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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객체지향 설계에 사용하는 모델링 언어인 UML을 이용하여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을 도출합니다. 
도출된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

마로 변환 방법을 소개 합니다.

1. 소개

   UML 객체지향 개념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로그래

언어로 도입되면서 이제는 분석  설계 부분에서도 표

화된 객체지향 설계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객체 지향 

설계에서 사용하는 모델링 표기법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이라는 표 화된 표기법을 따른다. 

UML은 소 트웨어 시스템의 구조물을 명세화, 구조화, 

시각화, 문서화 뿐만 아니라 비-소 트웨어 시스템 그리

고 비즈니스 모델링을 한 하나의 언어이다[3].

   로그램 개발은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 , 테스트 등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일 규모 로젝트라면 개발 

기간 역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요구분석가/아키텍

처 설계자/DB설계자/ 로그래머 등 각 부문에 문가들이 

력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UML은 로그램 개발 과정을 

일 된 에서 진행하고, 이들 업무 담당자들 간의 의사

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로젝트가 효율 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공통된 객체 지향  설계 언어이다.

   UML에서 순차 다이어그램은 응용 로그램에서 사건

의 흐름을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로 풀어 쓴 유스 

이스(Use case)를 메시지로 표 한 그림으로 변환할 수 

있다. 한 그 그림은 항상 더 간결하게 이해되고, 특히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 작업을 쉽게 해 다. 

그러므로 UML을 이용해 유스 이스에 의한 순차 다이

어그램을 도출하여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든 후, 그 클래

스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계형 데이터 모델링으로 변환

할 수 있다.

2.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환 과정에서 정보 구조로부터 

논리  개념을 이용하여 어떤 논리 (데이터) 구조로 표

하는 것이 필요한데, 데이터 모델링이란, 이 변환 과정을 

말한다.[4] 그림 1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계형 데이터

베이스 스키마로 변환한다. UML 클래스를 이용한 데이터 

모델링 과정의 다이어그램은 그림 1과 같다[8].

(그림 1)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2) 데이터 모델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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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에서 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도출을 한 

데이터 모델링의 변환 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2]. 

① 클래스는 테이블이 됨.

② 클래스의 속성(attribute)은 테이블의 열(column)이 됨.

③ 클래스의 속성 타입은 테이블의 열 타입이 됨.

④ 일반화가 없는 클래스를 해서는 integer 기본키를 

  생성하고, {oid}를 해서는 기본키 제약 조건에 {oid} 

  태그 열을 추가함.

⑤ 자식 클래스(Subclasses)들은, 각 부모 클래스의 키를 

  기본키와 외부키 제약 조건에 추가함.

⑥ 속성에 {nullable} 태그가 있으면 테이블 속성에 NULL

  는 NOT NULL을 추가함.

⑦ 속성이 기 값을 가지면, 열에 DEFAULT 문을 추가

  함.

⑧ 연  클래스들은, 각 역할-실행 테이블에 한 기본키

  를 기본키와 외부키 제약 조건에 추가함.

⑨ 만일 {alternate oid = <n>} 태그이면, UNIQUE 제약

  조건에 한 열을 추가함.

⑩ 각 명시된 제약에 해 CHECK를 추가함.

⑪ 0..1, 1..1 규칙의 연  계에서 참조하는 테이블에 외

  부키를 생성함.

⑫ 집합 테이블(CASCASE와 같이)의 외부키를 갖는 복

  합집합을 해서 기본키를 생성한다 ; 기본키를 해

  추가 인 열(column)을 추가함.

⑬ 이진 연  클래스를 당한 “N"쪽 테이블로 이동함으

  로써 최 화 함.

⑭ 연  클래스가 아닌 3원 연 은 N : N에 한 테이블

  로 생성함.

⑮ N : N, 3원 연 에서 역할-실행 테이블의 키로부터 

  기본키와 외부키 제약 조건을 생성함.

⑯ 연  클래스 없는 다 다(many-to-many) 연 을 

 해 기본키와 외부키를 생성함.

3. 데이터 모델링의 

   그림 1에 의한 ‘Rent_Contract' 객체는 그림 2의 계

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과 ②  ④번의 성질에 따

라 ’Rent_ContractID' 객체 타입 속성을 장하는 

‘Rent_Contract'테이블로 그림 3과 같이 변환된다.

