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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ML은 풍부한 문법이 제공되어 다양한 표 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작성한 다이어그램의 일 성을 보장하지

는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ML다이어그램 사이의 일 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상호 검규칙을 제안하며, 특

히 UML 동  다이어그램과 정 다이어그램의 일 성에 을 둔다. UML 다이어그램의 구성요소와 상호 계를 

보다 명확하게 상호 검규칙에 반 하기 하여 메타모델을 이용하고, 규칙의 정확한 표 을 하여 UML 표  제

약언어인 OCL을 사용한다. 상호 검규칙은 UML 명세의 well- formedness -rule과 비교하여 일 성에 을 두어 

유도하 으며, 정  다이어그램과 동  다이어그램의 메타모델을 유도하고 다이어그램 사이의 계성분석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사례 다이어그램에 제안된 검규칙을 용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한다

ABSTRACT

UML is a semantically rich language, but it is difficult to ensure consistency of the diagrams you have written.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cross checking rules to improve consistency between UML diagrams, especially between UML static diagram and dynamic diagram. 

We use metamodels in order to more clearly reflect interactions of UML elements in the checking rules and use OCL(Object Constraint 

Language) to accurately represent the checking rules. By comparing with the well-formedness rules of UML specification, we focus on 

consistency of UML diagrams. And we derive metamodels of static diagram and dynamic diagram, analysis the relationships of UML 

diagrams and finally, we test the usability of derived rules through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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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UML(Unified Modeling Language)[1]은 객체지향 모

델링의 표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UML은 풍부한 

구성요소를 가지므로 개발하고자하는 시스템을 바라

보는 에서 따라 다양한 표 이 가능하지만, 사용자

가 작성한 다이어그램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오류를 포함한 다이어그램은 소 트웨어 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오류가 증폭되므로, 모델링 시에 그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UML 다이어그램의 정확성

을 단하기 한 요소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완

성(completeness), 정확성(correctness) 그리고 일 성

(consistency)이다. 완 성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UML 

다이어그램에 포함되었는지를 단하기 한 요소이

고, 정확성은 작성된 UML 다이어그램이 UML 표 에 

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단하기 한 요소이다. 그

리고 일 성은 UML의 (view)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작성된 UML 다이어그램이 상호간에 일 되게 작성

되었는지를 단하기 한 요소이다[2]. 다이어그램의 

일 성은 다시 몇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첫째 수직

(inter-model 는 vertical) 일 성이다. 이는 다른 추상

화 수 에서 작성된 다이어그램 사이의 일 성을 말한

다. 둘째 수평 (intra-model 는 horizontal) 일 성이

다. 이는 같은 추상화 수 에서 작성된 다이어그램 사

이의 일 성을 말한다. 셋째 문법 (syntactic) 일 성이

다. 이는 작성된 모델이 UML 메타모델 사이에 존재하

는 일 성이다. 즉 작성된 모델이 메타모델에 정의된 

추상화 문법에 일치해야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

미 (semantic) 일 성이다. 이는 작성된 모델이 메타모

델과 의미 (semantically)으로 일치해야함을 의미한다

[3-5]. 

본 연구에서는 수평 (horizontal) 일 성과 문법

(syntatic) 일 성에 을 두어, 사용자가 작성한 13개 

UML 다이어그램간의 일 성을 개선하기 한 상호

검규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법

으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정 (structural 는 

static) 다이어그램과 동 (behavioral 는 dynamic) 다

이어그램간의 일 성에 좀 더 집 하고자 한다. 검규

칙을 유도하기 하여 정  다이어그램과 동  다이어

그램의 메타모델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다이어그램

간의 계성을 분석한다. 분석된 다이어그램의 계성

을 기 로 계성을 가진 다이어그램간의 일 성을 

검할 수 있는 상호 검규칙을 유도한다. 유도된 검규

칙을 OCL(Object Constraint Language)표 으로 정규화

하고 이를 사례 다이어그램에 용하여 검규칙의 유

용성을 밝힌다.

