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1.

컴포넌트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

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보다 독립적이고 확장성이 있는

재사용 부품을 만들며 이들 간의 조직화된 관련성을 이룩

하여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표준화되고 신뢰성이 인정되는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조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유지보수에 효과적이

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에

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재사용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패키지 되어진 프레임워크를 선택적으로 구입. , ,

적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형태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이 용이하다[1].

현재 컴포넌트 기술은 시스템 구축 시에 구성요소의 모

듈화를 촉진하고 재사용성을 높여 최종적으로 인터페이스

를 얻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어느 도메인에 구,

애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컴포넌트 생성을 위한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시되어져 왔다[2].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중화된 웹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도메인 측면에서의 분산적 컴포넌트를 생성하도록 개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범주를

확장시켜 가지의 다양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얻도록 하4

여 세분화된 비즈니스 컴포넌트 재사용을 가능토록 한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웹을 기반으로한 응용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가능토록 하며 하부구조를 통해 다,

양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 또한 분산적 컴포넌트를 기반으로한 비. ,

즈니스 컴포넌트는 요구사항 분석에서부터 시스템 개발과

변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독립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며,

결국 구조로 형성된다BOF(Business Object Facility) .

관련 연구2.

분산 컴포넌트 기술2.1

비즈니스 컴포넌트 계층은 분산 컴포넌트로 구현되어

질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수행 가능한 모듈이,

된다 이러한 분산 컴포넌트는 직접 비즈니스 컴포넌트 계.

층의 독립적인 개발을 제공하고 가능케 하며 개발과 수행,

시간에서는 결국 비즈니스 컴포넌트 그 자체가 된다 스레.

드 관리와 통신 프로그래밍 그리고 병행관리등과 같은 복,

잡한 수행에 대해서는 은닉되어지며 실행시간동안, ORB

운영체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Object Request Broker),

기반으로 기술적인 분산 컴포넌트 독립성을 이루게 되므

로 코드에 영향 없이 개발 가능케 한다, .

이러한 분산 컴포넌트 접근을 통해 재구축 또는 변경

없이 또다른 하나의 컴포넌트를 서브 클래스화함으로써

상세화 할 수 있으며 다수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언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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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포넌트 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은 독립적이고 확장성 있는 재사용 부품을 만들어 표준화되고 신뢰성 있는 소프

트웨어 모듈 조립에 의한 것이며 개발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여러, .

가지 도메인 상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의 컴포넌트 생성을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기반으로 요구사항에서부터 분석 및 설계 구현 그리고 실행에 이르는 분산, ,

형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확장된 형태의 가지 비즈니스 컴포넌트, 4 (attribute,

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며 분산형 컴포넌트는 웹을 기반으로 세분화한 시스템 관리를operation, facility, package) ,

단순하게 하고 비즈니스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줄이며 컴포넌트간의 통합을 쉽게 한다 또, , .

한 사용자가 원하는 실세계의 비즈니스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일 개념의 단순한 형태로 사용자, ,

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미숙한 재사용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 어느 것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한 중간적인 응용 코드로

표현된다 또한 기술적인 바인딩을 통해 다른 플랫폼으로. ,

이식이 이루어지며 메시지내의 메타 데이터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변화 가능한 요구사항과는 독립적으로 인터

페이스가 개발되어지므로 최소화된 의존성을 가진다.

그림 에서는 분산 컴포넌트로 조합된 집합은 결국 비( 1)

즈니스 컴포넌트인 분산 객체의 구현을 나타낸다 분산 객.

체들간의 메시지는 메시지 파라미터들에 대한 메타 데이

터로 운반되어지며 각 분산 객체들은 메시지, 를 번역하고

설계 때 정의된 인터페이스로 접근되어진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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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산 컴포넌트의 구조( 1)

그림 에서는 분산 컴포넌트와 비즈니스 컴포넌트간의( 2)

관계를 나타낸다 분산 컴포넌트는 분산 객체로 이루어지.

