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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구현에 사용되는 모듈 구현과 모듈 결합 방식에 따른 효율성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용자들 간의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웹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모듈간의 복잡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제시된 방법들을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제안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는 각 모듈의 여러 가지의 구현 방식

과 모듈 간 결합을 테스트한 결과를 MVC 패턴 방식으로 구현된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MVC 패턴의 단점인 모델과 뷰 사이 의존성이 높은 문제를 완화하고, 유지보수성과 결함 허용성을 높이는 

모듈 구현 및 통합방식의 연구를 위해 외부 모듈과 내부에서 객체로 구현된 모듈을 사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의 결합도에 따른 테스트를 통해 각 모듈의 구현 및 통합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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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전세계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산업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시간이 

갈수록 웹 어플리케이션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 되어져 왔다.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됨에 따라 웹 복잡성이 늘어갔다. 이러한 복잡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 많은 방안들이 제기되어져 왔다. 방안들 중에는 

모듈간 재사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거론되었는데, 그 예로  MVC 

패턴을 적용하는 기법이 존재한다. MVC 패턴은 하나의 Controller로 

다수의 View를 선택 가능한 1:n 구조를 가져 유연하게 확장 가능하고,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 협업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MVC 

패턴은 Model과 View사이의 의존성이 크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커질수록 MVC가 너무 복잡하고 비대해져서 복잡해

지고 새로운 기능 추가, 테스트 등의 유지보수가 어려워진다 [1]. 

본 논문에서는 MVC패턴의 문제점을 검증하고, MVC패턴을 기반

으로 구현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성되어진 모듈들을 통해 높은 

유지보수의 원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결합도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한

다 [2]. 이를 위한 모듈 통합방식을 제안하고 각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서술한다.

II.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듈 통합 및 기능별 결합

2.1 웹 어플리케이션 모듈 구현 및 통합

MVC 패턴의 문제점인 Model과 View사이의 의존성이 높은 부분

은 웹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구현한 모듈과 View 사이의 결합도가 

높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3].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웹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구현된 모듈, 외부에서 따로 구현되어진 

모듈을 사용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패키지를 통해 구현되어 웹 어플리케이션 내부로 연계된 모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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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내부 모듈’로 구성하고 외부 서비스 및 웹 어플리케이션 밖에 

별도로 구현된 모듈들은 ‘외부 모듈’로 표현한다.

Fig. 1. 구현된 Web Application 구조

내부 모듈들은 ‘Member’라는 그룹과 ‘Function’ 그룹 내에 존재하

며, 그룹 내 모듈들끼리 결합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Chatting 

기능을 위해 사용된 외부 모듈은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 

‘PubNub’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2.2 웹 모듈 통합 검증 및 결합도 측정

Fig. 1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체 기능들이 일반적인 모듈간의 

작동을 전제로 한다. 통합 검증 목적은 View와 연관되어 있는 각 

Model에 의존적인 Model의 개수를 구하여 시스템 복잡도를 평가하

기 목적이다. [4] 모듈 테스트는 상향식 통합 테스트로 실시하였다. 

테스트에 사용되는 테스트 드라이버는 전부 정상 작동되는 값만을 

가진다. 테스트 드라이버 없이는 단위 테스트가 불가능한 모듈이 

테스트 드라이버 호출 시, Count를 하여 최종적으로 최상위 Model에 

이르러 Count의 개수를 확인해 시스템 복잡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모듈의 팬 아웃을 보여 주는 Table 1의 각 모듈명은 위 Fig. 

1의 각 기능을 담당하는 Model 이름으로 대체하였다.

통합 그룹명
그룹 내 최다 

호출 모듈명

모듈 호출 

횟수
결합도

Member 컨텐츠 이용 4 강함

Content Chatting 1 약함

Function

댓글 1 강함

퀴즈 1 강함

즐겨찾기 1 강함

편집하기 1 강함

Table 1. 그룹 내 모듈 간 호출 횟수 및 결합도 평가

테스트 결과 웹 어플리케이션의 ‘Member’ 그룹 내에 있는 내부 

모듈에서는 뷰에 직접적인 표현을 담당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인접한 상위 모듈에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상위 모듈에 의존도가 

높은 모듈들은 로그인을 통해 사용자간 뷰의 독립성을 운용 역할을 

하는 모듈들이었다. ‘Function’ 그룹 내 모듈처럼 타 모듈 호출이 

적은 경우에도 모듈 간 결합도가 높아 재사용성이 낮았다. 외부에서 

구현된 모듈은 결합도가 내부 모듈에 비하여 낮아 타 어플리케이션에

도 특별히 큰 수정 없이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

III. 결론

MVC 패턴에서의 Model과 View 사이의 높은 의존성을 가지는 

모듈들과 해당 모듈들끼리 결합도가 강한 부분은 웹 어플리케이션 

규모가 커질수록 MVC 패턴의 고질적인 문제인 유지보수성의 어려움

을 극대화 시킨다. 이를 위해서 모듈간의 결합도를 낮춰 독립성을 

높이고 응집도를 높이도록 코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경우에는 외부 모듈처럼 결합도를 최소한으로 설계하고 

재사용률을 최대로 설정시킨은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각 모듈에서 

서로 간의 의존성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면 View에 의존적

인 Model의 개수도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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