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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ML CASE 도구 임워크 구축에 이용할 수 있는 공통성  가변성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통성  가변성 분

석은 동일 도메인에서 어 리 이션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역과 변하지 않는 역을 구분함으로써 확장과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공통성  가변성 분석 기법으로 클래스에 기반한 분류기법을 제안하 으며, 이를 명시 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기법을 제시하 다. 

한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임워크를 구 하 으며, 결함 제거 효율성을 이용해 분석 기법의 검증을 수행하 다.

키워드 : UML, CASE 도구, 임워크, 공통성, 가변성

Commonality and Variability Analysis Method for UML CASE Tool 

Frameworks

Choi Hwan-Bok†․Lee Eun-Ser††․Kim Yun-ho†††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commonality and variability analysis method for UML CASE tool frameworks. Commonality and Variability 

analysis increase extension and reusability by separating common area and variable area. We suggest class category based on property 

and the notation to represent commonality and variability. It is also implements frameworks based on analysis method and verify method 

using defect remov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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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은 일반 이고 통합

인 모델링 표기법으로써 시스템의 기능 인 요구사항을 이

끌어내고, 시스템의 정 인 구조  동 인 행  표 과 같

은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CASE(Computer-aided 

software engineering) 도구는 소 트웨어의 개발을 구조화

하고 제어하는데 있어 컴퓨터의 지원을 제공하는 소 트웨

어이다. UML을 이용한 소 트웨어 모델링에서 컴퓨터의 지

원을 해 [1-3]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UML CASE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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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UML의 특

정부분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변경, 확장, 재사용이 고

려되지 않았다.

공통성  가변성 분석 기법은 동일 도메인에 해 변하

지 않는 특성과 변하는 특성을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공통

성  가변성을 분리시킴으로써 공통 인 특성은 다른 어

리 이션에 해 재사용이 가능하며, 가변 인 특성은 어

리 이션의 특성에 따라 확장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UML CASE 도구 연구에서 제시하

지 못한 변경, 확장, 재사용이 가능한 유연성을 가지는 

임워크를 해 공통성  가변성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임워크를 구성하는 클래스에 해 공통성  가

변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명시 으로 표기할 수 있

는 표기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분석 기법을 실

질 으로 용하여 효용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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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통성  가변성 클래스 특성

2. 기반 연구

본 은 연구 수행을 해 필요한 기반연구 내용을 기술

한다. 2.1 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공통성과 가변성 분석 기

법을 살펴보고, 2.2 에서는 임워크의 정의와 임워

크 사용상의 이 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2.3 에서는 분석

기법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결함제거 효율성에 해 살펴

보도록 한다.

2.1 공통성과 가변성 분석 기법

가변성(variability)은 동일한 도메인에 속한 여러 어 리

이션에서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4]. 

많은 연구들이 소 트웨어 개발 비용을 이기 해 재사용 

방법론에 심을 두었고, 컴포 트 기반 개발(Component- 

based development, CBC)과 러덕트 라인 공학(Product 

line engineering, PLE)에서 재사용성을 향상시키기 해 가

변성 개념을 고안하 다.

CBD는 재사용 단 인 컴포 트를 조립하여 효율 으로 

어 리 이션을 개발하는 방법론이며, PLE는 재사용 단 인 

미리 정의된 핵심 자산을 목 에 맞게 인스턴스화하여 목표 

어 리 이션을 개발하는 방법론이다. 기존에 제시된 공통

성  가변성 분석 기법으로는 컴포 트 기반의 [5-6]와 

PLE 기반의 [7-9]등이 있다.

2.2 임워크

임워크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소 트웨어의 가격을 낮

추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소 트웨어 설계  구  기

술이다[10]. 임워크는 통 인 객체지향 근법의 석

이 되었으며, 컴포 트로써 소 트웨어 러덕트 라인에서 

재사용되었다.