며 여러 단계에서의 비즈니스 개념들을 자동적으로 가지,

고 단일 단계에서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상에서 분산 객체

를 구현하는 기술적인 컴포넌트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비. ,

즈니스 컴포넌트는 다수의 분산 클래스로 구성되며 각각,

역할을 가지고 있고 큰 입자로 된 비즈니스 개념의 패키,

지화된 형태로 개발된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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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비즈니스 컴포넌트와 분산 컴포넌트간의 관계( 2)

비즈니스 모델에서의2.2

엔티티 프로세스 유틸리티 컴포넌트/ /

1) 프로세스비즈니스컴포넌트(process business component)

문제 도메인에서 식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나타낸

것으로 처리에 관한 특정 논리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라,

할 수 있으며 도메인에서의 비즈니스 행위를 제시한다, .

프로세스프로세스 비즈니스비즈니스 컴포넌트컴포넌트

물품
가격 설정

주문
지시

엔티티엔티티 비즈니스비즈니스 컴포넌트컴포넌트

물품 주문 고객

유틸리티유틸리티 비즈니스비즈니스 컴포넌트컴포넌트

달력
고객

주소록

그림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예( 3)

예를 들어 그림 에서처럼 구매자가 특정 물품에 대, ( 3)

한 주문을 하는 행동과 이에 대한 공급자의 가격 절충에

따른 결정의 행위부분을 컴포넌트화 할 수 있다.

2) 엔티티 비즈니스 컴포넌트(entity business component)

문제 도메인에서 식별되어진 엔티티 즉 속성들에 대한,

부분으로 변화하지 않는 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컴포,

넌트이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행에서의 비즈니스 개념들,

을 제시한다 또한 데이터 객체 저장소 그리고 비즈니스. , , ,

사용에 관한 서비스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격 결. ,

정에 따른 물품과 주문지시에 대한 주문 고객 판매자 등, ,

이 엔티티 비즈니스 컴포넌트에 속한다.

3) 유틸리티 비즈니스 컴포넌트(utility business component)

모든 상위 단계 종류의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모은 것으

로 프로세스 비즈니스 컴포넌트와 엔티티 비즈니스 컴포,

넌트를 통합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컴포넌,

트가 완전히 만들어진 후 사용되어진다[5].

비즈니스 컴포넌트 응용 구조2.3

비즈니스 응용 구조는 중간계층에서 비즈니스 객체를

지닌 단계 표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세스형의3 ,

비즈니스 객체와 엔티티 형의 비즈니스 객체들로 구분 지

어 표현되었다 그림 비즈니스 응용구조는( 4). OMG (Object

의 인Management Group) Common Facility RFP(Remote

의 영향으로 일반 비즈니스 객체와Facility Protocol)-4

인 즉CIF(Component Interoperability Facility) BOF(Business

로 형성되었다Object Facility) .

의 영향으로 환경을 이룰 수 있는RFP plug & play

OMG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하부구조는 분산 객체들. CORBA

간의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는 비즈니스 객, CIF

체에 관한 일반적인 슈퍼 클래스를 제공한다 도메인 기반.

공통 비즈니스 객체는 표준화되어 있으며 도메인 프레임,

워크는 공통 비즈니스 객체와 두 가지를 사용하여 개CIF

발되어진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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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비즈니스 컴포넌트 응용 구조( 4)

비즈니스 도메인을 기반 한3.

분산 컴포넌트 개발

분산 비즈니스 컴포넌트 개발 프로세스3.1

요구사항1) (지식획득 단계)

사용자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개념을 얻기 위해 문제 도

메인의 형태를 그려내고 주요 비즈니스 개념을 식별할 수,

있으며 최종 비즈니스 산물 및 서비스를 결정한다, .

분석2) (비즈니스 정보 이해 단계)

요구사항을 통해 비즈니스 개념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측면의 논리를 적용한 클래스부터 파악하여 적용 가능하

도록 한다 분석단계에서 구현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반복.

적으로 애트리뷰트 프로세스 그리고 활용 컴포넌트가 작, ,

성될 때까지 행해질 수 있다.

비즈니스 도메인

 지지 지지 수수
비비비비

 정정 정정
 클클비 클클

  및 및및
 조 조

최종 산물 
결정

BC 파악 UC, FC파악
BC,UC,FC,

TC 조조
BOF 구성

     BC : Business Class         UC : Utility Class
FC : Framework Class       TC:Technical Class

그림 분산 컴포넌트 개발 프로세스( 5)

설계3) (클래스 검색 및 추출 단계)

비즈니스 클래스 외의 프레임워크 클래스 유틸리티 클,

래스를 얻어낸다 프레임워크 클래스는 비즈니스 산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동작이 내포된 클래스이

며 유틸리티 클래스는 클래스들간의 메시지 전달을 수행,

하는 클래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클래스들은 결과적으.