Ⅱ. 메타모델의 유도와 다이어그램의 

계성 분석

2.1. 련 연구

UML 다이어그램의 일 성을 검증하기 한 방법

(technique)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정형명세

(formal approach)기법, 확장UML (extended UML 

Representation)기법 그리고 비매개표 (none 

intermediate repreentation)기법이다[3-4]. 

정형명세기법은 다이어그램의 일 성 검증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정형명세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정형명세에는 상태천이(state transitions), 

수(algebra)와 논리(logic) 등을 이용하고 있다. 상태천

이를 이용한 기법은 B, Z, Petri Nets등을 이용하여 명세

를 상태(state)간의 천이로 표 한다[7-8]. 수를 이용한 

기법은 타입(type)과 오퍼 이션(operation)으로 명세를 

표 하는 방법으로 LOTOS 등을 이용한다. 논리 기법은 

PVS, pi-Calculus 등을 이용한 방법[9-10]으로 함수의 동

작을 방정식(equation)으로 표 하는 방법이다. 정형명

세기법은 UML 모델에 정확성을 더하여 주고, 수학  표

을 사용함으로써 검증기(checker)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지만, 학문 으로만 연구되며 산업 장에 

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4]. 

확장UML기법은 UML 다이어그램에 제한자

(constraint)나 스테 오타입(stereotype)과 같은 매개

인 표 을 추가하여 일 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DMM 

(Dynamic Meta-Modeling), DL (Description logic) 등이 

이용되고 있다[[11-12].

비매개표  기법은 매개 인 표 없이 상호변형 규

칙 는 일 성 검 규칙을 정하고 검 상 다이어그

램에 검규칙을 용하여 일 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다[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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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매개표  기법으로 보다 효과 으로 사

용자 다이어그램간의 일 성을 검증할 수 있는 상호

검규칙을 제안한다. 비매개표  기법의 가장 큰 장

은 복잡한 사용자 다이어그램을 매개  표 으로 변환

하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다. 하지만 

비매개표  기법에서 이용되는 검규칙은 UML 표

과 일치하는 정확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사항에 을 두어 일 성 검규칙

을 유도한다. 

첫째, 모든 UML 구성요소를 반 한 정확한 검증규

칙을 유도하기 하여 각 다이어그램의 메타모델을 

유도하고 이를 다시 정 인 다이어그램과 동 인 다

이어그램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메타모델을 유도한다. 

이로부터 다이어그램간의 계성을 악한다. 둘째, 

UML 다이어그램의 상호 계성에 을 두어, 상호

검규칙은 검 상이 되는 2개의 다이어그램에 상

호 용함으로써 일 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상호 검규칙의 정확한 표 과 검증

의 자동화를 하여  UML 표 제약언어인 OCL을 사

용한다. 

UML 명세에서 정의된 well- formedness-rule는 다이

어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element)의 정확성에 하

여 정의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작성한 다이어그램간의 

일 성에 한 규칙은 언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안

된 규칙은 다음과 같은 에서 UML well-formedness 

-rule과 차별화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안된 규칙은 

UML 다이어그램 간의 일 성에 을 두고 있다. 특히 

정  다이어그램과 동  다이어그램의 일 성에 

을 둔다. 둘째, 제안된 규칙은 UML 요소(element)가 아닌 

실제 모델링의 산출물인 다이어그램을 상으로 하고 

있다. 표 1은 제안된 규칙과 UML well- formedness-rule간

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은 제안된 검규칙의 유도과정과 검규칙을 

이용한 검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부분은 검

규칙의 유도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왼쪽은 검규칙을 

사용자가 작성한 다이어그램에 용하여 일 성을 검

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제안 규칙과 UML well-formedness-rule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the proposed rules to the 

UML well-formedness-rules

비교
UML

well-formedness-rules
제안된 검규칙

메타모델
타입

패키지 
(Core / Data Types 등)

다이어그램
(정  / 동 )

검
상

UML 구성요소 다이어그램간 일 성

규칙수
202개 Well-Formedness 

Rules(모든 UML 
구성요소 상)

7개 일 성 검규칙
(Object 다이어그램 

해당) 