임워크의 표 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 트웨어의 특정 클래스에 해 재사용 가능한 설계

를 가능하게 하는 업하는 클래스들의 집합이다[11].

∙ 임워크는 시스템의 일부 는 체의 재사용 가능

한 설계로, 추상 클래스와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상호작

용으로 표 된다[12].

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은 다음과 

같다[13].

∙작성해야 하는 코드가 어든다.

∙코드의 신뢰성과 유연성이 증가된다.

∙일 성 있고 모듈화 된 코드가 된다.

∙연 된 문제에 해 재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인 해결책

이다.

∙유지보수성이 증 되며, 일 성 있는 로그램 발 이 

가능하다.

∙ 련된 로그램의 통합이 용이하다.

2.3 결함 제거 효율성

결함 제거 효율성(Defect Removal Efficiency, DRE)은 해

당 개발 단계에서 발견된 결함수가 완 히 결함 리를 통해 

발견되고, 이를 얼마나 제거하는가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

법이다. 따라서 결함 제거 효율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해당 

개발 단계에서 발견된 결함수와 다음 단계에서 이  단계의 

결함이 발견된 개수를 산정해야 한다. 결함 제거 효율성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14].

DRE = E / (E + D)

E =  단계에서 발견된 결함 수

D = 다음 단계에서 이  단계의 결함이 발견된 수

결함제거 효율성은 1에 가까워야 이상 인 값이 된다. 즉, 

1에 가깝게 되면 결함을 해당 단계에서 완 히 발견하여 제

거를 하게 되는 것이다.

3. 공통성  가변성 분석 기법

3.1 공통성  가변성 분류를 한 특성

공통성  가변성 분류는 동일 도메인 내에서 추후 변경

을 미리 상하여 가변하는 역과 불변하는 역을 구분함

으로써 재사용성을 향상시킨다. 임워크를 유연하게 만

들기 해서는 공통성과 가변성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2.2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클래스는 임워크를 구성

하는 가장 일반 인 요소로써 임워크의 재사용을 해

서는 클래스를 기반해야 한다. 이를 해 클래스에 특성을 

부여하고 이 특성에 따라 클래스의 공통성과 가변성을 분류

하도록 한다. 공통성과 가변성을 용하기 해 필요한 클

래스는 유스 이스 분석을 통해 추출한다. 공통성  가변

성 분류를 해 정의한 클래스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클래스 특성은 성질에 따라 공통성과 가변성으로 나 어

진다. 공통성에 해당하는 클래스 특성은 공통(common), 필

수(mandatory), 일반화(generalizable)이며, 가변성에 해당하

는 클래스는 특성은 선택(optional), 확장(extendable)이다.

공통 클래스 특성은 도메인 내에서 어 리 이션 특성에 

계없이 공통 으로 용이 가능한 클래스를 나타낸다.

필수 클래스 특성은 어 리 이션 특성에 계없이 반드

시 존재해야 하는 클래스로써 임워크 구동에 꼭 필요한 

클래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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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클래스

공통성 가변성

공통 필수 일반화 선택 확장

클래스1

클래스 2
...

클래스 n

<표 1> 클래스 공통성  가변성 분석을 한 클래스 특성 분

석표의 
클래스 특성 표기법

필수 «mandatory»

공통 «common»

일반화 «generalizable»

선택 «optional»

확장 «extendable»

(그림 2) 공통성  가변성을 용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표 2> 클래스 특성 표기법

일반화 클래스 특성은 식별된 클래스들 사이에 공통 이 

존재하여 일반화를 통해 기반 클래스(base class)의 추출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일반화 클래스 특성은 구상 클래스

(specific class)에서 기반 클래스를 추출하는 bottom-up 

approach에 해당한다. 즉, 유스 이스 분석을 통해 클래스를 

바로 추출할 수도 있지만 다수개의 클래스에서 공통 을 찾

아 클래스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 클래스 특성이 

필요하다.