로 을 통해 행위과정을 나UML(Unified Modeling Language)

타내고 컴포넌트 메타모델을 얻도록 한다, .

구현4) (조합 단계)

기술적인 클래스를 적용하여 실제 클래스를 조합하는,

부분으로서 와 간의, client server UID(User Interface Domain)

인 와 인 데이터베View layer SRD(Shared Resource Domain)

이스를 통한 공유 자원인 비즈니스 상태와 행위를 가지는

가 있으며 인터페이스를 위해Enterprise layer ,

가 제공되는데 이는BOUI(Business Object User Interface) ,

실세계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동작들을 가진 컴포넌트 상

태와 행위들이 사용자의 모델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패키지 형태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로 작성하도록 조합되어진다.

5) 수행 단계

내포된 분산 클래스가 합쳐진 분산 객체인 비즈니스 컴

포넌트를 생성하도록 하는데 재사용 가능한 가지의 분산, 4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개발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이는 결

국 형태로 제공되어진다 확장BOF(Business Object Facility) .

된 형태의 분산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다음의 절에서 자3.2

세히 제시하도록 한다 그림 에서는 이러한 분산 환경. ( 6)

에서의 비즈니스 컴포넌트들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메시

지 전달 수행을 나타내었다.

ORB(Object Request Broker)/

CORBA, DCOM

Business Object Facility

Service and Framework

ORB(Object Request Broker)/

CORBA, DCOM

Business Object Facility

Service and Framework

Enterprise Business Object Enterprise Business Object

Client

Server

subselect me

View Model

Process   A Process   B

그림 비즈니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통한 메시지 전달( 6)

확장된 분산 비즈니스 컴포넌트3.2

비즈니스 도메인에서의 최종목표는 비즈니스 사용자에

게 가치 있고 다양한 방법론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되거나 얻어질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비.

즈니스 컴포넌트의 범주로 엔티티 프로세스 그리고 유틸, ,

리티 세 가지 종류의 컴포넌트가 사용되었으나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도메인의 확장으로 인해 많은 분산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은 모듈화 되고.

캡슐화된 비즈니스 산물이자 서비스이며 웹을 통해 전달

되어지며 비즈니스 컴포넌트 저장소를 통해 관리되어진다.



비즈니스 애트리뷰트 컴포넌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컴포넌트

비즈니스 활용 컴포넌트

비즈니스 패키지 컴포넌트

그림 확장된 분산 비즈니스 컴포넌트( 7)

본 논문에서는 절의 프로세스를 통해 얻어질 수 있3.1

는 다음의 가지 비즈니스 컴포넌트 카탈로그를 제시 그4 (

림 하였고 이를 로 표현한 것이 그림 이다7) UML ( 8-a, b) .

Serve

Cook

Eat

Order of tasksBusiness Facility Component

Meal

<Business Attribute Component>

Purpose
Cost
Cook Time
Recipe
Serving guidelines

<Business Product>

<Business Operation Component>

<task>

Cook
Serve

<quality - assurance>

taste
consumer feedback

<activity>

eat

그림 분산 비즈니스 컴포넌트 카탈로그( 8-a)

그림 분산 비즈니스 컴포넌트 명세( 8-b) UML

비즈니스애트리뷰트컴포넌트1) (Business Attribute Component)

비즈니스 산물의 애트리뷰트들과 속성들을 나타낸 부분

으로 정적인 성격의 데이터들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컴포넌트들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비즈니스오퍼레이션컴포넌트2) (Business Operation Component)

비즈니스 산물을 생성하거나 수행하는 가장 작은 작업

단위인 타스크 와 타스크들의 집합체인 행위(task) (activity)

들로 이루어진 컴포넌트로 실제 컴포넌트의 수행을 담당,

하는 동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컴포넌트이다.

비즈니스 활용 컴포넌트3) (Business Facility Component)

비즈니스 애트리뷰트 컴포넌트와 오퍼레이션 컴포넌트

들을 조합하여 상위의 컴포넌트로 수행되는 활용 컴포넌

트는 비즈니스 컴포넌트 재사용에 대한 단순한 기본 단위

로 일컫는다.

