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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클래스 도출 방법들을 통합하여 문제 기술서로부터 개념클래스를 추출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문제 기술서는 개발하고자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개략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개발자는 이 문서를 바탕으로 문제영역에서 중요한 개념클래스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객체지향 분석 시에 생

성되는 중요한 산출물이다. 지금까지 개념클래스 도출은 주로 개발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보 개발자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개발할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면 수작업으로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개념클래스 도출 도구를 구현하였는데, 이를 적용하면 빠르고 손쉽게 개념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ystem which helps to draw a conceptual class diagram from the 

problem description by combining various class diagram deriving methods. Generally, problem description is a 

kind of statements including user requirements in the early development phase. The system developer can 

derive a conceptual class diagram from this document, which playes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object-oriented software development. Until now, it is not easy for the novice to elicit classes because it 

requires good experience and intuition. In addition, there are also some difficulties of finding valid conceptual 

classes by hand when the size of system becomes larger. Therefore, we develop a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so that the developer is able to construct the conceptual class diagram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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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여러 

단계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개발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정확히 추출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술된다

면 전체 프로젝트의 개발비가 약 30∼50%가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1]. 따라서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출물인 요구사항 명세서

(requirements specification)는 다음 단계인 설계를 위한 

바탕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위한 검증 기준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을 정

의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작성되는 문제 기술서

(problem description)는 개발될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기

능들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자연어로 기술된다[2]. 

개발자는 이러한 문제 기술서와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유즈케이스 모델링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한 후, 클래스 및 기타 모델링을 통해 

설계 모델링을 한다[3]. UML의 8개 모델 중에서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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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그램은 정적인 관점에서 도식화한 것으로 소프트

웨어 개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여러 레벨의 

다이어그램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분석 단계에서는 개

념과 분석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설계과정에서는 설계 클

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한다. 개념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문제 기술서와 요구사항 명세서를 근거로 작성되며, 개발

할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개념클래

스들을 기반으로 주변 클래스 (boundary class)와 컨트롤 

클래스 (control class)를 추가하여 분석 클래스 다이어그

램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와 같이 구현이 필요

한 클래스들을 추가하고 속성과 행위를 더욱 상세하게 

명시하여 설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따

라서 개념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시스템 개발 전체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4].

객체지향 개발 방법의 핵심이 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을 작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또한 반복적이고 지

루한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념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쉽게 도출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소개하

고자 한다. 이 도구는 문제 기술서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사를 추출하고 이를 클래스 목록법과 부적절한 클래스

를 제거하는 소거법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적절한 클래

스를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2장

에서는 본 연구의 관련 연구인 여러 클래스 도출 방법들

을 소개하였으며, 3장에서는 개념클래스 다이어그램 도

출 도구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 관련연구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클래스를 찾고자 하는 방법이 여

러 연구자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숙련된 개발자도 경험

에만 의존해서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도출 방법들은 효과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방법들이 수동

적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본 

장에는 알려진 클래스 도출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한다.

 

2.1 Case Grammar를 활용한 클래스 도출방법

논문 [5]에서 제안한 클래스 도출 및 모델링 방법은 

Case Grammar[6]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 데이터를 

자연어로 전환하고 이를 시나리오기반 분석방법[7]을 이

용하여 클래스로 도출한다. 이 방법에서는 요구사항 식별

을 위해 액티비트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며, 요구사항은 명

세를 위해 유즈케이스로 모델링한 후 클래스 다이어그램

을 작성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몇 가지의 다이어그램을 

생성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으며, UML 다이어그램에 

능숙하지 않은 개발자는 클래스 도출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행동분석방법을 통해 클래스를 도출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자세한 클

래스 도출이 가능하다.

2.2 정보구조 모델링을 활용한 클래스 도출방법

논문 [8]에서는 고객의 이벤트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시

스템을 분석하고, 정보구조 모델링에서 클래스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정보구조 모델링(information structure 

modeling)이란 이벤트/응답 중심(event/response -driven)의 

방식으로 비즈니스 고객이 기업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

위인 이벤트를 일으키고, 기업의 직원은 업무규칙과 업무

지침서에 의해서 이벤트에 응답해주는 내부 활동과 이 활

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재산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시스

템 분석 모델이다[9]. 논문 [8]에서의 클래스 도출 과정은 

먼저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에서 주요 사용자인 액터를 추

출하고, 각 액터 별 이벤트에 대한 속성구조 다이어그램

과 행위구조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정련하면서 객체 타

입별로 객체를 도출하여 클래스로 정의한다.