선택 클래스 특성은 어 리 이션 특성에 의거해 정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클래스를 의미한다.

확장 클래스 특성은 재 정의된 클래스가 어 리 이션 

특성에 따라 구체 인 클래스로 세분화 될 수 있는 클래스를 

의미한다. 확장 클래스 특성은 기반 클래스를 바탕으로 구상 

클래스로 확장하는 top-down approach에 해당한다. 즉, 추후 

확장 가능성을 명시 으로 나타내기 한 특성이다.

공통성은 불변 역이며 가변성은 가변 역으로 서로 반

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클래

스 특성  확장은 기반 클래스를 구상 클래스로 세분화하

는 것으로 가변성을 의미하지만 기반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

고 이를 확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성에 정의한 클래스 

특성과 조합이 가능하다.

공통성의 일반화 클래스 특성은 여러 구상 클래스에서 공

통 을 찾아 일반화된 클래스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화 클래스 특성을 가지는 구상 클래스에서 기반 

클래스를 추출하면 구상 클래스는 일반화 특성이 제거되며, 

추출한 기본 클래스는 확장 특성을 가지게 된다.

<표 1>은 앞서 정의한 특성을 이용하여 클래스의 공통성

과 가변성을 분석 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특성 분석표이

다. 좌측에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고 우측의 클래스 특성  

해당하는 특성을 표기하면 된다.

3.2 공통성  가변성 분류 표기법

보다 명확하게 공통성과 가변성을 분류하기 해서는 분

류기법뿐만 아니라 이를 표 할 수 있는 표기법이 필요하

다. UML을 이용해 가변성을 표기한 [15-16]과 같은 연구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특정 시 의 변경

(variant point)를 기반으로 가변성을 표 하기 때문에 클래

스의 구조 표 에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3.1 에서 정의한 클래스 특성을 

표기할 수 있는 표기법을 정의한다.

공통성  가변성 분류를 한 표기법은 <표 2>와 같으

며 이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용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단 새로운 기호를 정의하지 않고 UML의 표기법 확장 기술

인 스테 오타입을 이용하도록 한다.

4. 공통성  가변성 분석 기법의 용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클래스의 공통성  가변성 

분석기법을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CASE 도구 구 에 

용한 내용을 기술한다. 클래스에 공통성  가변성 특성 

용 순서는 먼  유스 이스 기술서의 시나리오에서 명사 추

출법을 이용해 클래스를 추출하고, 추출한 클래스를 바탕으

로 공통성  가변성 분석을 수행하여 클래스 특성을 용

한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여 공통 클래

스와 가변 클래스를 명시 으로 나타내고 클래스 간의 연  

계를 표 한다.

4.1 클래스의 공통성  가변성 분석

임워크의 공통성과 가변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임워크를 구성하는 클래스가 필요하다. 클래스는 유스 이스 

기술서의 시나리오에서 명사 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한다. 

여기서는 UML의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이 상이며, 클래

스 추출의 상이 되는 기술서는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작

성으로 제한하여 공통성  가변성을 분석한다. 클래스를 추

출의 상이 되는 유스 이스 기술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유스 이스 기술서의 시나리오의 본문을 상으

로 명사 추출법을 이용하여 후보 클래스를 나열하고, 의미가 

복되는 후보 클래스가 존재한다면 하나의 클래스만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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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클래스 추출의 상이 되는 유스 이스 기술서

클래스 역할

CommandArea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작성이 필요한 명령어(액

터, 유스 이스, 상속 계, 연 계 그리기 등)

