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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의 부분- 체 계에 한 메타모델 형식화 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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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스템 개발에 있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널리 사용된다. 이와 함께 객체지향 설계를 뒷받침하는 개념적 

모델링 언어에 관한 관심도 높다. 이를 배경으로 통합 모델링 언어 혹은 UML로 알려진 개념적 모델링 언어는 여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사후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UML은 클래스를 설계의 중심에 둔다. 또한 클래

스들 간의 관계를 통해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부분에 해당하는 클래스들과 전체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관

계인 부분-전체 관계를 설계할 수 있는 문법 또한 UML에 포함된다. 현실 세계에 부분-전체 관계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대상들이 존재하고 비즈니스 활동에 존재하는 각종 역할들의 구조에서도 부분-전체 관계로 표현될 수 있는 대상들이 보편

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UML로 클래스들 간의 부분-전체 관계를 드러내는 일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부분-전체 관계를 파

악하는 활동은 UML 2.0의 표준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설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화가 부족하다는 점

이다. 부분-전체 관계를 집합연관과 복합연관으로 세분화한 UML 문법은 표현 양식에서 부족함은 없을지라도 어떤 대상

을 부분-전체로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집합연관이나 복합연관으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게 결여된다. 지
금까지 UML의 부분-전체 관계 규명은 언어적 표현법을 활용하는 것에 치우쳤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메타모델 형식화 이론을 기반으로 UML 사용자가 부분-전체 관계를 판단하고 이를 집합연관과 복합연관

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활용한 실험의 결과 메타모델 형식화가 UML 사용자들에게 통용되어 

온 언어적 구분법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부분-전체의 판별과 구분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

인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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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종 활동을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개발요구에 부응하여 정보 시스템이 

개발된다. 정보 시스템 기술이나 관련 투자를 결

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발요구가 잘 반영

되는 일이 정보시스템 성공에 무엇보다 중요하

다(Evans and Lindsay, 2008). 이러한 배경 하에 

개념적 모델링은 사용자의 개발요구를 잘 이해

함으로써 정보 시스템 개발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Oliver, 1980). 그 결과는 최종 사용

자와의 소통을 도와 조기에 문제를 차단하고 효

과적인 산출물을 얻는 과정에 초석이 된다(Wand 
and Weber, 2002). 보다 더 성공적인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성공적인 개념적 모델링의 중요성

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Davie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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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d and Weber, 1995).
C++ 또는 자바(Java)와 같은 객체지향적 프로

그래밍 언어의 보급은 객체지향적 설계법

(objected-oriented design: OOD)에 대한 수요도 

키웠다. 시스템 개발자들은 사용자 개발요구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OOD가 제공하는 여러 개념들을 사용한다

(Gamma et al., 1994). 특히 객체지향적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개념적 모델링 언

어(Unified Modeling Language: UML)는 OOD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사후표준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다(Rumbaugh et al. 2004). 더 효과적으로 개

념적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UML 활용 방법의 

학문적ㆍ실무적 관심도 지속되어 왔다(Cranefield 
and Purvis, 1999; Lange et al., 2006; Selic, 2003; 
Vidya Sagar and Abirami, 2014).

부분-전체 관계(Part-Whole Relationship)의 발

견과 구조화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기반으로 

사물 간의 관계를 밝혀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Parsons and Wand, 2008).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이 각종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즈니스 과업 수행의 절차 등도 부분-전체로 파

악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들은 부분-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인지적 방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hanks et al.(2008)은 좀 더 쉽게 부분-전체 관계

를 파악하여 모델링할 수 있도록 이론적 검정을 

토대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UML에서도 부분-전체 관계 혹은 전체-부분 

관계의 표현은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

(Rumbaugh et al.,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

-전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실무적 지침이 

UML에 잘 구비되어 있지 않다(Artale et al., 
1996). 흔히 클래스 간의 관계를 실현(Realization)

할 때 부분-전체 관계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지는

데 이때 잘못 판정하면 잠재적으로 시스템의 오

류로 이어진다. 만약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전체

이고 이것의 부분에 해당하는 객체들이 있을 때, 
전체 객체의 생성과 소멸은 부분 객체들의 생성

과 소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전체에 

해당하는 객체가 정보 시스템의 메모리에서 사

라져도 부분 객체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메모리 

누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비해 현재 UML의 사용자는 

인간의 언어적 표현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언
어적 구분법’에 따라 부분-전체 관계를 표현하는 

실정이다. 
Shanks et al.(2008)의 존재론적 접근법이 부분-

전체 관계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존재론적 

접근법이 개념적 모델링 과정에서의 생산적 사

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

고 있다(Artale et al., 1996; Iris, 1988; Kim et al., 
2012; Park et al., 2008; Weber, 2003). Barbier et 
al.(2003)은 존재론적 접근법과 객체 제약 언어

(Object Constraint Language: OCL) 이론을 접목

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

시한다. UML을 활용한 부분-전체 모델링에 사

용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설계 개념들: 생애 의존

(lifetime dependency), 공유 가능(shareability), 분
리성/변이성(separability/mutability), 구성체 간주

(configurability) 그리고 존재 의존(existential 
dependency)을 따져 UML에서 표준화한 두 가지 

부분-전체의 표현법, 즉 집합연관(aggregate 
association)과 복합연관(composite association)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자는 주장이다.
Barbier et al.(2003)의 선도적 연구는 부분-전

