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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포 트 기반 개발의 에서 시스템 개발은 코드를 작성하는 신에 기존의 소 트웨어 컴포 트들을 

조립하는 것으로 체되고 있으며 컴포 트 조립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

포 트 조립을 하여 컴포 트 사이의 계를 명세화하여 정형화하 다. 커넥터를 통하여 컴포 트를 조

립하게 되면 메소드 호출이나 변경 없이 조립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컴포 트를 연결하는 커넥터 생

성을 한 명세와 제약조건을 정형화 하 으며, 작성된 커넥터 명세와 제약조건을 통하여 커넥터가 자동으

로 생성되도록 하 다.

1. 서론

   재 소 트웨어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로 환함

에 따라 높은 결함, 소 트웨어 품질 리시의 어려

움, 생산성, 높은 개발비용 그리고 제어상의 어려

움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효과 인 비용으로 소 트

웨어를 개발하는 기법이 요구된다. 가장 가능성 있

는 솔루션  하나는 컴포 트 기반 소 트웨어 개

발 근이다. 따라서 컴포 트 기반 개발(CBD : 

Component Based Development)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 CBD는 객체지향 이후의 재

사용을 목 으로 등장하 으며, CBD는 소 트웨어

의 재사용성과 빠른 생산성 그리고 품질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애 리 이

션 는 시스템 개발은 컴포 트 조립방법을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CBD 의 시스템 개발

은 코드를 작성하는 신에 기존의 소 트웨어 컴포

트를 조립하는 것으로 체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질 인 환경과 언어로 인해 각각의 컴포 트를 조립

하여 사용하기란 매우 힘들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포 트 조립을 하여 컴

포 트 사이에 커넥터를 두어 컴포 트들을 연결시

켰다. 커넥터는 컴포 트 사이에서 요구사항에 부분

으로 맞지 않은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커넥터 설계를 통하여 컴포 트들이 서로 정확

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컴포 트 조립

을 하여 커넥터 부분을 명세화 하 고 작성된 명

세를 통하여 커넥터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설계  

구 하 다.

2. 련연구

   컴포 트 기반 개발은 애 리 이션 는 시스템 

개발할 때 개발비용을 이고, 컴포 트의 재사용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컴포

트를 재사용하기 한 컴포 트의 생성, 조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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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osenblum[3]은 

C2 아키텍처 스타일에 따라 컴포 트를 조립하는 

ARABICA 모델링을 개발 하 다. 이 모델링은 C2 

wrapping 방법을 통하여 기존 컴포 트를 맵핑 하

거나 메시지 달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형성하여 컴

포 트를 조립한다. 이승연[4]은 러그 앤 이 

방식으로 유연하게 재구성  조립할 수 있도록 아

키텍처 기반 설계로 개발된 COBALT Assembler의 

컴포 트 조립 도구를 개발하 다. C2 스타일을 따

르는 아키텍처 기술 언어를 이용하여 정형화하며, 

기술된 아키텍처 명세에 따라 생성된 컴포 트 

wrapper와 시스템 속코드는 클라이언트 로그램

과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는 애 리 이션 시스템으

로 구 되었다. Xiaodong Liu[5]은 애 리 이션 시

스템을 구축할 때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행동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하기 하여  Adaptation 시나리오 

기반으로 동 인 컴포 트를 조립과 생성 기법을 이

용하 다. XML을 이용하여 컴포 트를 정의 명세

를 통하여 컴포 트의 변환과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

계  구축하 다. Tewfik Ziadi[6]는 컴포 트 개념 

(컴포 트, 포트 그리고 커넥터)들을 정의하여 UML 

확장을 통하여 랫폼의 의존 계 모델을 정의하

다. OCL meta-level 제약조건과 맵핑 규칙에 의하

여 명세 된 아키텍처 제약조건은 랫폼 의존 계 

모델을 이용하여 정의되며, 컴포 트 포트를 조합하

기 하여 커넥터를 변환시켰다. 그리고 EJB와 

CCM(CORBA Component Model)으로 맵핑한 컴포

트 조립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이질 인 컴포 트 조립을 하여 잘 정형

화 된 어 터를 이용하 다. 어 터는 컴포 트들을 

연결 해주는 부분으로 컴포 트의 요구사항(속성  

매개변수)이 다를 경우 이를 조율 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ewfik Ziadi[6]이 정의한 컴

포 트간의 의존 계와 아키텍처 제약 조건을 이용

하여 컴포 트간의 요구사항을 조율해주는 커넥터를 

자동 생성되도록 설계  구 하 다.