를 가지고 있는 역

DrawingArea 실제 다이어그램이 작성되는 역

ActorNode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의 액터를 표

UseCaseNode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의 유스 이스를 표

AssociationEdge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액터와 유스 이스 

간의 연 계를 표

InheritanceEdge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액터간의 상속 는 

유스 이스 간의 상속을 표

ExtendEdge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유스 이스 간의 확

장 계를 표

IncludeEdge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유스 이스 간의 포

함 계를 표

<표 3> 유스 이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출한 클래스

(그림 4) 공통성  가변성을 용한 기 클래스 다이어그램

특성

클래스

공통성 가변성

공통 필수 일반화 선택 확장

CommandArea O O

DrawingArea O O

ActorNode O

UseCaseNode O

AssociationEdege O

InheritanceEdge O

ExtendEdge O

IncludeEdge O

<표 4> 공통성과 가변성 특성 용한 클래스

나머지 의미가 복되는 클래스는 삭제하 다. 이와 같은 방법

을 이용하여 추출한 클래스  역할은 <표 3>과 같다.

다음으로 임워크를 구성하는 클래스의 공통성과 가변

성을 추출하기 해 3장에서 정의한 클래스 특성을 용한

다. 유스 이스 시나리오에서 추출한 클래스를 바탕으로 공

통성과 가변성을 용한 것은 <표 4>와 같으며 이를 클래

스 다이어그램으로 표 한 것은 (그림 4)와 같다.

CommandArea 클래스는 다이어그램 작성에 필요한 명령

어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로 어 리 이션 특성에 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클래스이다. 한 어 리 이션 특성에 따라 

다른 명령들을 포함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 특성을 가진다.

DrawingArea 클래스는 다이어그램이 실제 표 되는 클래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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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반 클래스 추출 후 갱신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특성

클래스
공통성 가변성

공통 필수 일반화 선택 확장

CommandArea O O

DrawingArea O O O

Node O O O

ActorNode O

UseCaseNode O

Edge O O O

AssociationEdege O

InheritanceEdge O

ExtendEdge O

IncludeEdge O

<표 5> 갱신된 특성 용 클래스다이어그램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클래스이다. 즉 Drawing- 

Area 클래스가 없다면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필

수 특성을 가진다. 한 추후 추가 다이어그램 요소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 특성을 가지도록 하 다.

ActorNode, UseCaseNode, AssociationEdge, Inheritance- 

Edge, ExtendEge, IncludeEdge는 UML 정의[17]에 의거해 

(node)과 선(edge)으로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화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표 4>를 바탕으로 작성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3)과 같다.

마지막 단계는 <표 4>에서 일반화 특성을 가진 클래스에

서 공통성을 가지는 기반 클래스를 찾는 과정이다. 클래스 

간의 공통성을 찾아 기반 클래스로 구성함으로써 클래스의 

확장과 재사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표 4>를 기반으로 

갱신한 클래스는 <표 5>와 같으며 이를 클래스 다이어그램

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5)와 같다.

ActorNode와 UseCaseNode 클래스가 UML 다이어그램에

서 (node)이라는 것에 착안, 공통 특성을 가지는 Node 클

래스를 추가하 다. Node 클래스는 어 리 이션 특성에 따

라 구상 클래스로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장 특성을 가

진다. ActorNode와 UseCase 클래스는 어 리 이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 특성을 부여하 다. 한 

AssociationEdge, InheritanceEdge, ExtendEdge, Include- 

Edge 클래스가 UML 다이어그램에서 연결선(edge)을 의미

함으로 이를 일반화시켜 공통 특성을 가지는Edge 클래스를 

추가하고 AssociationEdge, InheritanceEdge, ExtendEdge, 

IncludeEdge 클래스는 어 리 이션 특성에 따라 정의하도

록 하 다. 공통성을 가지는 Node 클래스와 Edge 클래스가 

추가되어 DrawingArea 클래스는 기반 클래스인 node와 

edge 클래스를 가지게 되었다.

4.2 임워크의 구

(그림 6)은 4.1 에서 수행한 공통성  가변성 분석을 바

탕으로 자바언어를 이용하여 임워크의 로토타입을 구

한 것이다.