체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객체 지향적 제약 조

건 하에서 최대한 포함하였고 과거 연구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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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하여 부분-전체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특성을 파악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증적 

평가와 실천적 대안이 뒤따르지 않았다. Shanks 
et al.(2008)이 강조하듯 모델링 과정에 적극적으

로 활용 가능한 패턴의 개발과 검증은 이론적 논

의와 현실 적용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rbier 
et al.(2003)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OCL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인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등 모델

러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준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보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 UML 2.0 

표준에서 제시하는 집합연관과 복합연관의 언어

적 구분법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는 절차적 

지식을 제공한다. Barbier et al.(2003)의 논의에 

절차적 구분법을 추가한 메타모델 형식화 의사

결정나무(Meta-model Formalization Decision-tree) 
방법을 실험적 방법으로 비교한 결과를 획득하

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언어적 구분

법은 UML을 학습하는 초보 모델러부터 경험이 

쌓인 모델러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반면 메타모델 형식화는 모델러들에

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의사결정 나무 형태로 의

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집합연관과 복

합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분-전체 표현의 실용적 활용 가

능성을 높이고 Barbier et al.(2003)의 접근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UML 연구 커뮤니티에 부분-전체 표현법에 관한 

이론적 관심을 환기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후의 내용은 우선 연구 배경을 소개하고 언어적 

구분법과 메타모델 형식화를 비교한 다음, 실험 

설계와 그 수행 결과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결

과에 대한 토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하는 것

으로 끝을 맺는다.

2. 연구 배경

2.1. 온톨로지 기반의 부분- 체 모델링

부분-전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온톨로지 

이론을 적극 활용한 연구 성과는 Shanks et 
al.(2008)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정보 

시스템이 ‘현실 세계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결

과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는다(Wand et al., 
1995). Bunge(1977)의 철학을 바탕으로 전개된 

Shanks et al.(2008)의 발상은 (1) 부분과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thing)가 독립적으로 떨어

져 있을 때에 존재하지 않던(혹은 창발하지 않

던) 속성이 부분-전체 관계를 통해 발현되므로 

새로운 속성의 존재를 귀속시킬 개체가 존재하

고, (2) 그러한 개체는 전체에 해당하는 개체와 

필수적 혹은 선택적 연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상

에 기초한다.

<Figure 1> Design Method for Aggregate 
Association by Shanks et al.(2008)

창발적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

현하면 개념적 모델링의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

는 이러한 입장은 <Figure 1>과 <Figure 2>로 표

현된다. 우선 <Figure 1>의 경우 클래스 Project와 

클래스 Budget 간에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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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sign Method for Composite A
ssociation by Shanks et al.(2008)

립된다. 그런데 이를 통해 생성될 수 있는 속성

들은 Project나 Budget의 내재적 속성에(intrinsic 
property)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Project Plan 
클래스를 새로 생성한다. 만약 어떤 클래스의 존

재가 다른 부분 요소들의 생성을 촉발한다면 

<Figure 2>과 같이 복합연관으로 표현된다. 클래

스 Supplier의 존재는 곧 Requisition Header 클래

스가 존재함을 드러내고, 선택적으로 Requisition 
Line을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물론 

Supplier의 생애(Lifetime)가 마감되어 시스템에

서 사라질 경우 Requisition Header나 Requisition 
Line의 오브젝트 역시 종료될 것이다. Shanks et 
al.(2008)는 온톨로지 관점에서 볼 때 전체와 부

분의 관계는 반드시 클래스의 생성(즉, 부분-전
체를 표현하는 클래스와 그것이 내포할 수 있는 

속성들을 포함하여)을 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결국 부분-전체에 관한 온톨로지 관점은 창

발적 속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클래스를 생성

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집합 연관과 복합 연관

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자는 논리를 따른다.

2.2. 언어  구분법

언어적 구분법은 부분-전체에 관한 판별에 간

단한 언어적 표현을 활용한다. Artale et al.(1996)
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객체들 간의 어의적 특질

은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일에 중요한 참고자

료다. 부분-전체 관계의 판별을 주체와 객체 간

의 ‘가진다’라는 기술(즉, has-a라는 방식의 기술)
이 성립 되는가로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다. 흔히 

자동차는 엔진을 가지고, 또한 엔진은 피스톤을 

가진다고 이야기한다. 자동차는 전체에, 엔진은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엔진과 피스톤 사이에도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성립한다. 물론 피스톤 역

시 자동차의 부분이다. 언어적 표현으로 가진다

고 명명되는 관계를 부분-전체 관계로 두는 것은 

우리의 사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높다.
문장으로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따져보아 ‘가

진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때 이를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표현하려는 휴리스틱(Heuristic)은 다른 

언어적 판별법과도 쉽게 결합된다. 예를 들어 

Artale et al.(1996)은 ‘역할(role)’을 가지는가를 

판단하여 부분-전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조

언한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은 

부분-전체 관계를 명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단서

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보였던 자동차와 엔진

의 경우, 엔진은 자동차에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

을 가진다. 동력의 발생은 엔진이 연소과정을 거

쳐 힘을 얻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엔진은 연소

과정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기능들의 집합이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속성들(예컨대 배기량