3. 커넥터 설계

   커넥터 생성을 해서 커넥터의 구조를 정의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커넥터 자동 생성

을 하여 제 시스템을 통하여 설명한다. 그림 1

은 제 시스템으로 도서 리 시스템에 한 UML 

컴포 트 구성도이다. 도서 리 시스템은 Stock와 

Library 두개의 컴포 트로 구성되어 있다. Stock 

컴포 트는 getTotalStock(), bookInput()와 

bookOutput() 3개의 Operation으로 구성되어 있고,  

Library 컴포 트는 bookReturn(), bookBorrow()와 

totalResult() Oper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컴포

트를 커넥터를 통하여 연결된다. 커넥터를 생성하

기 해서는 명세서가 필요하다. 명세서를 작성하기 

해서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하며, 그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림 1. 도서 리 시스템

<<Component>>
Stock

<<Component>>
Library

<<operationPort>>
getTotalStock

<<operationPort>>
bookInput

<<operationPort>>
bookOutput

<<operationPort>>
bookReturn

<<operationPort>>
bookBorrow

<<operationPort>>
totalResult

<<provided>>

<<provided>>

<<provided>>

<<provided>>

<<required>>

<<required>>

<<connectOperation>>

<<connectOperation>>

{adapt}

{adapt}

<<Component>>
Stock

<<Component>>
Library

<<operationPort>>
getTotalStock

<<operationPort>>
bookInput

<<operationPort>>
bookOutput

<<operationPort>>
bookReturn

<<operationPort>>
bookBorrow

<<operationPort>>
totalResult

<<provided>>

<<provided>>

<<provided>>

<<provided>>

<<required>>

<<required>>

<<connectOperation>>

<<connectOperation>>

{adapt}

{adapt}

 3.1. 정의(Definition)와 명세(Specification)

   Components and port. UML 클래스 스테 오타

입  <<component>>에 의하여 컴포 트가 명세 된

다. 컴포 트는 포트들로 구성되며, 포트(Operation)

는 카테고리를 기 으로 정의되는 연결부분이다. 포

트의 기본형태는 컴포 트에 의하여 provided 는 

required로 동작하도록 정의된 operation 포트이다. 

Operation 포트는 UML 클래스 스테 오타입 

<<operationPort>>로 명세한다. 그것은 포트 구조

로 기술된 오직 하나의 UML operation을 포함하고 

있다. 포트들은 UML 의존 계 스테 오타입 

<<provided>> 는 <<required>>에 의하여 컴포

트들을 연결시킨다.

   Connectors and Assembly. 컴포 트 조립 명

세는 컴포 트 포트들 사이의 계를 정의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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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quired와 provided 포트의 개념은 두 포트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조립에 요 요소로서 

커넥터를 정의한다.  그것은 한 호환성 없는 포트

들로 응하도록 사용될 수도 있다. UML 의존 계

인 provided 는 required 포트  하나를 스테 오

타입 <<connect_type of ports>>으로 커넥터를 명

세한다. Operation 포토들의 연결은 스테 오타입 

<<connectOperation>>로 명세 한다.

   Ports Adaptation. 커넥터는 두개의 포트연결를 

하여 사용된다. 어떤 컴포 트의 operationPort들

은  다른 컴포 트의 operationPort들을 필요로 한

다. 이때 이들 포트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 조립 

방법이 요구 된다. 따라서 포트들을 상호작용을 

하여 태그(tag)값 {adapt}를 붙여서 그 의미를 표시

하며, 상호작용성은 맵핑 과정에서 처리된다[5].

   그림 1의 도서 리 시스템에서는 Stock 컴포 트

의 operation 모두 <<provided>>로 연결시키고 

Library 컴포 트는 bookReturn과 bookBorrow 

operation을 <<provided>>로 연결하고 totalResult 

operation을 <<required>>로 연결시킨다. 한 컴포

트 Stock의 bookInput operation과 Library 컴포

트의 bookReturn operation을 연결하기 한 두 

operation 포트는 <<connectOperation>>으로 명세

하고, Stock 컴포 트의 bookOutput operation은 

Library 컴포 트의 bookBorrow operation과 연결하

기 하여 두 operation 포트는 스테 오타입

<<conncetOperation>>으로 명세한다. 그리고 컴포

트 조합을 한 표 을 하여 태그(tag)값 

{adapt}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표 1은 명세 규칙을 

이용하여 커넥터 구조를 표  하 다.

