02), (04)
프로토콜관리(08) 기능 기능 기능SNMP (01), CGI (02), FTP (03)
기타(01) 메뉴 관리 시나리오 데이터 관리(01), (02), (03)
“비고”

데이터 관리 데이터를 저장 갱신 수정 삭제: , , ,

시나리오 카테고리 컴퍼넌트의 동작 시나리오 정의:

관리 컴퍼넌트 상관도(2) BBS

이름(3) : 대화방 개설 폐쇄/ 분류 코드(4) : C-CO-05-01
개요(5) : 대화방 개설 폐쇄 컴퍼넌트는 대화방 개설자의 요청에/

따라 을 통해 대화방 에 대화방을 등Chat_register processing database
록시키고 등록된 대화방의 폐쇄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한다대화상의 메.
시지 전송은 등을 사용 대화방 운영 컴퍼넌트CGI, ASP, Perl CGI, PHP ,
가 담당하며 대화방 개설 폐쇄는 대화방 운영 컴퍼넌트와 동등하게 대화/
방 를 접근하지만 개설과 폐쇄는 본 컴퍼넌트만이 접근할수database 있다.
대화방 폐쇄시는 을 통해 폐쇄할려는 대화방의Chat_register Processing
를 대화방 에서 삭제하게 된다data database .

용어사전(6)
대화방 개설된 대화방의 저장 공간 새로 생성되는 대화방을 등록시키database : ,
며 개설자나 운영자가 방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대화방의 가 삭제된다data .

대화방 생성 과 대화방 폐쇄Chat_register processing : (open_room)
의 메쏘드를 가지며 대화방 를 대화방 에 등록시키는 일(Close_room) data database

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이다Process .

표 대화방 개설 폐쇄 컴퍼넌트의 명세 예< 7> /

(7)Component Context Diagram (8)Component Interaction Diagram

비고“ ” 대화방 폐쇄는 대화방 개설:

자와 대화방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

는 권한이다.

대화방 는 개설되고 폐쇠되Database

는 대화방들의 들을 관리하는Data

이다Database .

비고“ ” 각각의 개설된 대화방의: data

는 대화방 운영 컴퍼넌트에 의해 관리

된다.

(9)Component Diagram (10)Component Sequence Diagram

비고“ ” :
Invariant
대화방의 인원 제한 운영자의 권한,
Variability
개설자의 권한

(11) 인터페이스 명세
대화방 개설 폐쇄 메뉴- / 대화방 개설 폐쇄 메뉴 사용자Provide Interface / [to]대화방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이다Description : interface .정해진 최소와 최대 제한 인원[Preconditions : , ][Postconditions : ]방 제목 제한 인원 공개 비공개의 선택Input : , , /대화방 사용에 관한 선택 사항들Output : .

사용자 퇴장- 사용자 퇴장 사용자Provide Interface [to]불량 대화자의 해당 대화방 사용 권한을 삭제하는 이다Description : interface .[Preconditions : ]퇴실된 대화자의 가 모든 대화자에게 공지[Postconditions : ID . ]대화자Input : ID해당 의 대화방 접근 권한 삭제와 공지Output : ID

대화방 등록 삭제- Data /대화방 등록 삭제 대화방 운영Require Interface Data / [to]대화방 등록 삭제로 인한 관리를 위한 이다Description : / Data interface .대화방 스키마의 정의[Preconditions : Data . ]의 물리적인 변화[Postconditions : Database . ]
대화방의 속성들 대화방Input : ./ Output : Data.

(13 )Usage Scenario (14) Quality Attribute

필수 기능[ ]
대화방 개설
대화방을개설하려는사용자는선택사항-을 선택하고 대화방을 개설하면개설자의권한을 부여받고 운영자 또는 대화방관리자와 함께 해당 대화방을 폐쇄시킬수있으며 대화방을 사용시킬 수 있다.

대화방 폐쇄
대화방 사용을 마친 개설자의 요구에-따라 해당 대화방을 폐쇄시킨다.
부가적 기능[ ]
대화자 퇴실 기능으로 해당 대화방의-사용자중 불량 대화자에 대해 퇴실 시킬수 있다.퇴실된 대화자는 해당 대화방에 다시-접근할 수 없다..