이나 연료주입 방식)을 둘 필요가 있다. 
UML에서 집합연관과 복합연관을 구분 짓는 

방법으로 언어적 표현법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 
복합연관이나 집합연관 모두 클래스들 간의 소

유나 역할 문제로 기술할 수 있지만 복합연관이 

좀 더 강한 관계를 가진다고 말한다.
부분-전체 표현에 대한 이러한 언어적 표현은 

미러니미(Meronymy)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부분을 뜻하는 메로스(Meros)와 이름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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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ta-model of Part-Whole Relationships 
(Barbier et al., 2003, p. 468)

하는 오노마(Onoma)를 어원으로 가지는 이 철학 

분과는 부분과 전체를 일종의 함수 관계로 인식

하고 그것들의 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문고리가 문의 부분이다”라는 말에서 우

리가 문고리를 문의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은 (1) 문고리와 문이 함수 관계에 있으며, (2) 문
고리가 문의 부품으로서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관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어적 표현와 개념적 모델링 과정

에서 부분-전체를 다루는 문제와의 관련성을 살

펴본 선행 연구들은 미러니미를 기반으로 한 접

근법이 유용하지만 합의 가능한 수준의 정확성

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Motschnig-Pitrik and Kassbøll 1999). 예를 들어 

자동차와 브레이크의 관계처럼 함수 관계가 존

재하고 브레이크가 자동차의 존재 가치에 결정

적 기여를 하는 부품의 하나라는 주장이 받아들

여질 때 이들이 강한 연결을 가진 부분-전체 관

계임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결

여된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에 장착

되지 않은 브레이크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제동’이라는 특성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

다. 이 둘의 생애주기는 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하나의 존재 부정은 다른 하나의 존재 부정으로 

귀결된다. 반면 문과 문고리의 경우(여닫이문의 

경우와 같이) 함수 관계는 있으나 전체 존재의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필수적 요인으로 존

재하지는 않는다. 
언어적 구분법은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

력한 인식의 도구인 언어 표현을 활용한다는 점

에서 편리하고 간편하다. 비록 집합연관과 복합

연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적

인 판단에 따라 쉽게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믿

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된 부분-전체 관계 

파악에 관한 이론적 접근법들과 비교하여 언어

적 구분법이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려는 실무자

들의 인지적 부담을 낮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

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구분을 정확하고 논

리적으로 따져가기보다 여전히 애매함을 용인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어적 구분법은 활용하기 

쉽다는 장점과 함께 정확성이 낮고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으나 이 

둘 사이를 조화시키려는 연구 노력은 부족한 형

편이다.

2.3. 메타모델 형식화 방법

Barbier et al.(2003)은 객체 제약 언어(Object 
Constraint Language: OCL)를 바탕으로 온톨로지

와 객체 지향 개념을 기반으로 한 부분-전체 관

계 도출의 형식화를 시도했다. 이들의 연구는 기

존의 다섯 가지 주요 접근 차원들: 생애 의존

(Lifetime Dependency), 공유 가능(Shareability), 
분리성/변이성(Separability/Mutability), 구성체 간

주(Configurability) 그리고 존재 의존(Existential 
Dependency)을 평가하여 부분-전체 관계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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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연관 관계, 그리고 집합연관과 복합연관 관

계의 성립 요건을 메타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삼았다. <Figure 3>을 보면 Barbier et 
al.(2003)이 복합연관을 ‘특별한’ 집합연관으로 

보는 관점을 반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
신 복합연관과 집합연관은 서로 구분되어 떨어

져 있으나 둘 다 부분-전체 관계라는 점에서 하

나의 메타 객체(<Figure 3>에서는 Whole-Part 클
래스로 표현됨)를 상속받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러한 사고는 언어적 구분법에서 흔히 사용했던 

접근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언어적 구분법은 복합연관을 집합연관에

서 파생된 특수한 부분-전체 관계, 즉 보다 더 강

한 의존성을 가진 관계로 취급한다. 따라서 서로 

배타적으로 분리 가능하지 않다.
Barbier et al.(2003)의 메타 모델은 엄 한 수

학적 논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부분-전체에 관한 

메레올로지와 온톨로지 관점을 모두 포함하여 

이론적 균형도 잃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 널리 

활용되어 왔던 언어적 구분법과 직접적인 비교

를 거치지 않아 개념적 모델링의 성과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들은 

부분-전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두 단계에 걸친 의

사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한다. 첫째, 부분-전체 관

계라면 가져야 할 주요 특성(Primary Characteristic)
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부분-전체 관계임이 판명되

면 이차 특성(Secondary Characteristics)을 규명하여 

이것이 집합연관인지 복합연관인지를 가려낸다.
Barbier et al.(2003)의 제안은 비교적 간단하면

서도 부분-전체 관계 파악을 위한 이론적 정합성

을 갖추고 있는 실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

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이 실험적으로든 

실증적으로든 증명된 바가 부족하며 메타모델 

형식화가 OCL의 논리를 따라 증명을 거친 것일 

뿐 사용자의 경험 속에서 사용가능한 절차적 지

식(Procedural Knowledge)을 지원하는 도구로 자

리 잡지 못하였다(Hiebert, 2013). 이는 실무자들

이 메타 모델 형식화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경험을 통한 다양한 응용 패턴을 개발하여 학습

하는 일을 어렵게 할 수 있다(Rittle-Johnson and 
Siegler, 1998).