A 역은 다이어그램 작성시 필요한 명령어를 포함한 

역으로 이를 이용해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B 역은 

A 역의 명령들을 이용해 실제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A 역의 C에서 H는 다이어그램 작성에 사용하는 액

터, 유스 이스, 계, 포함, 확장, 일반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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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ML CASE 도구 임워크 구

결함수

개발단계

 단계에서 발견된 

결함 수(E)

다음 단계에서

이  단계의 결함이

발견된 결함 수(D)

요구사항 4 3

설계 14 10

코딩 32 20

<표 6> 분석기법 용 이 의 결함 개수

결함수

개발단계

 단계에서 발견된 

결함 수(E)

다음 단계에서

이  단계의 결함이

발견된 결함 수(D)

요구사항 4 3

설계 11 6

코딩 30 15

<표 7> 분석기법 용 후의 결함 개수

5. 클래스 기반의 공통성  가변성 분석기법 검증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공통성  가변성 분석기법

을 화상회의 시스템 로젝트에 용하여 검증한다. 본 논

문에서 제시한 공통성  가변성 분석기법은 결 (defect)를 

이는 것이 목 이다. 따라서 결  제거 효율성을 이용하

는 것이 하다. 2.3 의 결함 제거 효율성 계산법에 의거

해 분석 기법 용 이 의 결함 제거 효율성과 분석 기법 

용 이후의 결합 제거 효율성을 비교하 다. 결함 제거 효

율성을 계산하기 해서는 결함 개수가 필요하다. 

분석 기법을 용하기 이 의 결함 개수는 <표 6>과 

같다.

분석기법 용 이 의 결함 개수를 나타내는 <표 6>에 

의거해 각 개발 단계별 결합 제거 효율성을 계산하면 다음

과 같다. 

0.571 = 4 / (4 + 3)  (요구사항 단계)

0.583 = 14 / (14 + 10)  (설계 단계)

0.615 = 32 / (32 + 20)  (코딩 단계)

분석기법을 용 후 결함 제거 효율성 계산을 해 산출

한 결함 개수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거해 분석기법 용 후 결함 제거 효율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결함제거 효율성은 2.3 의 결함 제

거 효율성 계산법을 의거해 계산한다.

0.571 = 4 / (4 + 3)  (요구사항 단계)

0.647 = 11 / (11 + 6)  (설계 단계)

0.666 = 16 / (16 + 9)  (코딩단계)

<표 6>과 <표 7>에 의거해 분석기법 용 이 의 결함 

제거 효율성과 분석기법 용 이후의 결함제거 효율성은 

<표 8>과 같다.

분류기법 용 이 과 분류기법 용 이후의 결함제거 효

율성을 비교하면,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단계는 분석 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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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제거 효율성

개발단계

분석기법 용 이 의

결함 제거 효율성

분석기법 용 이후의

결함제거 효율성

요구사항 0.571 0.571

설계 0.583 0.647

코딩 0.615 0.666

<표 8> 분석기법 용 이 과 이후의 결함 제거 효율성 비교

용 상에서 제외됨으로 결과가 동일하다. 하지만 본 논

문에서 제시한 분석기법이 용되는 설계단계 이후에서는 

결함 제거 효율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류기법을 용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 결

함을 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코딩 단계까지 향

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ML CASE 도구 임워크를 한 공

통성과 가변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 임워크의 재사

용성과 확장을 해 클래스 기반의 공통성과 가변성 분류

방법을 제시하 으며, 클래스 분류를 명시 으로 나타내기 

해 클래스 특성 표기법을 제안하 다. 한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CASE 도구를 구 하 으

며, 제안한 분석 방법을 결함 제거 효율성을 이용하여 검증

하 다.

향후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통성  가변성 분

류를 정량화하여 클래스 특성을 용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클래스 특성의 용에 있어 경험에 의거

한 직 인 방법이 아니라 객 으로 용함으로써 

임워크 설계의 정확성과 생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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