비기능적 속성 보완 성능 신뢰성에- , , ,
대한 요소

Environment: Implementation Choice
Type : CGI, Java Sevelet
Language : Java, VB CGI, CGI, Perl

CGI, PHP
Tool : MS Visual Studio, java Editor,

HTML Editor
될 수 있는 툴 환경Container : Plug-in ,

BBS, Web site
Database : MS-SQL Server 6.5

Criterial
대화방 불량 사용자의 퇴실 기능과 대화방
관리자나 운영자가 사전 통보없이 대BBS
화방을 폐쇄시킬 수 있다.



제안된 컴퍼넌트 명세의 특징4.2

현재 컴퍼넌트 자체 및 컴퍼넌트 기반 소프트웨,

어 개발을 위한 컴퍼넌트 식별에서 표현 기호를 이용한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컴퍼넌트를 분류 식별, ,①
명세화함으로써 프로세스 로직 수행을 위한 컴퍼넌트의 명확
한 이해를 제공한다 특히 카테고리 내에 시나리오 컴퍼넌트.
를 추가하여 전체적인 컴퍼넌트 전개 과정에 대한 참조 문서
로서 활용한다.

과Component Sequence Diagram State Transition②
을 포함함으로써 컴퍼넌트 자체의 이해 획득을 통해Diagram

컴퍼넌트 활용의 핵심인 인터페이스의 자세히 파악한다.
컴퍼넌트 분류 기호는 본 논문에서 정의한 아키텍ABCD③

쳐를 기반하여 분류한 것으로 컴퍼넌트의 수직적인 계층 관
계를 표현할뿐더러 컴퍼넌트 관리를 위한 유일한 식별 요소
로 이용한다.
컴퍼넌트의 개발 실행 환경 등의 비기능적 요소들과 개,④

발이 완성된 컴퍼넌트의 품질적 제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하부구조의 표준화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검증 기준으로
사용한다.
비정규화된 문서를 이용해 컴퍼넌트의 상세한 기능성을⑤

제시하며 기반의 모델링 기호를 사용하여 다른 컴퍼넌UML
트와의 비교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인터페이스 서술시의 제.
약 조건을 정규 서술 언어 형식으로 명시함으로써 차후 컴퍼
넌트 검색 분류 등의 조작을 위한 메타 정보로 이용한다, .

표 제안 컴퍼넌트 명세의 특징< 8>

명세화 저장소에서의 관리 및 응용으로의 전개를,

지원하는 도구 등의 방법론에 대한 총체적인CBD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어떤.

명세가 명확하며 어떤 컴퍼넌트의 도메인 비즈니스

에 유용한지는 시스템 개발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해야 한다 본 논문 역시 정량적인 논리적 평가 기.

준의 적용이 어려운 까닭에 컴퍼넌트 개발과 사용

모두의 측면에서 상세하고 체계적 수준의 컴퍼넌트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직관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컴퍼넌트 아키텍쳐의 기준을 정립하고 명세 항목을

결정했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컴퍼넌트 아키텍쳐.

기반의 명세의 특징은 표 에 요약 제시된다< 8> , .

결론 및 향후 연구5.

컴퍼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구현시의

행위적인 정규 서술과 컴퍼넌트 조립을 위한 일반적

인 메소드를 제공하는 컴퍼넌트 명세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퍼넌트 아키텍쳐ABCD

를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컴퍼넌트 개발 명

세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컴퍼넌트 개.

발과 사용 모두의 측면에서 상세하고 체계적 수준의

컴퍼넌트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직관적인 인식이 가

능하도록 두 가지 수준으로 분리 정의하였다 특히.

비즈니스 프로세스 컴퍼넌트 실현을 위한 컴퍼넌트

의 카테고리를 분리하고 카테고리 내에서의 컴퍼

넌트 활용 프로세스를 시나리오 컴퍼넌트를 통해

전체적으로 정의 참조하며, Component Interaction

과 를 통해 컴퍼넌트 조Diagram Usage Scenario 립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컴퍼넌트의.

개발 실행 환경 등의 비기능적 요소들과 개발이 완,

성된 컴퍼넌트의 품질적 제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하부구조의 표준화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검증

기준으로 사용한다.

현재 컴퍼넌트 활용의 기반조성과 프로세스, CBD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환경은 거의 전무한 상태

이다 이는 컴퍼넌트 명세의 표준화가 여러 밴더들.

의 이익에 발맞추어 쉽사리 잡히지 않음과 컴퍼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 검증 도구의 부재/

를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정의된 컴퍼넌트 명,

세를 이용한 비즈니스 컴퍼넌트의 명세 작업을 진행

하며 이를 컴퍼넌트 저장소 개발을 통해 환경CBD

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컴퍼넌트 기반의 소프트

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로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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