의사결정이 복잡할 때 이항적 선택으로 세부 

의사결정을 나누고 가장 상위의 분류부터 시도

하게 하는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Decision-tree 
Algorithm) 접근법이 유용한 해결책이 된다

(Lindley, 1991; Quinlan, 1990). 전문가들조차도 

의사결정을 내릴 때 큰 문제를 세분화하고 각각

의 하위 문제에 대한 선택지를 단순화시킴으로

써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Shanteau,  1988). 그러나 메

타 모델 형식화에서 두 단계의 접근을 취할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위 

두 단계의 의사결정으로 세분화하는 방법을 취

하지만 각각의 세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Table 1>은 메타모델 형식화의 첫 단계인 부

분-전체의 존재성 파악을 세 가지 검사 문장으로 

바꾼 형식을 보여준다. 모든 질문은 [A]와 [B] 두 

객체 관계를 다루고 있어 기본적으로 이항적

(Binary)이다. 우선 항목 (A) - 1은 하나의 부분이 

다른 것의 부분이 될 수 없다는 선언에 대한 검

사다. Bunge(1977)나 Wand and Weber(1995)와 

마찬가지로 비대칭성(Asymmetry)은 부분과 전체

의 존립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된

다. 또한 이 항목은 UML의 언어적 구분법과 마

찬가지로 부분이 되다(is a part of)는 표현을 명

시화함으로써 응답자에게 익숙한 언어적 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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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nspection Item
Meta-model 

Formalization

Decision

Yes No

(B) - 1 To make [B] working properly, (1) [A] includes [B]; or 
(2) [A] provides a connector for [B].

Local Exclusiveness 
(Unsharing)

(B) - 2 When [A] is created or born, [B] is expected to be 
included in [A] or attached to [A].

Global Exclusiveness 
(Unsharing)

(B) - 3 When [B] disappears, [A] loses its value. Lifetime Dependency

<Table 2> Meta-model Formalization Decision-Tree Approach Step 2

Item Inspection Item
Meta-model 

Formalization

Decision

Yes No

(A) - 1 If [B] is a part of [A], [A] is not a part of [B]. Asymmetry, 
Binary

(A) - 2 A property (x) of [B] is emerged from the fact that [B] is a 
part of [A].

Emergent, 
Binary

(A) - 3 If [B] is a part of [A], [A] can use a function or refer a 
characteristic value (y) that is originated from [B]. Resultant, Binary

<Table 1> Meta-model Formalization Decision-Tree Approach Step 1

틱을 포섭한다. 항목 (A) - 2는 어떤 속성이 최소 

하나 이상 창발될 것인지(Emergent)를 발견하라

는 지시다. 두 객체의 결합으로 [A]에 새로운 속

성이 부여되는가를 판별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항목 (A) - 3은 [A]가 [B]를 포함하여 가지

는 구체적 속성이나 행위 능력의 소속을 판단하

라는(Resultant) 의미이다. 만약 모든 검사 항목에

서 모두 긍정적 응답을 얻으면 [A]와 [B] 사이에

는 부분-전체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하나라도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면 이 둘의 관계

는 부분-전체 관계가 아니다. 또한 상위의 판단

이 하위의 판단에 선행한다. 예를 들어 [A]를 옷, 
[B]를 옷걸이라고 하면, [B]의 어떤 특성과 [A]가 

결합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항목 (A) - 3에 

해당되지만 이미 항목 (A) - 2를 위배한다. 옷과 

옷걸이의 결합은 보관과 전시를 위해 옷의 형태

를 고정시키는 것이지만 이는 옷걸이의 기본적 

능력에 포함될 뿐, 굳이 옷걸이가 옷과 결합되어 

창발된다고 보기 어렵다. 
<Table 1>의 첫 번째 단계를 모두 긍정적으로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판단 과정에서 

부분-전체 관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

다. 특히 우리는 UML의 두 부분-전체 관계 표현

법인 집합연관과 복합연관 사이의 판별을 고려

해야 한다. <Table 2>는 Barbier et al.(2003)가 제

시한 메타모델 형식화를 이항적 의사결정으로 

고정시킨 두 번째 단계를 보여준다. 이 단계는 

세 가지 검사지들을 포함한다. 우선 모두 부분과 

전체를 떼어냈을 때(Unsharing) 부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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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Setting

Randomization
In the experiment, homogeneous subjects were adopted.   They were all selected from one education 
institute with similar background   in terms of knowledge and experiences on conceptual modeling. 
The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block based on randomization function of   Excel.

Replication In each treatment, the same number of repetition was   obtained; namely, the experiment produced 
balanced data.

Blocking Each individual subject probably has different   capabilities on conceptual modeling. A survey was 
conducted prior to the main   experiment for getting data for determining blocks.

