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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 기반으로 물품 리를 하기 한 VMDC(View, Model, Dispatcher, Controller)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물품을 인력

이 아닌 소 트웨어로 리하기 하여 여러 아키텍처들이 존재한다. MVC와 기존 아키텍처의 경우, 공통된 객체의 달로 불필요한 데이터가 

이동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VMDC(View, Model, Dispatcher, Controller) 아키텍처를 제시하고자 

한다. VMDC(View, Model, Dispatcher, Controller) 아키텍처의 Dispatcher(사령부)는 각 Controller(컨트롤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객체를 재구성함으로서 효율 인 데이터 이동을 하도록 한다. 한 VMDC(View, Model, Dispatcher, Controller) 아키텍

처를 이용하여 개발된 식품 리 로그램으로 사용사례를 보이고, 효율성을 제시 후 향후 연구방향 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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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architecture of managing products based software. There are many of the architectures for managing 

products using software instead of manpower. In case of MVC and existing architectures, The architectures transfer redundant data so the 

architectures cause a problem that unnecessary data moved. This research presents VMDC(View, Model, Dispatcher, Controller) 

architecture to solve the problem. Dispatcher of VMDC grasps necessary data and  reconstructs objects to efficient transferring data. This 

research shows usecase that designed VMDC(View, Model, Dispatcher, Controller) and demonstrate efficiency of VMDC(View, Model, 

Dispatcher, Controller) together. after demonstration this research present with nex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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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물품의 종류가 방 한 재, 과거 물품의 리와는 달리 

인력이 아닌 소 트웨어로 물품의 리를 하고 있다. 이에 

소 트웨어들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소 트웨어들을 효

과 으로 설계할 수 있는 아키텍처들도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에 존재하는 아키텍처  계층구조 스타일은 각 서

시스템이 하나의 계층이 되어 하  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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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층의 서 시스템이 사용하도록 구성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서버 스타일은 말 그 로 어도 하나의 서버

가 있어서 커넥션을 기다리고 처리해 주며 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구조이다. 로

커 스타일은 여러 노드에 투명하도록 소 트웨어 시스템을 

분산 시키는 것이며, 트랜잭션 처리 스타일은 입력을 하나

씩 읽어 처리한다. 입력은 시스템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

를 조작하는 명령들, 즉 트랜잭션이며 그 트랜잭션을 어디

서 처리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령 컴포 트가 필요한 아키텍

처이다. 이  필터 스타일은 데이터 변환에 사용되는 아

키텍처이다. 데이터 스트림이 로세스에 차례로 달되어 

각 로세스가 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변형시킨다[1].

MVC스타일은 모델(Model), 뷰(View), 컨트롤러(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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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잭션 처리 MVC

분할 

정복

트랜잭션 처리기는 잘 분리

된 단 이다.

세 가지 컴포 트가 독

립 으로 설계될 수 있

음

응집도 

증진

트랜잭션 처리기는 원래 응

집된 단 . 기능 , 순차 , 

차  응집은 있으나 교환

 응집은 없음

뷰와 제어부분이 단일 

UI계층에 같이 있다면 

계층 응집도가 큼

결합력 

감소

처리기에서 사령 컴포 트

를 분리함으로서 결합력을 

낮춤. 트랜잭션 처리기 사이

의 결합력 제어가 요

세 컴포 트 사이의 통

신 채 이 최소화 됨

융통성
새로운 트랜잭션 처리기를 

추가하기 쉽다.

뷰, 제어를 변경하여 UI

를 쉽게 갱신할 수 있음

테스트 

가능성
 

애 리 이션을 UI와 분

리하여 테스트 가능

방어  

설계

각 트랜잭션 처리기와 사령 

컴포 트에 assertion 체크 

추가

 

<표 1> MVC와 트랜잭션 아키텍처의 비교

와 같이 각 계층 간의 결합력이 최소화 되도록 어 리 이

션 역을 나  것으로 Web-Tier Application을 포함한 소

트웨어 설계에 사용되는 개발 방법론에 활용 된다. 