비즈니스패키지컴포넌트4) (Business Package Component)

비즈니스 패키지 컴포넌트는 활용 컴포넌트들간의

으로 최상위 컴포넌트라 할 수 있다 크게 두collaboration .

가지 성격을 가지는데 비즈니스 산물에 관련된 관계 상, ,

호동작 생명주기 그리고 에 관련된 관계 상, , collaboration ,

호동작 생명주기에 대한 패키지 형태가 제공된다 이러한, .

비즈니스 패키지 컴포넌트는 재사용하기 용이하며 쉽게

적용 가능하다.

웹에서의 분산 비즈니스 컴포넌트 시스템3.3

다음 그림 과 같이 분산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세분화( 9)

된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스템을 관리함으로써 단순화된,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Web
Server

웹기반 고객 
응용 서비스

Business
Component
Repository

ERP
Legacy

Business 
Process 
Engine

Business Document 
Server

Infrastructure

Client

user Navigation 

Client

user Navigation 

Business
Message
Interface

그림 비즈니스 컴포넌트 응용 시스템 구조( 9)

사용자1) (Client)

스크린 상에서 존재하는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혹은PC(Personal Computer) NC(Networking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계층이며 모델을Computer) , View

통해 실제 엔터프라이즈 모델에 접근하여 유용한 서비스,

를 사용하고 서비스 선택과 주문을 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엔진2) (Business Process Engine)

사용자 계층을 지원하고 로컬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

는 계층으로 사용자에 대한 단일 사용자 버퍼공간인,

를 제공하여 분산 혹은 중앙 집중식 서버 상에서workplace

작업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의 입력과 저장의 여. ,

부에 대한 응답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비즈니스 컴포넌트.

서버의 부분으로서 서버의 역할은 트랜지션 지향적인 컴,



포넌트 엑세스 프로토콜인 check-in, check-out, unlock, get

동작을 통해 비즈니스 컴포넌트 엑세스를 제공하고 비즈,

니스 컴포넌트 자신의 속성과 상속받은 속성을 구별하고,

모든 속성으로의 읽기 엑세스는 모두 허용하고 쓰기 엑세

스는 특정 속성에 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3) 비즈니스 도큐먼트 서버(Business Document Server)

비즈니스 컴포넌트간의 상호동작과 검증 비즈니스 규,

칙을 적용하는 계층으로 데이터 무결성을 관리한다 웹 응.

용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모델로부터 파일기반 자원들을

생성하고 웹 서버를 통해 사용자에게 비즈니스 컴포넌트,

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비즈니스 컴포넌트 계층을 통.

해 점진적으로 수정되어지는데 비즈니스 컴포넌트 저장소,

의 개정 제어를 사용하고 이미 수정된 비즈니스 컴포넌트,

를 포함하는 리소스를 생성한다.

4) 비즈니스 컴포넌트 저장소

공유되는 자원에 대한 실제 물리적인 처리부분으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며 비즈니스 컴포넌트 모델을 기반으로 형,

성하는 프로토타입 인스턴스 모델의 단순함을 데이터베이-

스 테이블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추상.

화계층을 구현하여 를 통DBA-SQL(DataBase Access-SQL)

해 비즈니스 컴포넌트 엑세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뷰를

가시화 할 수 있다.

하부구조5)

컴포넌트의 효과적인 재사용 지원을 위해 CORBA,

COM (Common Object Model)/DCOM(Distributed Common

등과 같Object Model), EJB(Enterprise JavaBeans), JavaBean

은 분산 컴포넌트를 이용한 미들웨어를 구축하여 웹상에

서의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위한 분산 컴퓨팅을 통해 다양

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재사용토록 한다.

사례연구4.

비즈니스 도메인 분석 및 단계별 적용4.1

요구분석1)

숙박 예약에서는 고객과 숙박시설 예약날짜 참조번호, ,

가 주어지며 고객은 성과 이름 결혼여부 개인 정보가 나, , ,

타난다 리조트에는 이름 지역 숙박시설 개수 참조번호. , , ,

가 있으며 숙박시설에는 방번호 수용인원 기간 참조번, , , ,

호가 주어진다.