<Table 3> Experiment Conditions and Settings

적 배타성(Local Exclusiveness)와 전반적 배타성

(Global Exclusiveness)을 따지는 세부 항인 (B) - 
1과 (B) - 2로 세분화된다. 만약 부분인 [B]가 기

대되는 바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이는 [B]가 [A]
에 포함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

로 하는가를 따진다. [A]는 [B]를 배타적으로 지

배하여 [A]의 실체를 무시하고 [B]를 논의할 수 

없다. 한편 당장 기능적인 활동을 따질 것이 아

니라 [A]의 생득적 위치에 기대어 [B]의 지위를 

따질 수도 있다. 항목 (B) - 2를 보면 [A]가 만들

어질 때 이미 [B]가 포함되거나 부착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전구가 생산될 때 필라멘

트가 없다면 어떨까? 우리는 빛을 내는 기능을 

하는 필라멘트가 전구의 기능에 큰 역할을 함을 

알고 있기에 전구를 구매할 때 당연히 필라멘트

가 (혹은 그 역할을 하는 대안이) 포함되어 있기

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항목 (B) - 3은 부분인 

[B]가 소멸되었을 때 [A]의 가치에 큰 상실을 불

러일으키는가를 판단하라고 지시한다. 이는 

Barbier et al.(2003)의 생애주기론의 대우(對偶)
를 문장으로 표시한 것이다. 만약 <Table 2>의 

모든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해당 부분-전체 관계

는 복합연관이며 하나라도 위배되는 것이 있다

면 집합연관으로 판별한다.

3. 실험 설계

3.1. 방법론

실험 설계(experimental design) 혹은 실험계획

은 연구의 관심 대상의 특성을 비교 평가할 필요

가 있을 때 주요 실험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통계적 해석이 가능한 결과를 얻는 

기법이다(Kirk, 2013). 일반적으로 실험은 과정 

또는 어떤 시스템과 관련된 성능을 연구하기 위

한 방법론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실험설계에 

있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정하여 주어

진 요인과 반응 간의 인과성을 유추한다.
본 연구의 실험은 <Table 3>에서 볼 수 있듯, 

랜덤화(Randomization), 반복(Replication) 그리고 

블록화(Blocking)의 세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Kirk, 2013). 랜덤화는 실험단위의 배

정 및 실험순서를 랜덤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실

험의 객관성과 통계적 이론 전개에 필수적이다. 
통계적 실험을 위해서 오차들이 서로 독립적인 

확률변수가 되기 때문에 랜덤화는 통계적 가설 

가정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

다. 반복이란 각 처리조합에서 서로 독립적인 측

정을 복수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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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ase

1 Hanger - Cloth

2 Computer - Processor

3 Sailboat - Sail

4 State Union - State

5 Computer - Mouse

6 Car - Sunroof

7 Rent Contract – Law Clause

8 Door - Doorknob

9 Projector - Bracket

10 Pencil - Lead

11 Trash Can - Trash

12 Cheese - Wrapper

<Table 5> Cases for Part-Whole Classification

Step Control Treatment Experiment Group Treatment

1 Describing a class diagram and an association symbol

2 Enumerating possible choices including two types of   part-of relationships: aggregate relationship 
(aggregation) and composite   relationship (composition), and etc.

3 Suggesting guidelines to classify a relationships by  
 linguistic describers

Suggesting guidelines to classify a relationships by  
the metamodel formalization

4 Asking a subject to identify relationships of twelve   cases

<Table 4> Experiment Group Treatment and Control Group

실험오차를 계산하며 데이터로부터 관측된 평균

적 차이가 유의미한 통계적 결론인지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록화는 실험의 편기(bias)를 

제거하는 기술로 몇 개의 블록을 사전에 결정하

고 각각의 블록에서 동질적인 실험 조건을 유지

하게 한다. 동질성을 가진 실험단위들을 블록에 

랜덤하게 배치하여 블록 내는 동질성을, 블록 간

에는 이질성이 존재하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설

정 때문에 관심 요인들 간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

능하다. 이러한 실험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본 실

험은 블록 설계 기법 중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결

론을 제공하는 확률화완전블록설계(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RCBD)를 채택했다.

3.2. 처리

실험의 처리(Treatment)는 두 가지다. 첫째, 통
제 집단은 UML 2.0의 전통적 기준을 따라 ‘가진

다’라는 시멘틱이 클래스 사이에 존재할 경우 부

분-전체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후, 더 

강한(stronger)이라는 시멘틱이 합당한 경우에 복

합연관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응답자가 집합연

관으로 주어진 사례를 분류하도록 한다. 이와 대

조적으로 실험 집단은 Barbier et al.(2003)의 메

타모델 형식화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본 연구에

서 제안된 이 단계 검사지들을 활용하도록 했다. 

본 실험의 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2
명의 전문가의 검토를 사전에 거쳤다. 그 결과 

검사지의 문항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예들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

다는 제안에 따라 검사지 각 항목에 괄호로 구체

적인 예를 기술했다. <Table 4>는 처리 집단에 

따른 실험 절차를 요약한다.

3.3. 반응 변수

개별 응답자는 <Table 5>에 제시된 열 두 개의 

사례를 분류하도록 요구받았다. 이 사례들은 

Barbier et al.(2003), Artale et al.(1996)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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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schnig-Pitrik and Kaasboll(1999)이 제시한 예

를 바탕으로 한다. 사례에 네 개의 집합연관 관

계들, 네 개의 복합연관들이 포함되었고 나머지 

네 개는 부분-전체 관계와 무관하다. 실험 중에 

응답자는 각각의 사례를 반드시 집합연관, 복합

연관 혹은 집합/복합연관이 아닌 것, 이 셋 중 하

나로 분류해야 한다.
실험의 반응 변수의 값은 응답자가 분류한 것

이 전문가의 분류와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즉, 전문가가 분류한 결과와 실험 응답자가 분류

