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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확장 계는 유스 이스 수행  조건에 따라 기반 유스 이스의 기능을 확장하고자 할 때 활용된

다. 그러나 재 확장 계가 조건에 따른 분기를 해 활용하는 확장 은 이블 형태를 가지며, 이
는 객체지향 로그램의 작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한 확장기능 수행 후 기반 유스 이스

로의 복귀 에 한 명확한 모델링 기 이 부족하여 확장 계의 활용이 어려운 것이 실이다. 본 논

문에서는 유스 이스 확장 계의 개선 모델링 기법을 제시한다. 개선 모델링은 확장 계의 분기 으

로 기존 이블 형태의 확장  신 액티비티 노드를 설정한다. 한 분기 과 으로 복귀 에 해당

하는 액티비티 노드를 명시 으로 지정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확장 계의 분기  복귀의 보다 명확한 

명세가 가능하다.

1. 서론

유스 이스(Use Case)는 시스템의 기능을 표 하기 

한 수단으로 리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매우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다[2][5]. 유스 이스 간 

계 설정을 해서는 포함(Include)  확장(Extend) 계

가 활용된다.

확장(<<extend>>) 계는 유스 이스 수행  조건

에 따라 기반 유스 이스(Base Use Case)의 기능을 확장

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 그러나 재 확장 계가 조건에 

따른 분기를 해 활용하는 확장 (Extension Point)은 

이블(Label) 형태를 가지며, 이는 객체지향 로그램의 작

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한 포함 계와 달리 

확장기능 수행 후 기반 유스 이스로의 복귀 (Rejoin 

Point)에 한 명확한 모델링 기 이 부족하여 확장 계

의 활용이 어려운 것이 실이다[3][4].

본 논문에서는 유스 이스 확장 계의 개선 모델링 

기법을 제시한다. 개선 모델링은 기존의 확장  신 액티

비티 노드(Activity Node)를 활용하며, 확장 계가 갖는 

분기   복귀 은 액티비티 노드의 집합인 액티비티 그

룹(Activity Group)을 통해 정의된다.

2. 련 연구

Metz 등은 확장 계의 복귀 과 련한 모호성 제거

를 하여 확장하는 유스 이스의 실행 후 기반 유스 이

스로 복귀하는 경우를 5개의 경로로 세분하여 제시하 다. 

그러나 이들은 여 히 복귀 과 련하여 확장 을 그 로 

활용함으로써 확장 과 련한 문제 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귀 에 한 명확한 모델링 기법을 제시하지 않

고 있다[4].

Braganca 등은 [4]를 기반으로 기존 유스 이스 모델에 

메타모델을 추가 용한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 다. 이들은 

유스 이스의 개념  단편으로서 "ExtensionFragment"를 

제안하고, "RejoinPoint" 등을 통해 확장 계의 명확한 모

델링을 주장하 다. 그러나 메타모델의 추가는 모델의 복잡

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특히 "ExtensionFragment"

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도입은 기존 모델과의 호환성 문제

를 야기한다[1].

3. 확장 계의 개선 모델링 기법

(그림 1) 개선된 유스 이스 메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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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계의 개선 모델링을 한 유스 이스 메타모델

은 그림 1과 같다. 기존 유스 이스 모델로부터 확장된 요

소는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분기 과 복귀 을 표

하기 하여 액티비티 그룹(ActivityGroup) 메타모델을 확

장한 <<ExtendSemantics>> 스테 오타입(Stereotype)을 

정의한다.

<<ExtendSemantics>> 액티비티 그룹은 액티비티 노

드(Node)를 갖는다. 노드는 액션 노드이거나 컨트롤 노드

이며, 객체 노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기존 액티비티 

그룹과 달리 액티비티 에지(Edge)를 갖지 않는다. 이는 

<<ExtendSemantics>> 액티비티 그룹이 분기   복귀

만을 명시하기 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ExtendSemantics>>로 정의된 액티비티 그룹은 두 

개의 꼬리표(Tag)를 갖는다. 하나는 분기  지정을 한 

"branch"이며, 다른 하나는 복귀 을 한 "rejoin"이다. 

이들은 모두 액티비티 노드 형태로 정의된다.

모든 확장 계는 <<ExtendSemantics>> 액티비티 

그룹을 가지며, 기존의 확장 은 활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장에 따른 분기 과 복귀 이 명확하게 정의되며, 복귀 

경로의 수  복귀 치 등과 계없이 복귀 을 명확하

게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는 <<ExtendSemantics>> 액티비티 그룹을 

용하여 유스 이스를 모델링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그림

에서 상단의 모델은 기존 확장 을 이용하여 표 된 모델

이며, 확장을 한 분기 은 이블 형태를 갖는다. 한 

복귀 에 해서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반면 하단 

모델은 확장 유스 이스의 분기  복귀 지 이 기반 유

스 이스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 개선된 유스 이스 모델 ( 시)

분기 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반 유스 이스로부

터 분기하기 직 의 액티비티를 나타내며, 복귀 은 확장 

유스 이스 실행 후 기반 유스 이스로 복귀한 다음 실행

하게 될 액티비티를 지정한다. 따라서 순차 인 실행순서

는 "액티비티(branch) -> 확장 유스 이스 -> 액티비티

(rejoin)"가 된다. 

그림 3은 "도서를 여한다" 유스 이스를 명세한 것

으로, 분기 과 복귀  정의에 따라 " 여료를 계산한다 

-> 단골회원의 경우, 20% 할인한다 -> 여정보를 기록

한다" 순으로 실행순서가 명확하게 명세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 "도서를 여한다" 유스 이스 명세

4. 결론

유스 이스 확장 계는 조건에 따라 기반 유스 이스

의 기능을 확장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한 메커니즘이며, 

특히 로덕트 라인(Product Line) 등에서 시스템 간 가변

성(variability)을 모델링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하다. 그러나 재 기반 유스 이스로의 복귀 과 련한 

모호성이 존재하고, 한 이블 형태의 확장 의 활용은 

객체지향 로그램 작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확장 계의 개선 모델링은 확

장 계의 분기 으로 기존 이블 형태의 확장  신 

액티비티 노드를 설정한다. 한 분기 과 으로 복귀

에 해당하는 액티비티 노드를 명시 으로 지정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확장 계의 분기  복귀의 보다 명확한 명세

가 가능함은 물론, UML 스테 오타입 확장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유스 이스 모델과의 호환성을 그 로 

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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