제안한 방법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클래스를 도출하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며, 업무 분석이 제대

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속성구조와 행위구조를 통해 

직관적으로 객체를 도출하므로 경험이 많은 개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하지만 정보구조 모델링은 시스템에 필

요한 기능을 속성구조 다이어그램 작성을 통하여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하

여 분석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클래스를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에서 제시한 방법은 문제 기술서를 이용하

는 반면 [5]는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이용하고 [8]은 고객

의 요구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분석

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3 형태소 분석을 통한 클래스 추출방법

형태소 분석이란 자연어 분석의 첫 단계로써 단어(한

국어의 경우 어절)를 구성하는 각각의 형태소들을 인식

하고 불규칙 활용이나 축약, 탈락 현상이 일어난 경우 원

형을 복원하는 과정을 말한다[10].

Abbott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

였는데, 먼저 한 개의 구절을 쓴 후 이를 검토하는 방법

으로 명사, 명사구, 대명사 등은 Ada 패키지의 후보가 되

고, 동사들은 Ada 패키지에 들어가는 기능과 프로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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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1]. 여기서 Ada 패키지는 

각 객체의 정적인 구조와 기능을 함께 포함하여 그룹화

한 것으로 객체지향의 클래스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합하여 객체지향 설계 기법을 제안하였고, 클래

스를 도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12,13]. 

하지만 Abbott방법은 개발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

서 단지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명사와 동사만으로는 좋은 

클래스를 도출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생겼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Abbott 접근 방법 외에 다른 접근 방법을 통

합한 클래스 도출 방법을 제안한다.

2.4 대상 클래스 목록을 이용한 방법

적절한 클래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록화 시킨 방법

을 Larman[14]이 제안하였다. 표 1은 총 클래스가 될 수 

있는 18가지 대상들을 목록으로 나타낸 것이다. 개발자

는 어떤 명사가 아래 표의 어떤 목록에 해당하는 것이면 

클래스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을 주지만, 이러

한 것을 수작업으로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표 1] 대상 클래스 목록

대상클래스 목록

1) 물리적 혹은 만질 수 있는 객체들

2) 사물에 대한 명세, 설계, 혹은 기술들

3) 장소

4) 트랜잭션

5) 트랜잭션 라인 아이템

6) 사람의 역할

7) 다른 것들을 담는 컨테이너

8) 컨테이너에 담긴 것들

9) 현 시스템 외부의 컴퓨터나 전자 기계적 시스템

10) 추상 명사 개념

11) 조직 

12) 이벤트

13) 프로세스

14) 법칙과 정책

15) 카탈로그

16) 재정, 작업, 계약, 법률적 사항의 기록

17) 재무 도구와 서비스

18) 매뉴얼, 문서, 참고문헌, 책

2.5 부적절한 클래스 소거법

다른 형태를 가진 명사지만 중복된 의미를 가질 수 있

으며, 클래스가 아닌 속성이나 연산인 명사가 있을 수 있

다. 이 방법에서는 클래스로 부적절한 명사들을 소거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클래스만 도출

할 수가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합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클래스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15].

○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개체

추출한 개념 중에서 명사이고 클래스로 적절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발할 시스템 외부의 대상이나 존재

를 뜻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고객'이 일반적으로 클래

스의 좋은 예가 되지만 만약 ‘고객’이 직접 시스템을 접

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 개체로 분류된다.

○ 중복된 클래스

명사 중에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가졌지만 동일한 대상

이나 개념을 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편의점 시스템에 

있어서 ‘손님’과 ‘고객’은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대상

을 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대상과 개념을 뜻하는 

명사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름을 가지는 개

념을 선정하고 나머지 개념을 제외한다.

○ 시스템의 기능과 무관한 클래스

명사 추출 방법과 대상 클래스 목록 열거법에서 추출

한 명사의 개념이 개발하는 시스템과 무관한 것은 제외

한다.

○ 속성/연산

독립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보다는 다른 대상과 개념의 

의미를 상세화하거나 행위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

는 명사일 수 있다. 이런 명사는 개념클래스가 아니라 해

당 속성 또는 연산으로 표현하므로 제외한다.

○ 구현과 관련된 클래스

시스템에 제공할 기능 측면 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TCP/IP 통신’의 개념은 

분석 단계에서는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할 필요 

없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들은 의사소통에서 방해가 되므

로 제외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향후 설계 클래스

에 추가될 수 있다.

3. 개념클래스 도출 도구의 구현 

2장에서 소개된 2.3, 2.4, 2.5 방법들은 각각 독립적으

로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개발도구가 없다. 간단한 시스템 개발에는 수작업을 통해 

클래스를 도출하고 이들 관계를 설정할 수 있지만, 규모



개념클래스 다이어그램 도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423

가 큰 시스템에는 이를 도와주는 도구의 개발이 절실하

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클래스를 도출하기 위해 구현한 도

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은 도구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1] 개념클래스 도출 도구의 실행과정

실행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문제 기술서를 입력하여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명사와 동사를 추출한다. 이 과정

에서 추출된 명사나 명사구는 개념클래스 후보가 되고, 

동사는 추후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활용된다. 