한 것이 완전히 일치하면 12(즉, 사례의 총 수)를 

부여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면 0을 기록한다. 
응답자의 것과 비교하기 위한 정답은 모두 네 명

의 전문가가 합의를 통해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UML을 꾸준히 

사용한 경력이 있다. 전문가 중 두 명은 학계에 종

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명은 각각 기업 통합 전

산망 구축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

3.4. 실험 상과 블록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블록을 구성함으로써 

개념적 모델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 경험

이나 지식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했다. 실험 설계

에서 한 블록은 개념적 모델링의 경험이 적고 정

보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거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례가 적거나 없는 응답자를 배치하고 

다른 블록의 경우 교육과 실습을 통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배치했다. 실험의 응답자

들은 한국의 수도권 소재 대학의 서로 다른 전공

의 학과에서 자발적으로 본 실험에 참여했다. 두 

전공은 정보 시스템을 다룬다는 공통점은 있으

나 한 전공은 비즈니스 영역에, 다른 전공은 소

프트웨어 개발 영역에 주로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다. 본 실험에 모두 89명의 지원자가 지원하여 

이중 24명이 선발되었다. 우선 사전 경험이 있는 

그룹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

발 경험이 있고 최소 2개 이상의 객체지향 프로

그래밍 언어 습득이 되어 있는 지원자로 한정했

다. 다음으로 사전 경험이 부족한 그룹은 객체-
관계 모형과 UML 언어를 학습하고 Java와 

Python에 관한 기초적 실습을 마친 지원자들이

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선발 과정에

서 저자는 제외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에 대한 개

별 면담을 통해 각 처리 수준과 블록에 대해 각

각 6명의 응답자가 난수로 배치되었다. 실험은 

인쇄된 용지에 응답자가 기입하는 방법으로 이

루어졌다. 적정 실험 참가자 수와 순서는 RCBD
를 지원하는 R 3.0.2의 agricolae1) 패키지를 사용

하여 결정했다(De Mendiburu, 2010).

4. 결과

4.1. 통계  가정 검토

RCBD의 통계적 결과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에 따라 이루어진다. 분산분석의 결과 

해석이 유효하려면 각 샘플의 모집단이 정규성

을 가진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우선 실험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 
정규성 검사를 수행하였고, 이론적 사분위와 표

준잔차의 관련성을 볼 수 있도록 QQ 플롯을 작

성했다. <Figure 4. a>의 QQ 프롯은 정규성을 시

1) 패키지 {agricolae}는 난수를 자동 생성하여 실험 설
계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함수들을 포함
한다. 본 연구의 RCBD는 design.rcbd {argicolae}와 
{dplyr}을 이용하여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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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Table of Analysis of Variance

Degree of Freedom
Sum of 

Squares

Mean Squared 

Error
F Value P Value

Treatment 1 37.50 37.50 27.794 0.000***

Block 1 6.00 6.00 4.447 0.0471*

Residuals 21 28.33 1.35

Result Table of Least Significant Different Test

Group Y Std.err R LCL UCL Min Max

1 6.33 1.231 12 5.64 7.03 4 8

2 8.33 1.267 12 8.14 9.53 7 11

Critical value of t           = 15.32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 0.986
Number of groups classified = 2

P value *: < 0.05, **: < 0.01, ***: <   0.001

<Table 6> Experiment Results

(a) Normal Q-Q Plot (b) Response Range

<Figure 4> Statistical Assumption Test and Response Range

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 
가정 확인의 결과 실험 데이터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킨다(Shapiro-Wilk Normality Test, P-value 
= 0.3673, W=0.9562; QQ 플롯은 <Figure 4. a> 참
조). 이외에 반응변수에 대한 잔차와 분산 변화를 

확인한 결과 특이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4.2. 실험 결과

실험 그룹과 통제 그룹의 평균 차이는 <Figure 
4. b>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그룹

의 평균은 8.33이고, 통제 그룹의 평균은 6.33이
다.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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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tatistics  Mean Difference P-value

Kruskal-Wallis Test 4.5901 - 0.032*

T-test - 1.5 0.024*

P value *: < 0.05, **: < 0.01, ***: <   0.001

<Table 7> Comparison between Experienced Developers and Unexperienced Ones

간의 차이는 유의확률 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 반면 블록 간의 차이는 유의확률 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상대적으로 높

은 기각력을 나타냈다(P-value = 0.0471). 최소유

의차 검정(Least Significant Different test: LSD)의 

결과 두 개의 그룹으로 데이터를 양분할 수 있으

며 이때의 최소 차이는 0.986로 계산되었다

(critical value of t = 15.32). 실험 결과는 언어적 

구분법보다 메타모델 형식화 방법이 더 나은 분

류 성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 블록 간에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발견되었다(p-value = 0.0471). 블록 효과

의 평균은 통제 그룹이 7.083, 실험 그룹이 8.083
이고 표준편차는 각각 1.83과 1.62였다. 이 결과

는 개념적 모델링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적으로 1 개 문항을 더 잘 

분류하며 그룹 내에서의 성과 차이도 적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개념적 모델링 경험이 있고 언어적 구분법을 

