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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객체 모델링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개발되기 때문에 상호작용과 협력의 표현, 

상속으로 인한 재사용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대규모 시스템에

서 컴포넌트를 추출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객체 모델링을 보완하기 위하여 객체 중심이 아닌 

객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 모델링 기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UML 기반에서 다양한 관점의 역할 모델을 표현하여 컴포넌트를 추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은 객체를 중심으로 

한 객체 모델링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

나 객체나 클래스를 개념으로 한 객체 모델링의 방법

으로는 재사용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에는 부족한 면

이 있다. 또한 복잡한 문제를 가진 대규모의 시스템

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상호작용과 협력의 표현, 상속

으로 인한 재사용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4, 5].

  따라서 객체 모델링 방법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

는 방법으로 객체가 아닌 객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

는 새로운 추상화 기법인 역할 모델링 방법이 제안되

었다. 역할 모델링은 객체들의 패턴을 추상화하고 복

잡한 대규모 시스템을 관계의 분리를 통하여 간단한 

모델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1, 7]. 

  본 논문은 역할 모델링을 통하여 생성된 역할 모델

을 UML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물론 UML이 

객체 모델링을 위한 표준으로서 다양한 관점으로 시스

템을 모델링하며 역할 개념도 반 하고 있지만 이들 

역할 개념들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으로 역할 모델을 표현

할 수 있도록 UML을 기반으로 역할 모델을 표현하며 

이를 바탕으로 컴포넌트를 추출한다.   

2.  관련연구

2.1 객체 모델링

  객체 모델링 방법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데 있어 각광을 받아오고 있지만, 객

체나 클래스 개념으로는 재사용과 생산성을 극대화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몇 가지 문제점을 나

타내고 있다[3, 4, 5].

(1) 객체

  객체의 상태 역과 행위는 객체가 생성될 때 결

정된다. 애트리뷰트와 메소드들은 그것의 생명주기 

동안 객체에 추가되거나 혹은 객체로부터 제거되도

록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객체가 그것의 타입을 동적

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상호작용과 협력의 표현

  컴포넌트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객체 모델링 

방법은 객체의 전체 집합 보다는 각 객체에 너무 초점

을 맞춘다. 각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혼란을 가

져올 수 있고 양질의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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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상속은 개발자가 상속하고 오버라이드할 대상을 

결정하는 것을 어렵도록 한다. 또한 하위 클래스가 

모든 상위 클래스의 특성과 행위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분해를 어렵게 한다.

(4) 복잡한 관계 구조

  객체 모델링은 시스템 전체가 객체를 중심으로 결

합되어 있으므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 대규모 시스템

을 모델링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

하기도 어렵다. 또한, 복잡한 관계 구조로 인하여 추

가적인 요구 사항에 대처가 쉽지 않다.

  이런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새로운 추상화 방법으

로서 객체 중심이 아닌 역할을 중심으로 한 모델링 

방법이 필요하다.

2.2 역할

  클래스의 개념처럼 역할은 객체 집합의 기술이다. 

그러나 클래스와 다른 점은 클래스는 일반 특성들을 

나타내는 객체 집합을 기술하지만 역할은 객체 패턴에

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객체 집합을 기술한다. 역할은 

특정 문맥에 참여하는 개체의 행동이다. 즉, 표현된 하

나의 추상개념이다. 역할은 하나의 개체에 대하여 관

점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질 수 있다[2, 7]. 

  역할의 사용은 객체들이 변화와 확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속성들의 집합으로 그룹화하여 

더 조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재사용성을 향상시킨다. 

2.3 역할 모델

  역할 모델은 객체 모델에서 객체의 패턴을 추상화

한 모델이며 객체 구조가 적절한 역할들을 수행함으

로서 주어진 관계 역을 완성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2, 7]. 역할 모델은 관계의 분리를 지원하고 하나의 

결합(coherent) 모델에서 실세계 현상의 정적․동적 

속성들을 기술한다. 

  역할 모델은 다른 종류의 현상을 식별하고, 객체

의 이점을 간직한 채 그대로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

기 때문에 객체지향 패러다임의 강력한 확장이다. 