활용한 형태소 분석기는 서울대학교 지능형 데이터베이

스 랩에서 개발한 ‘꼬꼬마 형태소분석기’이다[16]. 

그 다음 과정은 대상 클래스 목록을 활용하여 추출된 명

사들 중 적절한 개념클래스 목록에 해당하는 명사들만을 

선택하고, 선택되지 못한 명사들은 제외한다. 이 과정에서 

클래스 선택은 개발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왜냐

하면 추출된 명사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도구

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기능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거법 과정을 적용하여 개념 클래스 목록

에 포함된 명사들 중 부적절한 개념클래스에 해당하는 

명사를 선택하여 제거하는데,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명사

들이 개념 클래스로 선택된다. 

선택된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데, 개념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중요한 개념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클래스 간의 구조적

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선 가장 단순한 연관관계만을 사

용한다. 집합관계, 의존관계 등과 같은 상세한 관계를 설

정하는 것은 설계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꼭 필요하지

만 개념 클래스들 간에는 의미가 약하며, 또한 문제 기술

서 내 문장에서 동사만으로 상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도구가 동사 의미를 분석하여 명사 간의 관계

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도구에서는 연관

관계만을 설정하였으며, 추후 동사의 의미에 따른 다양한 

관계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집합 및 의존 관

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본 도구에서 연관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한 동사는 앞과 뒤의 

명사를 파악하고 두 명사는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

정한다.

두 번째, 한 문장에 있는 명사는 상호간에 관련이 있는 

명사라고 판단하여 같은 문장번호를 가진 명사들의 관계

를 설정한다.

여기서 소개한 개념클래스 도출 과정에서는 개발자의 

개입이 불가피 하다. 대상 클래스 목록 또는 부적절한 클

래스 목록에서 명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를 통해 문장을 분

해하는 것은 가능하나 각 단어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정이다. 또한 시스템의 분석이나 설

계 과정은 컴퓨터의 계산이 아닌 개발자의 경험과 사고

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도구는 개념클래스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분석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3.1 개념클래스 도출 도구의 주요 화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념클래스 도출 도구의 초기 

화면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개념클래스 도출 도구의 첫 화면

위 그림의 왼쪽에는 다른 메뉴로 이동하는 버튼들이 

있고 위에는 툴바 메뉴들로 구성된다. 문제 기술서를 입

력하는 화면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문제 기술서 입력 및 분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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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3은 문제 기술서를 입력하는 창①과 ‘분석

시작’이라는 버튼②로 구성된다. 문제 기술서를 입력한 

후 ‘분석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형태소 분석이 진행

되어 명사와 동사를 추출한다.

추출된 명사는 후보 클래스(candidate class)가 된다. 

하지만 부적절한 클래스들이 포함되어 다음 단계인 개념

클래스로 인정될 수 있는 목록 열거법을 이용하여 해당 

명사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4가 이 과정을 수

행하기 위한 화면이다.

[그림 4] 대상 클래스 목록을 이용한 열거법

대상 클래스 목록에는 18가지(①)가 있으며 해당하는 

항목에 명사를 찾아 체크 박스(②)에 선택한다. 선택과정

이 완료되면 ‘검사시작’이라는 버튼(③)을 누름으로써 선

택된 명사만이 도출된다.

개념클래스 목록의 열거법을 적용한 후에 최종적으로 

부적절한 클래스 소거법을 적용한다. 그림 5는 소거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5] 부적절한 클래스 소거법을 적용

6가지 목록(①)에서 해당사항이 있는 명사를 체크박스

(②)에 선택한다. 선택된 명사들은 개념클래스 후보에서 

소거된다.

위에서 열거한 3가지 방법을 적용한 후에 최종적으로 

남겨진 명사는 개념클래스가 된다. 최종 결정된 클래스들

의 연관 관계는 명사들이 문장에서 동시에 출현할 경우 

명사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클래스 간 선으

로 연결하여 연관관계가 있음을 표현한다. 그림 6은 최종

적으로 선택된 개념클래스이며 클래스 간의 관계를 표현

한 화면이다.

[그림 6] 최종 개념클래스 도출 결과 화면

3.2 은행 문제 기술서를 이용한 사례 

본 절에서는 금융관련 문제 기술서를 제안한 도구에 

적용한 결과를 소개한다. 먼저 표 2는 현금지급기 소프트

웨어 개발을 위한 문제 기술서이다. 

[표 2] ATM 문제 기술서 예

지 기는 은행 직원의 도움 없이 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지 기는 카드를 받아

들여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을 지 한다. 