사용한 집단과 개념적 모델링 경험이 없고 메타

모델 형식화 기법을 사용한 집단 간의 차이를 확

인하여 방법론적 측면과 경험적 방법 간의 우위

를 비교 판단하였다. 그 결과 비록 개념적 모델

링 경험이 없는 경우라도 메타모델 형식화 기법

을 채택한 경우가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Table 
7 참조). 실험에 참가한 대상들 중 모델링 경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 현저한 차

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

웨어 개발의 경험이 있는 그룹의 경우 UML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강의를 전원 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었다. 
반면 모델링 경험이 없는 경우는 UML에 관한 기

초적 문법을 습득한 것과 Entity-Relationship (ER) 
모델링 경험만이 있을 뿐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록 평균의 차이

가 확정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나 위의 결과는 메

타모델 형식화의 실무적 적용 가능성에 긍정적

인 보여준다.
경험이 있는 블록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응답

을 마친 후 개별 인터뷰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메타모델 형식화 의사결정나무 접근법에 관한 

인상을 청취하기 위해서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모두 3년 이상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경험과 실무 경험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진지하

게 개념적 모델링을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관

계를 묘사하는 문법들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 과
제의 난이도를 묻는 질문에는 열 두 명의 응답자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부분-전체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 

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두 명은 부

정적, 나머지는 응답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반
면 부분-전체의 관계 파악이 프로그래밍의 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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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여섯 명의 

응답자로부터 나왔다. 객체가 메모리에 상존하

는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메모리 누수를 막기 

위해 중요한데 응답자들이 이를 클래스 다이어

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대신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처리하는 식

이었다.
본 연구에서 보인 실험의 결과는 언어적 구분

법에 따른 부분-전체 표현법의 정확성이 53 퍼센

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
험 과정을 살펴보면 응답자 모두가 UML의 언어

적 표현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를 보

이지 않다가 정작 분류 과업을 수행할 때는 많은 

혼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경험이 없는 블록

의 실험 참가자 열두 명을 대상으로 한 사후 인

터뷰에서는 집합연관과 복합연관의 구분법, 즉 

‘더 강한’ 의존성의 성립에 관한 인지적 혼란을 

다수 보고 받았다. 예를 들어 질문 중에 돛단배

와 돛의 관련성을 구분하는 과업의 경우 언어적 

구분법에 따른 실험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이를 

집합연관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돛단배의 실체

는 돛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뒤집어 돛

단배의 수명이 종료되어 돛이 배에서 분리되면 

돛의 사용가치가 사라지게 되기에 이들의 관계

에는 아주 강한 의존성이 내포된다. 실험참가자

들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 결정을 쉽게 번

복했다.
집합연관과 복합연관의 구분뿐만 아니라 언어

적 구분법으로는 부분-전체 관계가 존재함을 확

인하는 과업에도 한계를 보인다. 전체-부분 표현

법이 아닌 것을 그렇게 분류한 사례를 실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응답자들

은 옷걸이와 옷의 관계를 집합연관으로 분류했

다. 이들 개념은 존재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연관 관계이거나 무관계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언어적 표현상 옷걸이가 옷을 가진다는 

방식의 어법이 통용되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혼

란을 줄 수 있다. 인터뷰에서 언어적 구분법으로 

부분-전체 표현법을 선택한 응답자가 이와 같이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어법 확인 주로 거친 다음 

쉽게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

다.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블록의 응답자들은 

이와 같은 과오를 쉽게 확인하여 수정 사항을 받

아들인 반면 그렇지 않은 블록의 응답자의 경우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기준에 충실하였음을 항

변하였다.

5. 토론  결론

UML 2.0의 표준으로 부분-전체 표현법이 포

함된 이래로 집합연관과 복합연관의 표현은 여

전히 애매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이것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UML을 활용하

는 것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주

장은 심각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모델링 과정

에서 문법의 선택이 분명하지 않다면 모델링의 

결과물의 검증이 어려울 것이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추가 비용도 발생된다. 부분-전체를 정확하

게 표현하는 방법이 개념적 모델링 교육에 포함

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설계 및 유지보수 단계에 

있어서도 간편한 기준에 따라 부분-전체 표현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어야 함에도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UML 활용에 있

어 널리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법은 단지 ‘가진

다’라는 표현으로 클래스 간 부분-전체를 파악하

기 때문에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 

강한’ 관계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집합연관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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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연관을 구분 짓는 관습적 방법 역시 높은 정확

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부분-전체 표현법에 대

한 실험적 그리고 실증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

여준 Shanks et al.(2008)의 시도 이후에 부분-전
체 표현법을 보다 더 과학적이고 엄 하게 활용

하려는 학계의 관심은 근원적인 문제인 UML의 

언어적 구분법을 검증하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

았다.
개념적 모델링 언어의 사용실태를 실증 분석

한 Davies et al.(2006)의 연구는 비록 UML의 사용

빈도가 전통적인 객체-관계(Entity Relationship) 
모델링 언어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정보 

시스템 개발 경력이 낮은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UML이 활발히 활용된다는 점을 보였다. Kim et 
al.(2012)의 부분-전체에 관한 개념적 모델링 논

의에서도 개념적 모델링 언어가 철학적 논의 수

준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고 보다 실용적 목적

에 널리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Davies et al. 
(2006)의 논의와 Kim et al.(2012)의 논의를 종합

하여 본 연구의 실증 결과를 검토할 때 UML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링 언어로 자리잡고 있