모델들의 특성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물

품 리의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View가 존재

하며, Model이 사용자인터페이스인 View와 Controller사이

를 재함으로써 모든 클래스를 역할별로 구분 짓는 MVC 

모델이 합하다. 그러나 MVC 모델로 물품 리 아키텍처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델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쓸모가 없는 데이터가 달된다는 문제 이 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2. 기반 연구

2.1 MVC와 트랜잭션 처리 아키텍처

MVC 아키텍처는 모델, 뷰, 컨트롤러의 임말로써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결합도를 

낮추기 한 아키텍처 스타일이다. 모델은 응용 로그램의 

내부 상태, 즉, 비즈니스 자료나 비즈니스 로직과 같은 것을 

나타낸 것으로 어 리 이션의 데이터를 표 하고, 데이터

에 근을 제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뷰는 모델의 콘텐츠

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규정으로, 클라이언트에 출력되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련이 있다. 컨트롤러는 어 리

이션의 동작을 정의한다. 사용자의 입력(input)과 어 리

이션 로그램 간의 상호작용 처리와 데이터 장과 조회 

등과 같은 모델과의 상호작용도 처리한다[2-5].물품 리를 

한 소 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 들은 간단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창에서 모든 조작을 할 것이고 사용자들

은 시스템의 내부를 알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MVC 

아키텍처는 합한 아키텍처이다[1]. 

MVC 모델의 핵심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모델과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받고 비즈니스 로직이 처리한 결과 화

면을 보여주는 뷰가 분리되어 있으며, 어 리 이션의 흐름

제어나 사용자의 처리 요청은 컨트롤러에 집 되어 있다는 

것이다. 뷰와 모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의 내부 로

직이 변경되어도 뷰는 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4, 

6-7].

트랜잭션 처리 아키텍처는 입력을 하나씩 받아서 처리하

는 아키텍처이다. 여기서 입력 이란 시스템에 장되어 있

는 데이터를 조작 하는 명령, 자료나 제어 시그  등이 어

떠한 행 를 유발시키는 것이 트랜잭션이다[8]. 트랜잭션 아

키텍처는 물품 리 소 트웨어에 당한 아키텍처가 아니

다. 하지만 리를 한 데이터를 하나씩 처리한다는 부분

에 있어서 물품 리 소 트웨어에 일부 필요한 아키텍처라 

볼 수 있다.

3장에서 이 두 아키텍처의 장 을 조합하고 새로운 요소

를 추가하여 물품 리 소 트웨어에 효율 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최 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시하고자 한다[1].

2.2 Data Move Class Diagram

UML 표  에 데이터의 이동을 나타내기 한 다이어

그램에는 시 스 다이어그램이 있다. 시 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에 따른 메시지의 흐름을 보는 다이어그램이다. 시 스 

다이어그램에서 메소드와 함께 제시되는 라미터 값을 보

고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여기서 객체의 이동, 더 자세히 인

수들의 이동을 한 에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의 부족함을 

느 으며 3.3에서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제시한다.

(그림 1) Data Move Class Diagram

3. 본  론

본 장에서는 물품 리를 한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밝히

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 이 아키텍처를 이용하

여 물품 리를 한 소 트웨어를 개발했을 때의 효율성을 

제시하여 이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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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MDC 아키텍처

3.1 물품 리 소 트웨어를 한 아키텍처

기존의 아키텍처  물품 리에 합한 아키텍처로는 

MVC 모델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MVC 모델을 물품 리 소

트웨어를 해 채택하기에는 문제 이 보인다. 하여 아래

에 새로운 VMDC(뷰(View), 모델(Model), 사령부(Dispatcher), 

컨트롤러(Controller))모델을 제시한다.

3.1.1 환경 설정

VMDC 아키텍처는 물품 리를 한 아키텍처이다. 리

가 되어야 하고 각각의 고유의 데이터가 있으며 리시에 

각각 구분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는 물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제로 한다. 그리고 그 물품들의 정보를 한 곳에 모

아야 한다.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웹 서버가 

될 수도 있다. 물품 리를 해 만들어진 소 트웨어는 이 

물품의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 

물품 리 시스템은 량의 물품을 리하는 물품 창고뿐

만이 아니라 가정의 리까지도 자동으로 되도록 할 것이

다. 물품에 표시되어 나오는 식별자(일반 으로 바코드)에 

리에 최 이 될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야만 이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하드웨어 환경은 물품의 식별자를 읽을 수 있는 하드웨어

가 갖추어져 있고, VMDC를 용한 소 트웨어가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림 2) 환경설정

3.1.2 VMDC 아키텍처

VMDC아키텍처는 뷰(View), 모델(Model), 사령부(Dispatcher), 

컨트롤러(Controller)의 앞 자를 딴 이름으로, MVC 모델

과 사령부라는 차별화를 둔 모델이다.