은행은 고객의 계좌를 리하며 지 기는 은행에 

소속되어 있다. 한, 지 기는 기본 으로는 고

객 인증, 입 , 출 , 잔액 조회, 계좌 이체 등의 거래

를 제공해야 한다. 부가 인 기능으로 입출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은행 지 기와 연계

되는 은행은 고객 정보와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 

는 복수의 계좌에 한 정보를 유지 리한다.

고객에 한 정보를 포함하여, 계좌 정보는 일 

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속성을 제공하는 매체에 

장 리되어야 하며, 은행 지 기와 은행 서버

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작동된다.

위의 은행 시스템의 문제 기술서는 일반 자연어로 쓰

였으며 문법적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이다. 

이 문제 기술서를 클래스 도출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인 명

사추출법으로 추출한 결과가 표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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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제 기술서에서 추출된 명사

지 기, 은행, 직원, 도움, , 수, 장치, 카드, 

고객, 가지, 계좌, 기본 , 인증, 입 , 출 , 잔액, 

조회, 이체, 등, 기능, 부가, 입출 , 내역, 한편, 정보, 

소유, 하나, 복수, 유지, 일, 데이터, 베이스, 속성, 

매체, 장, 서버, 모델, 네트워크, 환경

형태소 분석의 중의성으로 인해 추출된 명사 중에는 

잘못된 명사가 있다. 표 3에서도 ‘가지’, ‘등’, ‘부가’, ‘기

본적’과 같은 단어는 명사로 판단되지 않는 단어들이다. 

추출된 명사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방법인 적절한 개

념클래스 목록을 통한 열거법을 시행한다. 표 3의 명사들 

중에서 표 1에 근거로 18가지 해당하는 클래스들을 도출

한다. 표 4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된 명사들을 나타

낸 것이다.

[표 4] 열거법 후 선택된 명사들

지 기, 은행, 직원, , 장치, 카드, 고객, 계좌, 

인증, 입 , 출 , 잔액, 조회, 이체, 거래, 일, 

데이터, 장, 서버, 모델

마지막으로 적용한 것은 부적절한 개념클래스를 소거

하는 방법이다. 이때 부적절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명사들

은 개념클래스에서 탈락된다. 표 5는 최종 소거법을 거친 

후 남겨진 명사들이다. 

[표 5] 최종 개념클래스의 명사들

지 기, 은행, 직원, 카드, 

고객, 계좌, 거래, 서버

이와 같이 세 가지 도출 방법을 모두 적용한 후에 최

종적으로 선택된 명사들은 개념클래스가 되며 그 결과로 

표현한 것이 그림 7이다. 선택된 명사들의 동사 관계를 

파악하여 클래스간의 연관관계를 선으로 연결하였다.

[그림 7] 최종 개념클래스 다이어그램 화면

결과 화면으로 8개의 개념클래스들이 선택되었으며 

크게 2개의 군을 이룬 형태로 나타났다. ‘고객’이라는 관

점에서 시스템을 보았을 때 ‘현금지급기’, ‘카드’, ‘거래’

와 같은 개념이 필요할 것이며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연관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은행’의 개

념과 연관이 있는 것들은 ‘서버’, ‘직원’, ‘계좌’가 나타났

으며 은행이라는 관점에서 연관을 가지는 개념들이다. 두 

개의 군은 ‘현금지급기’와 ‘은행’이 연결되면서 서로의 

연관 관계가 표현되었다.

비록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을 갖춘 클래스

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기본이 되는 개념클래스와 이들 

간의 연관관계로 어느 정도 표현 가능한 결과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 구현한 개념클래스 도출 도구를 

이용하여 금융 관련 문제 기술서를 분석한 결과 어느 정

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념클래스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문서를 분석한 후에 설

계 과정에서 필요한 클래스를 추가하여 최종적인 설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

서 여기서 소개한 도구는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클

래스를 제공하여 다음 설계 과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념클래스 도출 방법인 명사 

추출 방법과 대상 클래스 목록을 이용한 열거법, 부적절

한 클래스 소거법을 적용하여 손쉽게 개념클래스 다이어

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합하여 이용함으로써 클래스 도출에 있어 범하

기 쉬운 오류들을 최소화하였고 초보 개발자에게는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도출한 과정은 개발자의 판단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적인 작업은 어렵다. 또

한 자연어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한 형태소 분

석은 어렵다. 그러므로 개발자의 관여가 필요하며 문제 

기술서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 개념클래스에 대해서도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로는 형태소분석에서 비롯되는 

중의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며 열거법과 

소거법 과정에서 개발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더라도 일관

된 개념클래스를 도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용할 분야에 대한 단어들의 온

톨로지를 구축하여 각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파악

하여 집합관계, 의존관계 등의 다양한 관계를 확장해 나

아가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훨씬 더 유용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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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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