2.4 UML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은 Rumbaugh의 

OMT방법론, Booch의 Booch방법론, Jacobson의 

OOSE 방법론과 기타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을 통합하

여 만든 모델링 개념의 공통집합으로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 방법론의 표준 지정을 목표로 제안되었으며 

OMG에 의해 객체지향 모델링 언어의 산업 표준으로 

승인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6]. 

3.  역할 모델링

  역할 모델링은 역할을 중심으로 객체들의 관계에 

따른 새로운 추상화 방법으로서 객체가 수행하는 역

할을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3.1 역할 모델링 단계

  UML에서 역할 모델링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의 

역할 모델을 생성하고 컴포넌트를 추출하기 위하여 

9단계를 제안한다. 이들 관점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

은 모델의 목적에 달려있다. 단계들은 역할 모델이 

충분히 정의될 때까지 반복하여 수행된다. 

  다음은 역할 모델링의 단계이다.

  ① 관계 역을 결정

  ② 문제를 이해하고 객체를 식별

  ③ 객체 패턴을 식별

  ④ 역할들을 식별

  ⑤ 역할 행위를 결정

  ⑥ 메시지 순서를 결정

  ⑦ 협력 구조를 결정

  ⑧ 인터페이스 명세

  ⑨ 컴포넌트 명세

3.2 역할 모델의 표현

  모델링을 통하여 생성된 모델은 UML 상에서 다

양한 관점의 다이어그램들로 나타낼 수 있다. 

(1) 역할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1은 역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역

할 클래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스테레오 타입

으로서 <<Role>>으로 표기하며 역할명을 기입한

다. 각 역할 클래스는 역할이 가지는 속성과 행위들

을 가진다. 또한, 각 역할 클래스들 사이 역할 관계

는 연관관계로서 표현한다.

(그림 1) 역할 다이어그램

<<Role>>
역할명

역할 속성

역할 행위

<<Role>>
역할명

역할 속성

역할 행위

연관관계

(그림 2) 역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유 스  케 이 스

역 할  클 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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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림 2의 역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액터인 

역할 클래스와 유스 케이스 사이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3) 역할 순차 다이어그램

  그림 3의 역할 순차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사이 상

호작용의 시간 순서에 대한 기술이다. 상호작용은 

송․수신자 객체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벤트를 나

타낸다. 송․수신하는 객체들은 역할 클래스의 인스

턴스들로 표현된다. 

(그림 3) 역할 순차 다이어그램

인스턴스 : 역할 클래스 인스턴스 : 역할 클래스 인스턴스 : 역할 클래스

메시지

(4) 역할 협력 다이어그램

  그림 4의 역할 협력 다이어그램은 역할 인스턴스

들과 이들 사이 메시지 경로를 보여준다. 즉, 역할 

인스턴스들 사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역할 협력 다이어그램은 협력하는 역할 인스턴스들

의 포트를 서로 연결하여 메시지가 어떤 경로를 통

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각 역할 클래스의 인스턴스

들 사이 상호작용은 연관관계에 메시지를 첨부하여 

나타내며 메시지 흐름은 화살표로서 표현한다.

(그림 4) 역할 협력 다이어그램

/인스턴스: 역할 클래스 /인스턴스: 역할  클래스

메시지

메시지

(5) 역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역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컴포넌트, 인터페이

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관계를 설정한다.   

그림 5는 역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그림 5) 역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comp spec>>
컴포넌트명

컴포넌트명

<<Interface>>
인터페이스명

Operation()

<<Interface type>>
인터페이스명

Operation()

Attribute

<<Realize>>

<<Realize>><<Realize>>

<<Offers>>

  그림 5는 역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인터페이스는 컴포넌트에 작은 원을 연결하여 나타

낼 수 있고 그림과 같이 실체화하여 오퍼레이션들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인터페이스와 컴포넌트

에 각각의 명세(인터페이스 타입과 comp spec)를 

실체화시킬 수 있다.

4.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회사 사람이 회사 경비로 출장을 갈 

때 모델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회사 조직에 

대한 객체 모델을 생성하고, 상호작용하는 객체들에 

대하여 패턴을 정의하고 추상화하여 UML 기반의 

역할 모델에 대한 다양한 다이어그램들을 생성한다. 

