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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학  기반의 응용 로그램에서는 복합 계(complex relationship)  복합객체(complex object)의 

개념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비즈니스 응용에 합한 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다루기에는 장

과 검색 시 많은 문제 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출 하게 되었다.

 한편, 고 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은 개체 계형 모델(Entity Relationship Model)과 같은 개념

 모델을 사용하며 데이터 심의 구조  (structural aspect)만을 고려하는 반면, UML(Unified 

Modeling Language)같은 객체지향형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경우 구조   

 행  (behavioral aspect)을 모두 포함한다. UML은 확장 가능한 언어로서, 특정 응용 로그

램에 한 새로운 스테 오타입(stereotype)의 사용이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한 확장된 

UML의 스테 오타입이 제안되었지만, 부분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이 맞추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한 확장된 UML 스테 오타입을 기술하며, 복합

계  복합객체를 지원하기 해 Aggregation, Composition, Association의 개념을 재정의한 설계기

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설계기법을 지원하는 설계 도구(ORDesigner)의 구 에 해서 기술한다.

1. 서론

   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재 공학  기반의 응용 

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지원하기에

는 한계 을 갖고 있다. CAD/CAM(Computer-Aid-

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S-

E(Computer-Aided Software Engineering), GIS(G-

eographic Information System)등과 같은 응용들의 

특징은 복합 계와 복합객체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

며, 이러한 개념들을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용시

킬 경우 제 1정규형(First Normal Form)을 만족하

기 해 객체들은 다수의 튜 로 분해되므로 테이블

이 무 많이 생성되어 장뿐만 아니라, 검색의 경

우에 많은 조인연산으로 인해 성능이 상당히 하된

다[1].

  이와 같은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복합객체 타

입, 복합 계, 상속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객체 계

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출 하

는데,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으로서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지원하면서 복합 계  복

합객체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응용 로그램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응용 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통 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  설계 기법은 

개체 계형 다이어그램(ERD : Entity Relationship 

Diagram)과 같은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계형 

스키마를 표 하지만, ERD는 단지 객체 정 인 측

면인 구조  만을 고려하므로, 객체의 동 인 

측면인 행  이 포함된 객체 계형 데이터베

이스의 설계에는 부 합하다.

  UML(Unified Modelling Language)과 같은 객체

지향형 설계 언어(object-oriented design language)

는 객체의 구조  과 행  을 모두 포함

하며 각 응용 로그램에 맞는 특별한 스테 오타입

(stereotype), 꼬리표 값(tagged value), 제약조건

(constraint)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UML의 클

래스 다이어그램(class diagram)은 이러한 개념을 

지원하므로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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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본 논문에서는 확장된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을 용한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방법론을 

기술하며, 확장된 UML의 스테 오타입을 기술하고, 

기존의 계를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합하

게 재정의하며, 제안한 설계기법을 용할 수 있는 

설계도구 구 에 해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확

장된 UML과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 련 연구

들을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객체 계형 데이터베

이스에 합하게 재정의한 aggregation, compositio- 

n, association을 제안하며, 제 4장에서는 제안한 기

법을 용한 설계 도구(ORDesigner)에 해 기술한

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

향에 해 기술한다.

2. 데이터베이스를 한 UML의 확장

  본 장에서는 기존의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한 

UML의 확장과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한 

UML의 확장  ORDesigner에 반 된 UML의 확

장에 해서 기술한다.

2.1.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한 UML의 확장

  UML의 확장 방법은 스테 오타입, 꼬리표 값, 제

약조건을 포함한다. 스테 오타입(Stereotype)은 모

델요소에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며, 

꼬리표 값(Tagged value)는 모델요소의 기본속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제약조건(Constraint)은 

모델요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명시한다.

<표 1> 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스테 오타입

<표1>은 Conallen의 연구[2]  Booch의 연구[3]를 

바탕으로 정리한 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해 

반 되어야 할 스테 오타입의 를 보여 다.

하지만 collection type, REF type, method 등의 객

체나 객체 계형 모델에서 사용되는 스테 오타입

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2.2.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한 UML의 확장

  SQL:1999는 재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표

으로 복합객체와 복합 계에 사용되는 새로운 구

조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 있다. <표 2>는 

SQL:1999의 value type과 객체타입으로 정의된 구

조  데이터 타입의 를 보여 다.

 <표 2> SQL:1999의 구조  데이터 타입의 

  SQL:1999가 표 이긴 하지만, 재 상용화되고 있

는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들 마다 차이 을 갖고 

있다. 표 인 로 <표 3>의 Oracle 9i를 살펴보

면 SQL:1999와 다른 문법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표 3> Oracle 9i의 구조  데이터 타입의 

  <표 4>에서 기술한 Marcos의 연구[4]는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반 되어야 할 스테 오

타입을 기술한다.

<표 4>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스테 오타입

3. 계 정의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계는 복합객체  복합

계 개념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객체 계형 데이터

베이스 설계에 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본 장

에서는 Eric Pardede의 연구[5]를 바탕으로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Aggregation, Composition, 

Association의 개념을 기술한다.

3.1. Aggregation과 Composition

  Aggregation과 Composition은 체-부분(whole- 

part)의 개념으로 표 하는 클래스들 사이의 연  

계이다. Aggregation이나 Composition인 클래스의 

각 객체는 다른 Aggregation이나 Composition의 객

체로 구성될 수 있는데, 구성된 클래스를 “ 체”라 

하며, 구성요소가 된 클래스를 “부분”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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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Aggregation

  Aggregation은 “부분”클래스가 공유 가능하기 때

문에, “ 체”에 해 독립 인 계를 갖는다. 즉, 

“ 체”의 객체가 삭제되어도 “부분”의 객체는 삭제

되지 않는다. 