모든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는 뷰에서만 리한다. 사용자

가 입력하거나 사용자가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을 담당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최소로 하고 시스

템이 부분의 리를 해야 할 것이다.  사용 상자가 

큰 물류창고의 문 인 리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용자

까지 사용하도록 직 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

지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모델에서는 뷰창을 제어하는 부분을 담당한다. 뷰에서 사

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임시 장하고 간단한 처리를 하

는 부분을 맡는다. 기존의 MVC 아키텍처에서는 모델이 뷰

와 컨트롤러 사이에서 처리해야 할 메시지가 다량이었으나 

본 아키텍처에서는 뷰에서 받아온 물품의 정보들을 사령부

로 달하는 역할만 주로하게 된다.

데이터 사령부가 모델의 역할을 분담한다. 데이터 사령부

는 트랜잭션 처리 아키텍처에서의 사령부의 역할과 흡사하

지만 그 세부 개념은 다르다. 트랜잭션 처리 아키텍처에서 

사령부가 하는 일은 사령부에 들어온 트랜잭션을 받아 그것

을 처리해  한 컴포 트에 배분시켜 주는 일이다. 

VMDC 아키텍처에 있어서 사령부는 트랜잭션 사령부가 아

닌 객체를 재구성 하는 곳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서 물품의 

고유 식별자로 찾아온 모든 정보들을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

터와 메소드로 객체를 재구성 한다. 재구성이 필요한 이유

는 객체지향에서의 객체의 성질 때문이다. 객체는 자신의 

속성과 자신이 해야 할 행동 즉, 메소드를 모두 가지고 있

다. 각각의 컨트롤러는 하는 일이 다 다르고 필요로 하는 

속성이나 메소드가 모두 다르다. 하지만 객체는 모든 속성

과 모든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물품 객체 하나이다. 처리하

는 일이 모두 다른 컨트롤러에 일률 인 객체가 제공됨으로

써 비효율 인 데이터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에 사령부를 

둠으로써 하나의 물품 객체에서 각각의 컨트롤러에 맞는 맞

춤형 물품 객체가 되고 쓸모없는 데이터의 이동을 일 수 

있게 된다. 

컨트롤러는 기존의 MVC 모델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제외한 모든 처리를 해주는 컴포 트 부분이다. 데이터 

사령부에서 받아온 정보들을 이용하여 각 컴포 트에게 주

어진 일들에 맞게 수행한다. 

3.2 기존 아키텍처와의 비교

기존 아키텍처와 VMDC 아키텍처를 비교 한다. 여기서 

기존 아키텍처란 VMDC 아키텍처를 착안할 때 동기가 되었

던 트랜잭션 아키텍처와 MVC 아키텍처이다. 그러나 트랜잭

션 아키텍처는 사령부의 기능이라는 동기만 제공했을 뿐, 

그 기능이 VMDC 아키텍처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겠다. 트랜잭션 아키텍처는 시스템에 장되어 있는 데이

터를 조작하는 명령들, 즉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아키텍처로

서 일반 객체나 클래스를 처리하는 MVC 아키텍처나 VM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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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C VMDC

객체의

재구성

특별히 객체를 재구성 

하는 부분은 없음

사령부 부분에서 

컨트롤러로 넘어가는 

자료들을 효율성 있게 

재구성 함

모델의

역할

View를 제어하고 

View의 내용을 임시로 

장함. View와 

Controller와의 연결 

담당

MVC와 같이  Mod

-el의 역할을 하지만 

Controller와 직  연 하지 

않고 Dispatcher로 넘겨주는 

역할을 함

컨트롤러로

의 데이터 

이동

객체의 모든 데이터가 

달 됨

필요한 데이터만 

재구성되어 달 됨

<표 2> 기존 아키텍처와의 비교 표

(그림 4) VMDC Data Move Diagram

String bar

String Name

Calendar DeadLine

int Price

String HowToUse

(그림 5) 이동 데이터 보이기 

    
(그림 6) 선 표

아키텍처와는 비교가 어렵다. 그러므로 MVC 아키텍처와 

VMDC 아키텍처의 비교를 으로 한다.