명세
방법

OCL OCL

일관성 

점검

  UML 표준

정적/동적 다이어그램의 메타모델

정적/동적 다이어그램 관계성분석

UML 모델링 도구

사용자 다이어그램

일관성 점검 규칙

검증 도구

정적 다이어그램

OCL

규칙의 정형적 명세

정형적으로 표현된 다이어그램

동적 다이어그램

사용자 요구사항

그림 1. 검규칙의 유도과정과 유도된 규칙이 UML 
다이어그램에 용되는 과정

Fig. 1 Derivation process of the checking rules and 
application process to UML diagrams

2.2. 메타모델의 유도

UML의 13개 다이어그램은 성격에 따라 정 (structural, 

static) 다이어그램과 동 (dynamic, behavioral) 다이어그

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  다이어그램과 동  다이어

그램 간의 일 성을 비교하기 하여 우선 메타모델을 

유도한다. 정  다이어그램과 동  다이어그램의 메타

모델은 13개 UML 다이어그램의 메타모델로부터 유도

할 수 있다. 메타모델은 다이어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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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와 그들 간의 가능한 계로 표 한다. 그림 2는 

정 다이어그램의 메타모델이고 그림 3은 동  다이어

그램의 메타모델이다. 

Class

Object State Machine

Interface

CollaborationOperationClass Diagram

Link State

Node

Component

Component 

Diagram

Deployment 

Diagram

Object 

Diagram

Composite 

Structure

Diagram

Package

Diagram

그림 2. 정 다이어그램의 메타모델
Fig. 2 Metamodel of static diagrams

Object

State Machine Signal

Operation

Message
Collaboration 

Diagram

Statechart 

Diagram
Action Event

Use case

Collaboration

Sequence 

Diagram

Use case 

Diagram

State

Call Action

Activity 

Diagram

Timing

Diagram

Interaction 

Overview

Diagram

Lifeline

그림 3. 동 다이어그램의 메타모델
Fig. 3 Metamodel of dynamic diagrams

2.3.다이어그램의 계성 분석

UML의 13개 다이어그램은 성격에 따라 정 (structural, 

static) 다이어그램과 동 (behavioral, dynamic) 다이어그

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정

인 측면을 모델링하기 한 것으로 Class, Component, 

Composite structure, Object, Artifact, Deployment 다이어

그램이 이에 속한다. 

동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동 인 측면을 모델링

하기 한 것으로 Use case, Sequence, Communication, 

State, Activity 다이어그램이 있다.   정 다이어그램의 

메타모델과 동 다이어그램의 메타모델로부터 다이어

그램 간의 계를 악할 수 있다. 정  다이어그램 사

이에는 Class, Object, State와 같은 공통의 포함요소를 

가지며, 동  다이어그램 사이에는 Object, State, 

Operation, Event와 같은 공통의 포함요소를 가진다. 

UML 2.0에서 새롭게 추가된 Composite Structure 다이

어그램은 Class의 내부 구조를 모델링하기 한 다이어

그램으로 Class, Object와 같은 요소를 가지며 Class 다이

어그램, Object 다이어그램과 Class, Object를 매개로 

계성을 가진다. Package 다이어그램도 UML 2.0에서 새

롭게 추가된 다이어그램으로 Package간의 계를 모델

링하기 한 다이어그램이다. 동 다이어그램 사이에

는 행 의 심이 되는 Object, Event, State 등이 공통포

함요소이다. Timing 다이어그램은 Lifeline(classifier의 

instance, object와 유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상

태(state)를 가지는지 표 한 다이어그램이다. Sequence 

다이어그램과 유사하지만 Event, Constraint, Time의 개

념이 보다 상세하게 표 되어 있다. Interaction overview 

다이어그램은 Activity 다이어그램의 변형으로서 시스

템의 제어흐름을 개 으로 표 한 다이어그램이다. 