(1) 객체 모델

  다음 그림 6은 회사조직을 나타내는 객체 모델이

다. 사각형은 객체이고 선은 객체들 사이 관계를 나

타낸다. 화살표는 아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흐

름으로서 객체의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

(그림 6) 회사 조직의 객체 모델

Ruth
(President)

Adam
(Chief Accountant)

Douglas
(Marketing Manager)

Eve
(Software Manager)

John
(Cashier)

Bill
(Bookkeeper)

Joe
(Paymaster)

Elsie
(Programmer)

Peter
(Technical author)

Kim
(Methodologist)

Ann
(Consultant)

Bill
(Dispatcher)

Joyce
(Sales Clerk)

  Peter라는 사람이 회사 경비로 출장을 갈 때 다음

과 같은 시나리오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① Peter는 그의 매니저 Eve에게 출장허가를 요청

한다.

  ② Eve는 예산과 계획을 검사하고 Peter에게 출장

을 허가한다.

  ③ Peter는 티켓을 구매하고 출장을 간다. 그리고 

돌아와서 경비 보고서를 작성하고 Eve에게 보

고서를 전달한다. 

  ④ Eve는 경비 보고서를 검사하고 허가한 다음 

bookkeeper인 Bill에게 허가된 경비 보고서를 

전달한다.

  ⑤ Bill은 금전 장부를 정리하고 Paymaster인 Joe

에게 지불해줄 것을 요구한다.

  ⑥ Joe는 Peter에게 돈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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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6에서 상호작용하는 객체들은 Peter, Eve, 

Bill, Joe이다. 이들 객체들을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

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객체 패턴을 

추상화하여 Traveler, Authorizer, Bookkeeper, 

Paymaster 역할 클래스를 얻을 수 있다. 다음 그림 

7은 역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그림 7) 역할 클래스 다이어그램(출장 경비 예)

T ra v e le r
t ra ve le rN am e : S t ring
t ra ve le rID  : S t r ing
t ra ve lDa t e :  Dat e

a pply T ravel()
t ra ve l()
m ak eTra velE x pens eRe port ()

< < role> >

A utho r iz e r
aut ho rize rN am e : S t ring
aut ho rize rID  : S t r ing

travelP erm iss ion ()
get TravelE xp ens eRep ort()

< < role> >

P a ym a s te r
p ay ma s t erNam e :  S t r ing
p ay ma s t erID  :  S tr ing
a c c ount  : S t ring

p ay Tra ve lE x pe nse ()

< < role> >
B o o k k e e p e r

bo okk eep erNam e :  S tr in g
bo okk eep erID  :  S tr in g
ac c ou nt B ook  :  S tr ing

t ra ve lE x pen s eC al()

< < role> >

(3) 역할 협력 다이어그램

  다음 그림 8은 각 역할 클래스들 사이 상호작용하

는 관계를 나타내는 메시지 경로를 보여준다.

(그림 8) 역할 협력 다이어그램(출장 경비 예)

(4) 역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다음 그림 9는 역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보여

준다. 

(그림 9) 역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출장 경비 예)

<<Realize>>

<<Realize>><<Realize>>

<<Offers>>

ITravelMgt
Travel()
makeTravelExpenseReport()
getTravelExpense()

<<interface>>TravelMgt

Trave lMg t
< < c om p s pec > >

ITravelMgt
travelerName : String
traverID : String
travelDate : Date
travelReport : String
account : String

Travel()
makeTravelExpenseReport()
getTravelExpense()

<<interface type>>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객체를 중심으로 한 객체 모델링 

방법으로 컴포넌트를 추출하지 않고 객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역할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컴포넌트

를 추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할 모델링을 통하여 생성된 

역할 모델을 UML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관점의 다이

어그램들로 표현하 다. 역할 모델링은 객체들의 패턴

을 추상화하고 복잡한 대규모 시스템을 관계의 분리

를 통하여 작은 모델들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스템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으며 객체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고 재사용성을 향상시

킬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역할 모델 단위로 하나의 컴

포넌트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컴포넌트 추출이 용이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UML에서 확장된 컴포넌트 명세 

방법이 필요하며 완전한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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