MVC 아키텍처와 VMDC 아키텍처의 가장 요한 차이

은 객체의 재구성이다. 3.1에서 설명 했듯이 MVC 아키텍

처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객체의 재구성이 VMDC 아키텍

처의 사령부에 추가되었다. 이로써 데이터 이동을 제어하여 

쓸모없는 이동을 이고 필요한 데이터만 이동 할 수 있도

록 한다.  모델의 역할의 차이 이다. MVC 아키텍처에서

는 하는 모델의 역할과 VMDC 아키텍처에서 하는 모델의 

역할은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MVC는 모델은 컨트롤러에 

직  연 되어 있는 반면 VMDC는 사령부에게 데이터를 넘

겨주게 된다.

3.3 Data Move Diagram

VMDC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동안 데이터의 이동을 한 

에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의 부족을 느 으며 이에 Data 

Move Diagram을 제시한다.

Data Move Diagram은 한 에 객체가 가지고 가는 데

이터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제안하 다. 컴포 트 

간의 계를 표 하면서 그 동시에 계 사이에서 달되는 

객체 혹은 객체가 가진 속성 값들을 표 한다. 컴포 트 간

의 계를 알아야 하는 동시에 생성자나 특정 메소드에 

달되어 지는 데이터의 종류와 그 양을 알아야 할 경우도 발

생한다. Data Move Diagram은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같이 

컴포 트 간의 계를 나타내면서 그 동시에 이 선으로 된 

상자 안에 그 데이터들을 표시해 으로써 계와 종류를 

모두 보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 된다. 

Data Move Diagram은 연결 선 에 객체나 객체의 이

동을 표 한다. 객체나 객체의 속성이 많을 경우 아래와 같

이 상자를 만든 후, 그 안에 내용들을 표 해 다.

본 다이어그램의 주요 역할은 데이터의 이동을 직 으

로 보이기 해서이다. 그래서 데이터, 즉, 객체 는 객체의 

속성들의 양을 한 에 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연결선의 

굵기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데이터 내용이 가장 많은 객체를 기  수치 n, 어느 객체

로 이동하는 데이터의 수를 m이라 할 때, ≤


일 경

우 가장 가는 선, ≤


일 경우 가운데 굵기의 선, 




일 경우 가장 굵은 선으로 표 한다.

선 굵기를 다르게 표 하여 한 에 그 양을 가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인다.

4. 사례 연구

VMDC를 이용하여 설계한 물품 리 시스템을 제시한다. 

 기존의 MVC 모델과의 코드길이, 복잡도에 한 비교를 

통해 VMDC 모델의 효율성을 밝힌다.

4.1 식품 리 시스템

물품 리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식품 리 시스템을 설계하

려고 한다. 아래에 간단한 클래스 설명을 하 다.

식품 리 시스템  한 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클래스를 

나타내었다. 식품 리 시스템 일부(바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정보를 가져 온 후, 가계부를 쓰는 

부분)의 시 스 다이어그램은 아래와 같다.

Display에서 사용자는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식품 리 시

스템에서는 바코드 정보를 가지고 Model객체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Model 객체는 Display의 리를 하고 바코드 정보를 

Dispatcher객체로 넘겨 다. 물론 원래의 MVC 아키텍처에

서 Model의 뷰를 리하고 뷰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임시로 

장하는 일도 수행한다. 그러면 사령부는 바코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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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명 설   명

Display

View의 역할을 하는 클래스로서사용자 인터페

이스만을 표 한다.

화면의 디자인을 맡는 클래스이다.

Model

사용자 인터페스를 리하고 Dis- play에서의 

바코드 정보를 Dispa-

tcher에게 달한다.

Dispatcher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바코드의 데이터를 찾고 

각각의 클래스에게 필요한 정보만으로 객체를 

재구성 하여 배분해 다.

Database
각 물품들의 리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둔 데이터베이스이다.

HouseMoney
가계부를 쓰는 클래스로서 이 것 외에도 다른 

클래스가 있다. 컨트롤러의 역할이다.

(그림 7) 가계부의 시 스 다이어그램

<표 3> 식품 리 시스템의 클래스 설명

(그림 8) VMDC로 설계한 식품 리시스템

(그림 9) MVC로 설계한 식품 리시스템

(그림 10) MVC Data Move Class Diagram

(그림 11) VMDC Data Move Class Diagram

데이터베이스나 웹서버로 보내어 검색을 하고 그 결과 값, 

즉, 식품의 모든 정보(식품명, 가격, 유통기한, 리방법, 유

의사항, 시피정보 등)를 받아온다. 그 후 각 컨트롤러에게 

갈 객체들을 선별하고 재구성한다. 여기서 재구성이란, 데이

터베이스에서 넘어온 모든 데이터를 HouseMoney 객체에서 

모두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Dispatcher에서 HouseMoney

에 달된 객체에 name, price만을 실어 보내는 일을 일컫

는다.