다이어그램 사이의 공통요소의 존재여부와 다이어그

램의 의미로부터 다이어그램의 계성을 유도하면 그

림 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정 다이어그램과 동 다이어그램 사이의 계성

과 같은 종류의 다이어그램 사이의 계성을 모두 표시

하 고, 각각 계 번호를 부여하 다. 계 R1은 

Object 다이어그램과 Sequence 다이어그램 사이의 

계를 의미한다. 계 R2는 Object 다이어그램과 

Activity 다이어그램 사이의 계를 의미한다. 이들 

계를 심으로 다이어그램 간의 계요소와 계의 종

류를 유도할 수 있다. 를 들어 Object 다이어그램과 

동  다이어그램 간의 계요소와 계의 종류를 정리

하면 표 2와 같다. 이러한 계요소와 계의 종류로부

터 다이어그램 상호간에 일 성을 검할 수 있는 검

규칙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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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9
R16

R17

R18

R6

R7

R8

R10

R9

R1

R2

R3

R4
R5

R11

R12

R13

R14

R15

CLS

OBJ TIM COL STCACT

COM DEP

USC

CPS

PKG

IAOSEQ

R20

R19

R22R24

R18
R23

R21

R25 R26

R27

Static Diagram

Dynamic Diagram

Static <--> Dynamic

Static <--> Static

Dynamic <--> Dynamic

  

그림 4. UML 다이어그램의 계성 그래스
Fig. 4 Relationships between 13 UML diagrams

표 2. Object 다이어그램과 동 다이어그램 간의 계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object diagram and 

dynamic diagrams

계
번
호

정
다이어그램

계

동
다이어그램

다이어
그램

계
요소

계
요소

다이어
그램

R1

object object
correspond

ence
object sequence

object operation
correspond

ence
message sequence

object link
correspond

ence
link sequence

R2 object object
correspond

ence
object activity

R3

object object
correspond

ence
object collaboration

object operation
correspond

ence
message collaboration

object link
correspond

ence
link collaboration

Ⅲ. 상호 검규칙의 유도

표 2에 나타난 계성으로부터 다이어그램 사이의 일

성 상호 검규칙을 유도할 수 있다. 검규칙은 검

상 다이어그램이 계성을 가지는 다이어그램에 포

함된 계요소에 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한다. 그림 5는 검 상인 Object 다이어그램은 

계성을 가지는 Sequence Diagram에 존재하는 객체에 

응하는 객체를 가져야 함을 표 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검규칙을 유도할 수 있다. 

Sequence Diagram

Message A

Object Diagram

Object

A

Object 

B

Object 

C

Message B

Object B

Object A

Operation A

Object C

Operation B

그림 5. Object 다이어그램과 Sequence 다이어그램 
사이의 계

Fig. 5 Relationship between object diagram and 
sequence diagram

 

규칙 R1-1. Object 다이어그램은 계성을 가지는 

Sequence 다이어그램에 존재하는 Object에 응하

는 Object를 가져야만 한다.

규칙 R1-2. Object 다이어그램은 계성을 가지는 

Sequence 다이어그램의 message에 응하는 객체 

내의 Operation을 가져야만 한다.

에서 정의된 검규칙은 다이어그램 간의 상호

검을 하여 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검규칙 R1-1, 

R1-2는 다음과 같이 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검 상 

다이어그램이 무엇인가에 따라 검규칙을 선택할 수 

있고, 상호 검을 실시함으로써 일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규칙 R1-1-R. Sequence 다이어그램은 계성을 가지는 

Object 다이어그램에 존재하는 Object에 응하는 

Object를 가져야만 한다.

규칙 R1-2-R. Sequence 다이어그램은 계성을 가지는 

Object 다이어그램의 message에 응하는 객체 내

의 Operation을 가져야만 한다. 

Sequence 다이어그램의 객체 사이에 링크(link)가 존

재한다면 계성을 가지는 Object다이어그램의 객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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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에 응하는 링크가 존재해야만 한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규칙을 유도할 수 있다. 

규칙 R1-3. Object 다이어그램은 계성을 가지는 

Sequence 다이어그램에 존재하는 message 링크에 

응하는 객체 내의 링크를 가져야만 한다.

Activity 다이어그램은 Object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행 (behavior)를 모델링하기 한 다이어그램이다. 

