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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ML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복수의 뷰를 통

한 아키텍처를 문서화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무엇보다 논문의 핵심은 UML의 다이어그램이 복잡하여

특별한 편집도구 없이는 표현이 불가능한 점을 반영하여, UML의 표현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아키텍처

뷰의 표현에 적용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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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표현하는 방법은 설계

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 최근

에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이 등장함으로

써,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표현을 위해 UML이 많

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UML은 다이어그램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표현방법이 지속적으로 변경되

어 설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

어그램의 복잡성은 CASE 도구의 사용을 전제로 하

며, 설계자들은 이 도구를 구매하여 활용방법을 익

혀야 하는 부담을 부과한다.

논문에서는 UML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를 설계하는 방법과 UML을 표현방법을 단순화한

개선된 표현방법을 이용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아키텍처 설계방법

과거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개발 방법론은 프로세스

중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방법에 대한 잘 설명해 주

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방법론들은 아키텍처의 설계에 대해 추

가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소프트웨어 아

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조나 구조들의 집

합이다. 이 구조는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와 각 요

소의 가시적 특성, 그리고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

한다[4]. 아키텍처 중심의 개발방법은 소프트웨어 개

발에서 아키텍처를 먼저 정립한 후, 아키텍처 베이

스라인을 토대로 하여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1]. 아

키텍처 설계의 핵심이라면,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설계요소를 분해하고 설계할 때 요구품질에 적합한

패턴을 찾아 이 패턴에 분해결과를 매핑해 나간다는

것이다[2,5,8].

3. UML 기반의 아키텍처 표현

3.1 아키텍처 문서화

아키텍처는 표현되어야 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그

러나 오랫동안 아키텍처의 설계를 위한 표준화된 도

구 없이, 원이나 선, 화살표 등을 이용한 비정형적인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비정형적인 방법은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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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현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일된 이해를 주

지 못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표현하지

못하여 명확히 아키텍처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

였다.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키텍처의 표현을

위해 UML이 활용됨으로써 점차 해소되었고[3,6], 후

자의 문제는 4+1 뷰와 같이 아키텍처를 복수의 관점

에서 표현하는 방법에 의해 해결되게 되었다[7].

3.2 UML 기반의 아키텍처 뷰 표현

아키텍처의 문서화를 위한 핵심적인 뷰에는 논리적 뷰와

구현 뷰, 동시성 뷰, 배치 뷰가 포함된다. 이러한 복수의

뷰를 표현하기 위해, UML은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활

용한다. 예를 들어, 논리적인 설계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며, 실행모듈

이나 테이블과 같은 컴포넌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고, 객체나 쓰레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협력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컴포

넌트가 컴퓨팅 노드에 할당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서는 배치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4. UML을 응용한 아키텍처 표현방법의 제안

4.1 기본 표현도구

UML 기반의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나 컴포넌트 다이

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배치 다이어그램

은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 또 복잡해서, UML

다이어그램을 지원하는 자동화(CASE) 도구의 도움

없이는 문서화가 용이하지가 않다.

이러한 불편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UML의 표현방

법을 보다 더 간편하게 개선하여 아키텍처의 문서화

에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이 제안은 다음의 두 가

지 개념을 기초로 출발한다.

첫째, UML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설계요소를 하

나의 박스로 표현한다. UML에서 박스는 클래스를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적인 설계요소를

표현하기도 한다.

둘째, 설계요소의 유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스테

레오타입을 이용한다. UML에서 스테레오 타입은

설계요소를 상세하게 표현하거나 부족한 설명을 추

가할 때 사용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하나의 뷰로만 표현되

지 않기 때문에, 본 제안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두

개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아키텍처의 문서화에 필요

한 다양한 뷰를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다.

먼저, 본 제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표현

도구를 소개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한편, 여기

서 설계요소는 설계하고자 하는 뷰에 따라 논리적인

단위가 될 수도 있으며, 실행단위 또는 구현단위가

될 수도 있다.

제어흐름

정보흐름

포함관계

인터페이스

설계요소
<<module>>   

그림 1. 기본 표현 도구

4.2 아키텍처 뷰의 표현

본 제안에서는 중요한 아키텍처 뷰의 유형으로 데이

터 뷰와 논리 뷰, 실행 뷰, 그리고 구현 뷰를 제안하

고자 한다.

(1) 데이터 뷰의 표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뷰는 데이터 뷰이다. 왜냐하

면 데이터가 마치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부분으로 간

주되기 쉽기 떄문이다. 그러나 데이터 뷰는 프로그

램 특히, 컴포넌트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표현하는

중요한 뷰이다. 우리는 이 뷰를 위해 클래스의 표현

을 이용하며, <<entity>>라는 스테레오 타입을 사

용한다.

<<entity>>
채팅방

<<entity>>
주제

<<entity>>
게시판

<<entity>>
멤버

그림 2. 데이터 뷰의 표현

(2) 논리 뷰의 표현

통상 논리적 설계요소는 UML의 패키지 다이어그램

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박스와 스테레오타

입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

서 설계요소는 그 설계요소의 타입을 설명하는 스테

레오 타입의 명시(예: <<subsystem>>)와 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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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이름을 스테레오 타입 아래에 기록한다.

<<subsystem>>

채팅 관리

<<system>>

그룹웨어

시스템

<<block>>

채팅

하기

<<block>>

채팅방

개설

<<subsystem>>

게시판 관리

<<subsystem>>

멤버 관리

<<block>>

게시물

등록

<<block>>

게시판

개설

그림 3. 논리 뷰에서의 포함관계 표현

(3) 구현 뷰의 표현

구현 뷰는 논리적 설계요소가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이후의 상태를 표현하는 뷰이다. 이 뷰의 표현은 설

계요소를 위한 박스 안에 <<executables>>과 같은

설계요소의 유형을 스테레오 타입으로 기록하하여

컴포넌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executables>>
GroupwareClient

<<executables>>
GroupwareServer

<<executables>>
BulletinServer

<<executables>>
ChatServer

<<executables>>
MessengerServer

<<DB>>
BulletinTable

<<Server>><<Client>>

그림 4. 구현 뷰의 표현

3.3 실행 뷰의 표현

이 뷰는 UML의 표현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구현

뷰에서 배치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

련된 프로세스나 쓰레드의 주변에서 <<Client>>나

<<Server>>와 같은 명시를 할 수가 있다.

<<process>>
ConnectionManager

invoke

<<thread>>
ServiceHandler

ServiceModule

invoke

<<thread>>
ClientHandler

connection request

service request

service reply

<<Server>>
<<Client>>

그림 5. 실행 뷰의 표현

4. 결론

논문에서는 아키텍처의 문서화에 필요한 뷰에 대해

살펴 보았다. 특히, 아키텍처의 문서화에 필요한 복

수의 뷰를 표현하기 위해 UML이 활용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UML의 복잡한 표현을 단순화

하여 일반적인 편집기를 활용하여 쉽게 표현이 가능

한 방법을 제안하고, 이 방법에 의해 아키텍처 뷰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제안된 방법에 의한 설계는 단순한 한편, UML로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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