4.2 MVC와 VMDC의 사례 차이  비교

아래에 기존의 MVC 모델과 VMDC 모델의 사례 비교를 

한다.

Dispacther객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많은 양의 데

이터  HouseMoney에 필요한 name과 price만을 뽑아 재구

성 한 뒤 HouseMoney로 달한다. 아래는 같은 내용을 

MVC모델로 설계한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본 시 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MVC모델이 VMDC모델

보다 더 간단해 보인다. 아래의 Data Move Class Diagram

에서 보이겠지만 MVC의 DataBase객체에서 HouseMoney로 

넘어가는 데이터의 양이 VMDC모델의 Dispactche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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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VC 모델의 구 물 (가계부) (그림 14) 사령부(Dispatcher)의 구 물

(그림 13) VMDC 모델의 구 물 (가계부)

HouseMoney로 가는 데이터의 이동이 훨씬 더 많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2.2에서 설명하고 있다[11-12]. 

의 그림은 MVC 아키텍처로 가계부를 설계한 다이어그

램이다. HouseMoney는 가계부를 쓰는 클래스로서 사실상 

식품의 이름과 가격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한 클래스이다. 

하지만 MVC 아키텍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정보를 받

아 만들어진 일률 인 객체를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다.

VMDC 모델에서는 Dispatcher가 모든 정보를 받아 

moneySum에게 Name과 Price만을 달해 다.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달하지 않음으로써 데이터의 낭비를 인다.

4.3 VMDC 아키텍처의 효율성

VMDC 아키텍처는 기존의 아키텍처에 비해 데이터 이동

이 고, 효율 인 데이터 이동으로 인해 가독성도 높아지

는 이 이 있다.

4.3.1 코드상의 효율성

아래에 MVC 모델을 구 한 코드와 VMDC 모델을 구

한 코드를 제시한다.

(그림 12, 13)에 걸쳐 보듯이 코드상의 차이 은 없다. 하

지만 객체내의 속성 값의 차이는 없다. 가계부(House Money)

는 식품의 이름(name)과 가격(price)만을 사용한다. 그 기 

때문에 MVC 모델의 구 물에서 바코드(bar), 리법

(howToUse), 유통기한(nCal), 시피(recipe)는 쓸모없는 데

이터의 이동임이 밝 진다. 그에 반해 VMDC 모델의 구

물은 사령부(Dispatcher)가 가계부에 필요한 이름(name), 가

격(price)만을 새로운 객체로 구성하여 보냄으로써 데이터 

이동이 효율 으로 이루어졌다. 한 코드의 가독성을 높인

다. 사령부를 가지지 않는 obj1의 속성을 봤을 때 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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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물품의 객체 구

<표 4> 사례연구에 쓰인 클래스의 이름과 기능

클래스 명 기     능

HouseMoney_N

ondispatcher

MVC 모델을 구 한 코드로써, 사령부(Dispatcher)

를 거치지 않는 클래스

HouseMoney
VMDC 모델을 구 한 코드로써, 사령부

(Dispatcher)를 거치는 클래스

RefDispatcher VMDC 모델의 사령부(Dispatcher) 클래스

Objects
식품이 들어올 때 마다 생성되는 물품의 객체를 생

성하는 클래스

평가 내용

변경용이성
컨트롤러가 변경되었을 경우, Dispatcher부분만 수정하

여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식용이성

어떠한 소 트웨어서라도  Dispatcher에  그 컨트롤러

가 시작될 때의 데이터를 정확히 제시하게 되면 이식 

될 수 있다.  

부분성

기에 Dispatcher부분에 기본 인 선언과 컨트롤러만

으로 시스템을 구 한 후, Dispatcher에 여러 컨트롤러

의 재구성 방법을 제시해 나가면서 진 으로 시스

템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가변성
변경용이성의 우수성으로 인해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

하다. 

