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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은 시스템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UML 기반의 Use Case 모델링의 절차와 분석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전반적인 UML 의 문제점을 조사해봄으로써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UML 
기반의 모델링을 적용하여 분석할 경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자 한다. 

 

1. 서론 

 
지난 20 여년 동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실패율

이 높은 것으로 보아 소프트웨어공학 방법론들이 실
패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1]. 이는 프로젝트 개발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가 비즈니스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
문에 사용자의 빈번한 요구사항 변경이 원인이 되어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개발 초기에서부터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

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여진

다. 현재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은 비즈

니스 요구사항 분석 과정에서부터 UML 기반의 모델

링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UML 기반의 
모델링은 표기법이 너무 복잡하여 비즈니스 업무를 
분석하고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 모델링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파악된

다면 분석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요구사항 
분석 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UML 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CBD
개발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비즈니스 분석을 위한 

유스케이스 모델링의 절차와 각 모델링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 또한 UML 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UML 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
도록 한다. 
 

2. UML 기반의 개발 방법론 

 
현재 CBD 방법론을 적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용 소

프트웨어 프로세스가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CBD 방법론은 컴포넌트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BD 방법론에 대
한 분석과 다양한 프로세스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2] [3] [4]. 
실제 비즈니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은 자신의 조직 문화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
게 커스터마이징 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비즈니스 분
석 시에는 대부분이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클래스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을 한다. 그러

나 모델링 분석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
문에 경험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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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ML 기반 모델링 프로세스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의 전형적인 모델링 분석 방

법에서의 모델링 순서는 ‘비즈니스 모델  유스케이

스 모델  분석 모델  설계 모델  구현 모델’ 단
계로 구체화되며, UML 기반의 유스케이스 모델은 시
스템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된다. 

[표 1]은 객체지향 방법론과 CBD 방법론의 개발 
프로세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UML 표기법을 추
출한 것으로, 유스케이스를 이용한 모델링으로 공통적

으로 비즈니스 분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모델링 절차 UML 표기 

객체지

향 모
델링 

① 요구사항 분석 
② 비즈니스 모델링 
③ 유스케이스 모델링 
④ 클래스 분석 및 설계 
⑤ 컴포넌트 설계 

① Use Case Diagram 
② Use Case 명세서 
③ Sequence Diagram  
또는 Collaboration Diagram
④ Class Diagram 
⑤ Component Diagram 

CBD 
모델링 

① 비즈니스 모델링 
② 유스케이스 모델링 
③ 논리적 모델링 
(Business Type Model 
Interface Specifications 
Component Specifications 
Component Object Interface 
Component Architecture) 

① Use Case Diagram 
② Class Diagram 
③ Class Diagram with 
<<stereotype>> 
 

[표 1] UML 기반 모델링 프로세스 비교 
 

4. 유스케이스 모델링 

 
요구사항 중심의 개발 프로세스인 유스케이스 모델

링은 비즈니스 측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과정으로, 요구사항 도출/분석작업을 통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작성, 명세서(시나리오) 작성, 주 클래스 
목록 생성, 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을 통하여 최종적

으로 개발 될 시스템을 위한 클래스를 정의하고 정제

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유스케이스는 개념적인 수
준에서의 시스템의 초기행위에 맞추어 모델링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요
구사항에 맞추어 상세하게 정제된다. [5]. 

 
(1)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작성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과 시스템 외부의 

액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표현한 것으로,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객용 유스케이스를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용 유스케이스를 상세하게 작성한다. 또
한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방법으로 기술함으로써 고객

관점의 유스케이스를 추상화시킨 형태로 작성한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작성 시의 문제점 
- 유스케이스를 추출하는 가이드라인이 애매모

호하다. 경우에 따라서 유스케이스가 될 수
도 메소드가 될 수도 있다  

- 유스케이스의 범위 결정과 이름도출이 어려

워 경험자만 할 수 있다 
- 속성으로 표현해야 할지 유스케이스로 표현

해야 할지 구분하기 어렵다. 
- 유스케이스 명세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의 업무 범위를 표현할 지 결정하기 어렵다. 
 