표 1. 컴포 트 명세 

Component
operation

Port

conncet_type

 of ports

connect

Operation

Stock

getTotalStock provided

bookInput - 

bookReturn

{adapt}

bookOutput - 

bookBorrow

{adapt}

bookInput provided

bookOutput provided

Library

bookReturn required

bookBorrow required

totalResult provided

  

3.2. 제약조건의 정형화

  확장된 UML 모델링에 한 제한 조건들을 구조

인 규칙으로 정형화시킬 수 있다. 이를 하여 

OCL (Object Constraint Language) 기반 제약조건

의 정형화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의존 계 스테 오

타입<<connectOperation>>은 <<operationPort>>

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의존 계 스테 오타

입 <<connectOperation>>은 Stock 컴포 트의 

ModelElement나 <<operationPort>>로 표 된 포트

를 제공받아 Library 컴포 트의 ModelElement나  

<<operationPort>>로 표 된 포트만을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존 계 <<connectOperation>>은 

Stock 컴포 트의 ‘bookInput’ operation과 Library 

컴포 트의 ‘bookReturn’ operation이 연결되고, 

Stock 컴포 트의 ‘bookOutput’ operation과 Library 

컴포 트의 ‘bookBorrow’ operation이 연결되었다.

그림 2. 제약조건에 한 OCL 표

context Dependency

inv self.isStereoptyped ("connectOperation") 

implies((self.supplier → forAll(S:ModelElement 

| S.isStereotyped("operationPort")) and

(self.client → forAll(C:ModelElement |

C:.isStereotyped("operationPort"))

4. 커넥터 생성

   커넥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하여 그림 2의 문

맥 의존 계를 통하여 그림 3의 커넥터 자동생성을 

한 규칙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 규칙 명세서를 통

하여 그림 4의 커넥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 사용

자는 컴포 트의 operationPort를 입력하면 그림 5와 

같은 XML문서로 된 커넥터 명세서가 자동으로 생

성된다. 이 명세서를 통하여 그림 6과 같이 커넥터

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림 3. 커넥터 자동생성을 한 규칙 명세서

bookInput - bookReturn {adapt}

  supplier : Stock Stock.bookInput

  client : Library Library.bookReturn

bookOutput - bookBorrow {adapt}

  supplier : Stock Stock.bookOutput

  client : Library Library.bookB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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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커넥터 인터페이스

그림 5. 커넥터 명세서

<?xml version="1.0" encoding="euc-kr"?>

<connectOperations>

  <adapt> 

    <supplier> 

      <component>Stock</component>

      <operation>bookInput</operation>

    </supplier> 

    <client> 

      <component>Library</component>

      <operation>bookReturn</operation>

    </client> 

  </adapt> 

  <adapt> 

    <supplier> 

      <component>Stock</component>

      <operation>bookOutput</operation>

    </supplier> 

    <client> 

      <component>Library</component>

      <operation>bookBorrowt</operation>

    </client> 

  </adapt> 

</connectOperations>

그림 6. 커넥터 생성

public class connector

{

  Stock stock = new Stock();

  public void bookReturn()  {

    stock.bookInput();

  }

  public void bookBorrow()  {

    stock.bookOutput();

  }

}

5. 결론

   최근에 새로운 애 리 이션 는 시스템 개발은 

컴포 트 조립방법을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컴포 트 기반 소 트웨어 개발의 에서 시스

템 개발은 코드를 작성하는 신에 기존의 소 트웨

어 컴포 트를 조립하는 것으로 체되고 있다. 컴

포 트 조립에 있어서 커넥터 기능은 컴포 트 사이

에서 요구사항에 부분 으로 맞지 않은 부분을 조율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포 트 

제약조건을 통하여 컴포 트간의 의존 계를 정형화

시켰다. 한 정형화된 의존 계를 통하여 커넥터에 

한 XML 명세서를 설계하 다. 이를 이용하여 커

넥터를 자동 생성하고, 컴포 트간의 조립이 가능하

도록 하 다. 그러나 컴포 트 조립 시 각각의 컴포

트의 매개 변수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가 발생한

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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