<표 5> VMDC 아키텍처의 평가

유용성

성능

데이터 이동량

데이터 이동시간

변경용이성 새로운 기능의 추가

가용성

하드웨어 실패

소 트웨어 실패

보안

데이터 기 성

데이터 일반성

<표 6> VMDC 아키텍처의 유틸리티 트리

는 데이터가 있음으로써 혼란을  수 있다. 하지만 사령부

를 통해 재구성된 객체의 속성을 보게 되었을 때 필요한 속

성만을 보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일 수 있다.

(그림 15)에 사령부의 코드와 물품(Objects)의 코드를 제시

한다.

4.3.2 VMDC아키텍처의 평가

아키텍처 평가의 평가 상 품질 속성은 성능, 신뢰성, 가

용성, 보안, 변경용이성, 이식용이성, 기능성, 가변성, 부분성, 

개념  무결성 등이 있다[13]. 아래 표에 VMDC 아키텍처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품질속성들  VMDC 아키텍처가 강 을 나타내는 평가

내용들을 표로 나타내었으며, 유용성을 유틸리티 트리로서 

제시한다[13].

유틸리티 트리를 보아 본 VMDC 아키텍처는 성능면에서 

이동하는 데이터의 양을 재구성 되자 않은 객체의 데이터에

서 재구성 된 객체의 필요한 데이터의 양으로 이면서 이

동시간에서 유용함을 보 다. 변경용이성 면에서 사령부에 

재구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컨트롤러에 객체를 재

구성 해 송할 수 있다. 

5. 향후 연구 방향

VMDC의 문제 은 사령부와 컨트롤러와의 의존성이다. 

사령부가 데이터의 낭비를 막기 해 컨트롤러에게 맞는 객

체를 재구성하여 보내어 다. 이를 해서 사령부는 컨트

롤러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컨트롤러가 바 면 사

령부의 재구성 방법도 바 어야 한다. 이것은 사령부와 컨

트롤러가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모듈 사이의 상호 

교류가 많고 서로의 의존이 많을수록 모듈들 사이의 결합도

는 높아진다. 결합도가 높으면 한 모듈의 변화가 다른 모듈

에도 향을 주는 문효과가 일어나게 된다[8-9]. 사령부와 

컨트롤러와의 의존성이 높아 문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를 향후 연구하여 의존성을 

여 결합도를 낮추면서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더욱 바람

직한 방향으로 향후 연구할 것이다.

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물품 리 아키텍처의 문제 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한 VMDC(View, Model, Dispatcher, Controller) 

아키텍처를 제시하 다. VMDC는 기존의 MVC 모델과 차

별화하여 물품 리에 합하도록 한 아키텍처로써 이 모델

의 핵심은 사령부이었다.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3.1.2 에

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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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VMDC 기존 아키텍처

객체의 구분

각 컨트롤러 마다 

객체가 가지는 속성이 

차이가 있음

하나의 공통된 객체를 

사용 함

데이터 효율성

쓰이는 속성과 

데이터만 객체 안에 

속해 있음

쓰이지 않는 속성과 

데이터가 객체에 

포함되어 있음

가독성

객체를 보았을 때 필요 

없는 데이터는 없다고 

간주할 수 있음

필요 없는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음으로 

이를 따져 야 함

사령부와의 

결합도
높음

이동 데이터 수 음 많음

<표 7> VMDC와 기존 아키텍처의 비교

뷰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담당한다. 모델은 이런 

뷰를 리하고 뷰에서 받아온 정보를 임시로 장하는 기능

을 한다. 

컨트롤러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해결한다.

사령부는 각 컨트롤러에 달되는 데이터의 이동을 객체

를 재구성함으로써 통제, 리한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의 

이동을 표 하는 Data Move Diagram을 제시하 으며, 

Data Move Diagram은 객체가 가지고 가는 속성, 즉, 데이

터를 으로 보는 다이어그램으로써 데이터의 양을 화살

표 굵기로 표 하고 그 속성들은 상자 안에 표 해 다. 

VMDC 아키텍처는 각 컨트롤러에 달되는 데이터를 정

리하고 낭비되는 데이터가 없도록 재구성하는 기능이 있다. 

이 사령부를 배치하여 코드 길이상의 차이는 없지만, 데이

터이동을 효율 으로 하고, 이로 인해 가독성을 높이는 효

과를 볼 수 있다. 

VMDC 아키텍처의 문제 은 사령부가 각 컨트롤러와 

무 많은 의존 계를 가지고 있어서 컨트롤러가 변경되면 사

령부에 향이 가게 되는 것인데 이는 향후에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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