(2) 유스케이스 명세서 작성 
유스케이스 명세서(Descriptions)는 액터의 요청에 

대해서 액터와 유스케이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건 흐름을 기술함으로써 완성

할 수 있다.  
유스케이를 기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

다. 시스템을 블랙박스로 보고 액터의 행위만을 표현

하는 시스템의 외부관점 접근법(External view approach)
과 시스템의 내부행위를 상세하게 표현하는 화이트 
박스 형태의 시스템 내부관점 접근법(Internal view 
approach)이 있다[5]. 

[표 2]와 같은 유스케이스 명세서는 시스템의 외부

관점 접근법과 내부관점 접근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작성한 형태로, 명세서에서의 주요처리는 예외처리를 
제외한 성공적인 처리를 위주로 기술하며, 시스템에서 
당연히 리턴되는 내용도 제외하여 표현한다. 이것은 
유스케이스 명세서의 복잡성을 줄이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유스케이스 명세서

는 분석가마다 다르게 정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Use Case Name  
Brief Description  
Precondition  
Flow of Events 
Actor View System View 
 
 

 

Postcondition  
[표 2] 유스케이스 명세서 작성 예 

 
(3) 주 클래스 목록 작성 
Coad 와 Yourden 은 요구사항 명세서로부터 모든 명

사목록을 클래스 식별을 위한 시작점으로 사용하였다. 
클래스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지, 다른 클래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산

자와 속성이 있는지, 이 명사의 모든 인스턴스는 같은 
속성을 공유하는 지 등에 따라 클래스를 구분한다. 이
렇게 작성된 클래스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4) 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 
시스템의 행위를 설명하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이 완성되었으면,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객체 모델로 매핑해야 한다. 유스케이스를 객체모델링

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는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 메트릭스를 이용하여 객체를 식별하는 방법, 
CRUD 를 확장하여 각 유스케이스에서의 객체의 구체

적인 책임(Responsibility)을 기술하는 UCOM(Use Case 
Object Model) 메트릭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유스

케이스 별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여 객체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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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유스케이스를 객체로 모델링 하는 방법

은 설명한 것이며,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작성은 브레

인스토밍 기법인 Role Playing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은 순서로 작성한다. 

 
① 유스케이스에서 후보객체를 결정한다. 
② 후보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식별하고 문

서화함으로써 초기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생성

한다. 이 단계에서 새로운 객체가 생성될 수 
있다. 

③ 새로이 생성된 객체에 대해 객체의 관계를 설
정하고, 유스케이스의 기본 플로우만 분석함으

로써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정제한다. 
④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완성한다.  
⑤ 각 객체에 대해 추가되는 정보를 상세하게 문

서화한다. 
⑥ 새로운 유스케이스에 대해 다시 시작한다. 
 

Role paly는 유스케이스에서 객
체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식별한
다

Use CaseUse Case 정제된
객체

설명서

정제된
객체

설명서

초기 객체
설명서와

모델

초기 객체
설명서와

모델

Sequence 
diagrams와

갱신된 객체모델

Sequence 
diagrams와

갱신된 객체모델

입력입력물

산출물

 
[그림 1] 객체 모델로의 유스케이스 매핑 

 
 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 시의 문제점 
- 이벤트를 어느 레벨까지 낮추어야 할지 결정

하기가 어렵다. 
- event decomposition 에 대한 것이 없다 
- 리턴 값이 있을 때, 문맥이 어렵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혼동스럽다. 
 
(5) 객체 추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특정 유스케이스에 대한 이벤

트 중심의 플로우로 객체간의 상호작용을 그래픽 형
태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클래스를 쉽게 식별할 수 있
도록 해주며, 시스템의 프레임워크와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정제된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표 3]
과 같이 객체를 타입 별로 엔티티(Entity) 객체, 인터

페이스(Interface) 객체, 컨트롤(Control) 객체로 구분하

여 추출한다. 
 