Activity 다이어그램의 객체는 계를 가지는 Object 다

이어그램의 Object와 응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검규칙을 유도할 수 있다.

규칙 R2-1. Object 다이어그램은 계성을 가지는 

Activity 다이어그램에 존재하는 Object에 응하

는 Object를 가져야만 한다.

Collaboration 다이어그램은 Sequence 다이어그램과 

함께 Interaction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두 다이어그램

은 객체의 행 를 모델링하는데 이용하는데, Sequence 

다이어그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메시지의 달 계

를 으로 표 하고, Collaboration 다이어그램은 객

체간 메시지 달순서를 강조한 다이어그램이다. 

Collaboration 다이어그램은 Object, Message, Link는 

계성을 가지는 Object 다이어그램에 응하는 Object, 

Operation, Link가 각각 존재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규

칙을 유도할 수 있다.

규칙 R3-1. Object 다이어그램은 계성을 가지는 

Collaboration 다이어그램에 존재하는 Object에 

응하는 Object를 가져야만 한다.

규칙 R3-2. Object 다이어그램은 계성을 가지는 

Collaboration 다이어그램에 존재하는 Message에 

응하는 객체내의 Operation을 가져야만 한다.

규칙 R3-3. Object 다이어그램은 계성을 가지는 

Collaboration 다이어그램에 존재하는 Object 사이

의 링크에 응하는 Object 사이의 링크를 가져야

만 한다.

Ⅳ. 상호 검규칙의 유용성 검증

4.1. 유도된 상호 검규칙의 정형  명세

유도된 상호 검규칙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한다. 일 성을 갖지 못한 Object 다이

어그램과 Sequence 다이어그램 를 만들고, 유도된 

검규칙을 용하여 일 성 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

는지 검증한다. 검증 자동화를 하여 사례 다이어그램

은 정형 으로 명세할 필요가 있다. 검규칙도 Parser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사례 다이어그램을 USE[15-16] 명령어를 통해 인

스턴스 모델로 만들어 검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검규칙은 OCL[17-18]로 표 하여 인스턴스 모델에 

용한다. 검도구로는 USE 도구를 사용한다. USE를 통

한 사용자 다이어그램의 검 메커니즘은 그림 6과 같

다. USE에서의 인스턴스 생성 명령어 형식은 그림 7과 

같다. 

점검

유도된 점검 규칙

USE 명령어

(!create, !insert, !set)

UML 다이어그램 

(사용자 다이어그램)

USE 도구

점검 결과 (true/false)

USE 인스턴스 모델

OCL (USE 명세)

정형명세

(USE의 OCL 명세)

그림 6. USE에서의 일 성 검 메커니즘
Fig. 6 Consistency checking structure in USE tool

  

!create  component_name:component

!insert (component_name, component_name) lass_name 

into  association_name

!set acomponent_name.attributes_name = ‘name’

그림 7. USE의 인스턴스 생성 명령어 형식
Fig. 7 USE commands to create instance models

인스턴스 생성 명령은 create, insert, set과 같은 명령어

가 있다. create는 인스턴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생성하는 

명령어이고, insert는 구성요소 사이의 계를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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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명령어이며, set 명령어는 구성요소의 속성에 값을 

설정하여주는 명령이다. 

검규칙은 OCL 형태로 명세한다. OCL 명세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검증하고자 하는 모델명을 model_name

부분에 넣고,  class부분에 검증하고자하는 다이어그램

의 구성요소를 표 하고, association 부분에 구성요소 사

이의 계를 표 한다. 검증규칙은 class의 operation부

분에 함수 형태로 정의되며, 이를 verification_condition 

부분에서 호출하여 사용한다. 검규칙 R1-1을 OCL형

태로 명세하면 그림 9와 같다.  