  Rule 1:  (C1(A, B), C2(M, N))의 두 개의 클래스

가 있고, C1은 공유가 가능하며 독립 인 C2로 구

성된다면, C2는 C1 테이블의 UDT collection의 속

성으로 구 한다. 변환 결과는 테이블 C1(A, B, 

UDT C2(M, N))이 된다.

(그림 1) Aggregation Type 

3.1.2. Composition

  Composition은 Aggregation과는 다르게 “부분” 

객체가 “ 체” 객체에 의존 이며 공유가 불가능하

므로 “부분” 객체를 “ 체” 객체의 내부에 정의한다.

  Rule 2: (C1(A, B), C2(M, N))의 두 개의 클래스

가 있고, C1은 공유가 불가능하며 의존 인 C2로 

구성된다면, C2는 C1 테이블의 ROW collection 속

성으로 구 한다. 변환 결과는 테이블 C1(A, B, 

ROW C2(M, N))이 된다.

(그림 2) Composition Type

3.2. Association

  Association은 1:1, 1:N(일:다), N:N(다:다)의 매핑 

응수(mapping cardinality)에 따라서 차이 을 갖

고 있다. 1:1일 경우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도 두 클래스 

 한쪽이 다른 한쪽의 주키를 갖고 있으면 되지만 

복합객체를 포함한 클래스들의 계는 다르게 구

되어야 하므로 N의 매핑 응수만 고려한다.

3.2.1. 1:N association

  Rule 3:  (C1(A, B), C2(M, N))의 두 개의 클래스

가 있고, C1:C2가 1:N의 association을 갖고 있다면, 

C1이 C2를 참조할 수 있는 속성을 collection으로 

포함한다. 변환 결과는 테이블 C1(A, B, C2_Key)과 

C2(M, N)가 된다.

(그림 3) 1:N Association

  제시한 방법은 1:N association 계의 새로운 

근방법으로 collection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며, 

collection과 통 인 계형 모델로 수행할 수 없

는 순차  술어 같은 복잡한 질의에 가장 합하다. 

이 방법은 테이블들(multiple-table-query와 “N”쪽이 

매우 크지 않은 계에 해 자주 사용되는)에 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2.2. N:N association

  Rule 4:  (C1(A, B), C2(M, N))의 두 개의 클래스

가 N:N의 association을 갖고 계인 C3(X)을 갖고 

있다면, C1은 C3과 C2를 참고할 수 있는 속성을 

collection으로 포함한다. 변환 결과는 테이블 C1(A, 

B, ROW(C2 Key, C3(X))과 C2(M, N)가 된다.

(그림 4) N:N Association 

  1:N association에서 제시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방법은 collection과 순차  술어를 갖는 복잡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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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합하다. 만약 참여하는 클래스들이 서로 다

른 요도(importance level)를 갖거나, 계 속성들

의 수가 크지 않을 경우 유용하다.

  제시한 association 계는 객체 계형 데이터베

이스 collection에서 무결성 제약 조건이 내포된 

SQL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기존의 계

형 데이터베이스의 association 계는 외래키 는 

REF를 포함하며, on delete cascade, on update 

nullify 등과 같은 무결성 제약 조건 정의가 가능하

다. 이러한 조건을 collection 속성에 해서는 용

할 수 없다. 그러나, 제시한 모델에서 무결성 제약 

조건을 내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테이

블이 typed table일 경우 트리거(trigger)나 메소드

(method)를 사용하여 무결성 제약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4. ORDesigner

  ORDesigner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을 용한 설계 도구이다.

  확장된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데이

터의 구조    행  과 재정의한 agg-

regation, composition, association을 용하여 복합

객체  복합 계를 고려하 다. ORDesigner는 논

리  모델 기반으로 객체 계형 모델 표 인 

SQL:1999를 사용하며, 물리  모델 기반으로는 

Oracle 9i(release version 9.2.0.1.0)를 사용한다. 구

환경은 Windows XP 상태에서 MFC를 이용하여 

개발 이다,

  (그림 5)는 ORDesigner의 간략한 구성도이다. 

ORDesigner는 다루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확

장된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설계를 

할 수 있다. SQL:1999에 합한 표 화 모델을 

Oracle 9i가 지원하는 데이터 형태에 맞게 변환하여 

Oracle 9i에 합한 SQL 코드를 생성하여 용한다. 

(그림 5) ORDesigner의 간략한 구성도 

  (그림 6)은 ORDesigner의 로토타입을 보여 다. 

확장된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지원하며 논리  

모델링과 물리  모델링을 구분하여 보여 다. 재  

SQL:1999를 사용한 표 화된 모델링을 Oracle 9i에 

용하여 구 하 다.

(그림 6) ORDesigner 로토타입

5. 결론  향후연구

  기존의 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복합객체  복합

계를 지원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 을 내포함으로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출 하게 되었다. 기존

의 개체 계형 모델(ERD)과 같은 계형 데이터베

이스 설계기법은 데이터의 구조  만을 고려하

므로 행  을 포함하는 객체 계형 데이터베

이스에는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  과 행  을 모두 

포함하는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한 확

장된 UML 스테 오타입을 기술하 으며, 복합객체 

 복합 계를 지원하기 한 Aggregation, Compo-

sition, Association의 개념을 재정의한 설계기법을 

기술하 다. 한 제시한 설계기법을 용한 설계도

구인 ORDesigner의 간략한 소개를 기술하 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기술한 설계기법을 지

원하는 ORDesigner 개발의 완성과 Oracle 9i 외의 

다른 객체 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지원하도록 확장

되어야 하며, ORDesigner를  이용하여 실질 인 활

용 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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