객체 타입 정  의 

엔티티 객체 
도메인 또는 비즈니스 객체를 의미하며, 시스

템이 책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객체 

인터페이스 객체 시스템과 상호작용 하는 외부시스템에 대한 화
면 인터페이스 객체 

컨트롤 객체 
비즈니스 규칙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

한 객체로, 다른 객체를 제어하거나, 엔티티도 
인터페이스도 아닌 객체 
[표 3] 객체 타입 별 정의 

 
(6) 클래스 정의 및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 
추출된 객체를 분석하여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정

의한 객체의 메소드에 속성을 추가하여 클래스로 정
의한다. 그리고 클래스간의 관계를 추출하여 전체 클
래스 다이어그램을 완성한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 시의 문제점 
- 관계설정이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따라 다

르게 표현될 수 있다 
- 구체화 시키면 클래스가 많아지는데, 클래스

가 많아지면 관계 표현이 복잡해져 보기 힘
들다 

 
5. UML 의 문제점 조사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은 서로 다른 언어

들의 특징을 통합하여 산업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Booch, Rumbaugh, Jacobson 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링 언어로서, 분석 설계를 수행하는 방법론과 무
관하게 UML 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UML
을 적용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어 왔다[6]. 

그러나 UML 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부터 
하향식으로 진화된 것이어서 시스템의 이론적인 기초

가 부족하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다이어그램 타입과 
프로그램 언어들의 영향을 받은 심볼들로 인해 모델

이 복잡하며, 행위 모델링이 혼동스럽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UML 을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진화에 맞추어 시스템 아키텍트(Architect)의 도구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보다 단순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단일 모델로 구조와 행위를 통합해야 된다. 그러나 이
해당사자(Stakeholder)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대변혁

의 개정은 어려운 실정이다[7]. 
분산시스템에서의 유스케이스 모델과 시스템 분해

와 관련된 UML 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8]. 
 
 비 본질적인(Accidental) 결점 
- 시스템과 액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초기화해

야 하는 시스템에서 유스케이스 모델은 상호

작용 요구사항을 기술하기 어렵다. 
- UML 은 다양한 시스템 컨텍스트(context)를 

모델링 할 수 없다. 
 스테레오타입과 액터 사이의 연관성(association)

을 허용하는 등의 간단한 수정으로 해결 가능 
 본질적인(Essential) 결점 
- 유스케이스 사이의 구조를 쉽고 직관적인 계

층적 구조로 표현하기 어렵다.  
- 유스케이스의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한 적

당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상태-의존적인 시스템의 행위 같은 상위 레

벨 시스템의 행위를 모델링 할 수 없다. 
 언어의 주요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이 필요 
 근본적인(Fundamental) 결점 
- 서브시스템들로 구성된 시스템에서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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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플로우를 다루기 힘들다. 
- 분산시스템의 분해를 서브시스템으로도 

UML 으로도 모델링 할 수 없다. 
- 단일 관점으로 통합된 서브시스템과 같이 복

합 구성된 엔티티의 모든 관점을 모델링 할 
수 없다. 

 언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수정하더라도 제거되지 
않음 

 
이처럼 UML 의 문제점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UML 1.x 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거대한 사이즈, 불필요한 복잡성, 부정확한 의미, 비
표준적인 구현, 제한된 커스터마이징, 컴포넌트 기
반의 개발을 위한 지원이 부적절, 모델 다이어그램

들을 교환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
으며, UML 의 사이즈와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

으로 개정이 진행되었다[9]. 그러나 새로이 개정된 
UML2.0 역시 다음과 같은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문
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었다[10]. 
 
 유스케이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1.x 버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와 잘 통합되지 않는다. 

 내부구조를 갖는 컴포넌트와 클래스들 사이의 
중요한 형식과 의미의 중복이 존재한다. 

 UML2.0 에서의 많은 구조들은 하위레벨의 구
조로서 통합되지도 증명되지도 않았다. 

 UML 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렵다.  

 클래스의 상속구조는 정교하면서 거칠기(rough) 
때문에 이해하고 관리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ML 은 모델링 언어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들이 제시되며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UML 의 구조

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UML 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UML 의 문제점

을 잘 파악하여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 시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UML 기반의 유스케이스 모델링의 절차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UML 의 전반적인 문제점들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객체지향 개발 방법

론과 CBD 방법론의 프로세스는 설계의 기본 모델링 
언어인 UML 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UML 의 복잡

성과 분석 모델링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

에 경험자에 의존하여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프로젝트 분석을 위한 모델링 적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봄으로써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도록 지침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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