OCL 구조로 표 한 명세를 USE 도구에 입력하고, 앞

서 생성한 인스턴스 모델에 용하여 제한조건의 만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model model_name
class class_name 
attributes
 attributes_name
operation
 operation_name
end
association association_name
between
 class_name1 [*] role role_name1
 class_name2 [*] role role_name2 
end
constraints
context verified_element inv rule_name:
verification_condition

그림 8. OCL 명세 구조
Fig. 8 OCL specification structure

Contents1():Set(Object_b)=self.r_objectb;
Matchparentb():Set(DynamicDiagramElement)=self.r_dynamic
diagramelement; 
Matchparentd():Set(DiagramElement)=self.Matchparentb()->co
llect(c|c.parent())->flatten->asSet;
Matchchilds():Set(StaticDiagramElement)=self.Matchparentd()
->collect(c|c.childs())->flatten->asSet;  
Matchchildob():Set(ObjectDiagramElement)=self.Matchchilds(
)->collect(c|c.childobj())->flatten->asSet;   
Matchchildobj():Set(Object)=self.Matchchildob()->collect(c|c.c
hildobj())->flatten->asSet;
Matchseqd(ob:Object_b):Boolean=(self.Matchchildobj()->exist
s(c|c.object_name=ob.object_name));
context SequenceDiagramElement inv R1-1:
self.Contents1()->forAll(ob|self.Matchseqd(ob))

그림 9. 상호 검규칙 R1-1의 OCL 표
Fig. 9 OCL specification of checking rule R1-1

4.2. 사례 다이어그램에 상호 검규칙 용

상호 검규칙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그림 10과 

같이 두 개의 사례 다이어그램을 생성한다. 그림의 왼쪽

은 온라인 학습시스템에서 ‘student’, ‘question’, ‘teacher’ 

객체 사이의 메시지 달 계를 표 한 Sequence 다이

어그램이고, 오른쪽은 Sequence 다이어그램에 응하

는 Object 다이어그램이다. 검 상인 Object 다이어

그램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즉, 계성을 가지는 

Sequence 다이어그램의 ‘select_question()’ 메시지에 

응하는 객체 내의 Operation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 검규칙 R1-2를 만족하지 못하는 일 성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not consistent

그림 10. Object  Sequence 다이어그램 
Fig. 10 Examples of Object and Sequence diagram

그림 11. 생성된 인스턴스 모델
Fig. 11 Created instance model

사례 다이어그램은 그림 7과 같은 USE 인스턴스 생

성 명령어에 의해 그림 11과 같이 인스턴스 모델로 만들

어지며, 인스턴스 모델에 유도된 검규칙이 용된다. 

용되는 규칙은 그림 8  그림 9와 같이 정형 으로 명

세하여 USE에 의하여 해석과정을 거친 후 앞서 생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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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스 모델에 용된다. 그림 12는 인스턴스 모델에 

검규칙을 용한 결과를 보여 다. 사례 다이어그램

은 상호 검규칙 R1-2를 만족하지 못하 으므로 해당 

규칙의 결과가 ‘flase'로 표시된다. 

그림 12. 검규칙 용결과
Fig. 12 Checking results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UML 다이어그램 사이의 일 성 개선

을 한 상호 검규칙을 제안하 다. 특히, 오류 발생이 

쉬운 정  다이어그램과 동  다이어그램 사이의 일

성 개선에 을 두어 검증규칙을 유도하 다. UML 다

이어그램의 구성요소와 상호 계를 보다 명확하게 반

하기 하여 메타모델을 이용하 고, 검증규칙의 정

확한 표 을 하여 UML 표  제약언어인 OCL을 사용

하 다. 유도된 검증규칙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 다. 일 성을 갖지 못한 사례 다이

어그램들에 유도된 상호 검규칙을 용하여 정확하게 

오류를 발견함을 확인하 다. 매개 인 표  없이 다이

어그램간의 상호 계성을 이용하여 다이어그램의 일

성을 향상시키는 실용성이 있는 상호 검규칙을 제안

하 다. 

재 UML 모델링시에 사용되는 부분의 도구는 

개별 다이어그램이 UML 문법에 합한지 여부를 

검하는 정확성 검증에 머물고 있고, 다이어그램 상호

간의 일 성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

서 유도된 상호 검규칙이 모델링도구에 용된다면 

일 성 있는 다이어그램을 산출하는데 도움을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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