예약 시스템은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정보와 고객 관

리 및 리조트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도,

록 한다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숙박시설.

혹은 리조트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며 예약시 여러 가,

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조트와 숙박.

시설 자동차 렌트등도 패키지화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 ,

고객의 정보가 입력되어졌다면 이를 컴포넌트화 할 수

있고 다른 시스템에도 고객의 정보가 재사용될 수 있으,

며 그 행위들과도 패키지된 통합 형태의 정보를 사용하,

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림 비즈니스 도메인 분석( 10)

분석 및 설계2)

을 통해 전체적인 예약 시스템의 정보들을 분석하UML

고 상호 관련성을 파악한 뒤 각각 적용 가능한 클래들을

참조하여 을 통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UML (

그림 와 같이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상태 다이어그11), ( 12)

램으로 나타내었다.

예약

고객 숙박시설 자동차

정름 성별 주소 대여기간 차종 사용장소방갯수 방번호

그림 숙박시설 예약 행위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11)

숙박 예약
 수위

고객 폼
숙박 예약

 수위
고객 

브라우져
리조트 
브라우저

 고객 고성  고객 고기

  날날 기날  숙박시설 고기

새로운 고객 기존 고객

그림 숙박시설 예약 행위에 대한 상태 다이어그램( 12)

구현3)

Reserve

Phone

Create

Order of tasksBusiness Facility Component

Customer

<Business Attribute Component>

Purpose
Name
Marrige
Age
Sex
Address
Phone Number

<Business Product>

<Business Operation Component>

<task>
Phone
Reserve

<quality - assurance>
Consumer feedback

<activity>
Create

그림 숙박 예약에 대한 고객 컴포넌트 구현( 13)



그림 에서는 고객에 대한 비즈니스 컴포넌트의 명세( 13)

를 나타낸 것으로 비즈니스 애트리뷰트 컴포넌트와 비즈,

니스 오퍼레이션 컴포넌트가 조합되어 비즈니스 활용 컴

포넌트로 이루어져 사용자가 편리하게 고객이라는 컴포넌

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행4)

마지막 단계인 실행단계에서는 고객과 숙박시설인 리조

트간의 관계를 조합하여 최상위단계의 컴포넌collaboration

트인 패키지 컴포넌트로 작성한 명세를 그림 와 같이( 14)

나타낼 수 있다 가지 유형의 컴포넌트들은 각기 독립적. 4

으로 수행가능하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도 사용 가능하다.

Collaboration

Business Facility Component

Resort

<Business Attribute Component>

Purpose
Name
State
A Number of associated resort
Reference Number
Daily rate

<Business Product>

<Business Operation Component>

<task>
Check Reserve

<quality - assurance>
Consumer feedback

<activity>
Rent

Business Facility Component

Customer

<Business Attribute Component>

Purpose
Name
Marrige
Age
Sex
Address
Phone Number

<Business Product>

<Business Operation Component>

<task>
Phone
Reserve

<quality - assurance>
Consumer feedback

<activity>
Create

Business Package Component

Task

Task

Task

Task

Task Task

Task

State

Actor
StateTask

State

Task

State

Actor

Actor

State

State

State

그림 숙박 예약에 대한 패키지 컴포넌트 생성( 14)

결론 및 향후연구5.

인터넷 기술과 개인용 컴퓨터의 광범위한 확산은 소프

트웨어의 새로운 응용 영역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능

의 복잡성 생산성 그리고 품질 등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

하였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인터넷 인트라넷을 통해 상용. /

화되면서 기업의 상업적 목표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모델

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의 구축에 있어서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실현하

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중화된 웹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도메인 측면에서의 분산적 컴포넌트를 생성하도록 개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범주를

확장시켜 가지의 다양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얻도록 하4

여 세분화된 비즈니스 컴포넌트 재사용을 가능토록 한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웹을 기반으로 한 응용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가능토록 하며 하부구조를 통해 다,

양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유지보수를 줄이며 컴포넌트간의 통합을 용이하,

게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실세계의 비즈니스 개념을 올,

바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일 개념의 단순한 형태로 사,

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미

숙한 재사용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향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한 시스템

구축과 비즈니스 컴포넌트 저장소의 작성 및 관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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