SQL> CREATE TABLE Rent_Contract(

       Rent_ContractID  INTEGER PRIMARY KEY  )

(그림 3) Rent_Contract 테이블

  그림 1에 의한 ‘Annex'객체는 그림 2와 계형 데이터

베이스 변환 방법 ①과 ②  ④번의 성질에 따라 

’AnnexID' 객체 타입 속성을 장하는 ‘Annex' 테이블로 

그림 4와 같이 변환된다.

SQL> CREATE TABLE Annex(

       AnnexID  INTEGER PRIMARY KEY

       area  string

       price  double  )

(그림 4) Annex 테이블

  그림 1에 의한 ‘Address'객체는 그림 2와 계형 데이

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과 ②  ④번의 성질에 따라 

’AddressID' 객체 타입 속성을 장하는 ‘Address' 테이

블로 그림 5와 같이 변환된다.

SQL> CREATE TABLE Address(

       AddressID  INTEGER PRIMARY KEY

       zip  string

       street  string

       number  int  )

(그림 5) Address 테이블

  그림 1에 의한 ‘Features'객체는 그림 2와 계형 데이

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과 ②  ④번의 성질에 따라 

’FeaturesID' 객체 타입 속성을 장하는 ‘Features' 테이

블로 그림 6과 같이 변환된다.

SQL> CREATE TABLE Features(

       FeaturesID  INTEGER PRIMARY KEY

       hotwater  string

       heating  string

       phone  string

       cableTV  string

       elevator  string  )

(그림 6) Features 테이블

  그림 1에 의한 ‘Customer'객체는 그림 2와 계형 데이

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과 ②  ④번의 성질에 따라 

’CustomerID' 객체 타입 속성을 장하는 ‘Customer' 테

이블로 그림 7과 같이 변환된다.

SQL> CREATE TABLE Customer(

       CustomerID  INTEGER PRIMARY KEY

       first_name  string

       last_name  string

       account int  )

(그림 7) Customer 테이블

  그림 1에 의한 ‘Apartment'객체는 그림 2와 계형 데

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과 ②  ④번의 성질에 따라 

’Apartment' 객체 타입 속성을 장하며 ‘Apartment' 는 

변환방법 ⑪에 의해서 그림 5와 그림 6에서 정의한 

’Address'와 ‘Features’ 를 용하고 그림 8과 같이 변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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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CREATE TABLE Apartment(

ApartmentID  INTEGER PRIMARY KEY

area string

AddressID  INTEGER REFERENCE Address

FeaturesID INTEGER REFERENCE Features

CONSTRAINT  Apartment_PK  PRIMARY 

KEY(ApartmentID, AddressID  FeaturesID)  )

(그림 8) Apartment 테이블

그림 1에 의한 ‘Cust_Corp'객체는 그림 2와 계형 데이

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과 ②  ④번의 성질에 따라 

’Cust_Corp' 객체 타입 속성을 장하며 ‘Cust_Corp' 는 

변환방법 ⑤와 ⑪에 의해서 그림 7에서 정의한 

’Customer’ 를 용하고 그림 9과 같이 변환한다.

SQL> CREATE TABLE Cust_Corp(

Cust_CorpID  INTEGER PRIMARY KEY

CustomerID  INTEGER REFERENCE Customer

CONSTRAINT  Cust_Corp_PK  PRIMARY 

KEY(Cust_CorpID, CustomerID)  )

(그림 9) Cust_Corp 테이블

  그림 1에 의한 ‘Cust_ind'객체는 그림 2와 계형 데이

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과 ②  ④번의 성질에 따라 

’Cust_ind' 객체 타입 속성을 장하며 ‘Cust_ind' 는 변환

방법 ⑤와 ⑪에 의해서 그림 7에서 정의한 ’Customer’ 를 

용하고 그림 10과 같이 변환한다.

SQL> CREATE TABLE Cust_ind(

Cust_indID  INTEGER PRIMARY KEY

SocialSecurityNR INTEGER

CustomerID  INTEGER REFERENCE Customer

CONSTRAINT  Cust_ind_PK  PRIMARY 

KEY(Cust_indID, CustomerID)  )

(그림 10) Cust_ind 테이블

4. 결론  향후 과제

   지 까지 UML을 통해서 도출된 유스 이스를 바탕

으로 생성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 시키는 방법을 소개하 습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기존의 개체 계형 모델(ERD)과 같은 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은 데이터의 구조  만을 고

려하므로 행  을 포함하는 객체 계형 데이터베

이스에 하여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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