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어적 구분법의 간편한 사

용을 타당하게 할 규범적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Dahchour et 
al.(2004)의 경우 역할(role)을 언어적 구분법의 

실용적 보조 수단으로 제안하며 이에 관한 규범

적 합목적성 역시 제시하였으나 실증 연구를 통

해 실용적 활용 가치에 대한 경험 증거를 확보하

지 못했다. UML의 활용 경험을 조사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개념적 모델링 언어의 사용 경험의 

효과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는 가운데 오

히려 부분-전체 표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결여되었다는 사실은 

정보 시스템 개발에 관한 이론적 지식 개발에 장

애를 초래할 수 있다(Budgen et al. 2011; Kuzniarz 
et al. 2004; Yusuf et al. 2007). 따라서 제시된 부

분-전체 관계에 대한 모델링 방법이나 경험적 패

턴들을 실험 방법을 통해 따져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활용 가치를 이해하는 작업이 중

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중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UML에서의 부분-전체 관계를 판별

하는 실천적 이론 개발에 중요한 함의를 보여준

다. 지금까지의 개념적 모델링 방법에 관한 이론

적 논의들이 주로 법칙적 정당성을 충실히 따를 

것을 강조한 반면 본 연구는 실천적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한 적합한 분류 방법의 확립이 중요하

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또한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전체 관계 파악을 위한 도구를 제시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함의는 UML의 부분-전
체 관계 파악에 관한 실천적 연구 노력의 방법적 

대안을 보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부분-전체 관계에 관한 실증적 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개

선되어야 점들 또한 발견된다. 우선 실험 사례가 

부족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실험 사례들이 누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험이 단순히 하나의 블록 효과만 통

제한 채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들을 선별하여 실험 과정

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증적 사용 사

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정보 기술 인공물(Information Technology 
Artifact)을 제작하고 이를 설계과학적 접근

(Design Science Approach)을 통해 확인해 보는 

작업은 본 연구 결과의 실증적 활용 가능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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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더 높여줄 것이다. 비록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이 도구의 제안에 있으나 평가 과정의 정 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실험의 블록

을 추가하여 보다 더 세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 한 개의 블록만을 고려

했지만 다른 실험설계 방법을 도입하여 실험 블

록의 수를 확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메타모델 

형식화 방법을 실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활

용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경험적 사실을 이해하

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행동 연구(Action 
Research) 방법론은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도

구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들이 수행됨

으로써 부분-전체 관계를 이해하는 연구 노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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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ying Meta-model Formalization of 

Part-Whole Relationship to UML: Experiment on 

Classification of Aggregation and Composition
2)

 Taekyung Kim*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s have been widely selected for developing modern 
information systems. The use of concepts relating to object-oriented (OO, in short) programming has 
reduced efforts of reusing pre-existing codes, and the OO concepts have been proved to be a useful in 
interpreting system requirements. In line with this, we have witnessed that a modern conceptual modeling 
approach supports features of object-oriented programming. Unified Modeling Language or UML becomes 
one of de-facto standards for information system designers since the language provides a set of visual 
diagrams, comprehensive frameworks and flexible expressions. In a modeling process, UML users need to 
consider relationships between classes. Based on an explicit and clear representation of classes, the 
conceptual model from UML garners necessarily attributes and methods for guiding software engineers. 
Especially, identifying an association between a class of part and a class of whole is included in the 
standard grammar of UML. The representation of part-whole relationship is natural in a real world domain 
since many physical objects are perceived as part-whole relationship. In addition, even abstract concepts 
such as roles are easily identified by part-whole perception. It seems that a representation of part-whole 
in UML is reasonable and useful. However, it should be admitted that the use of UML is limited due to 
the lack of practical guidelines on how to identify a part-whole relationship and how to classify it into 
an aggregate- or a composite-association. Research efforts on developing the procedure knowledge is 
meaningful and timely in that misleading perception to part-whole relationship is hard to be filtered out 
in an initial conceptual modeling thus resulting in deterioration of system usability. The current method 
on identifying and classifying part-whole relationships is mainly counting on linguistic expression. This 
simple approach is rooted in the idea that a phrase of representing has-a constructs a par-whole perception 
between objects. If the relationship is strong, the association is classified as a composite associ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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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whole relationship. In other cases, the relationship is an aggregate association. Admittedly, linguistic 
expressions contain clues for part-whole relationships; therefore, the approach is reasonable and 
cost-effective in general. Nevertheless, it does not cover concerns on accuracy and theoretical legitimacy. 
Research efforts on developing guidelines for part-whol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has not been 
accumulated sufficient achievements to solve this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tep-by-step 
guidelines for identifying and classifying part-whole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UML use. Based on 
the theoretical work on Meta-model Formalization, self-check forms that help conceptual modelers work 
on part-whole classes are develop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uggested idea, an experiment 
approach was adopted. The findings show that UML users obtain better results with the guidelines based 
on Meta-model Formalization compared to a natural language classification scheme conventionally 
recommended by UML theorists.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stream of research effort about part-whole 
relationships by extending applicability of Meta-model Formalization. Compared to traditional approaches 
that target to establish criterion for evaluating a result of conceptual modeling, this study expands the scope 
to a process of modeling. Traditional theories on evaluation of part-whole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conceptual modeling aim to rule out incomplete or wrong representations. It is posed that qualification is 
still important; but, the lack of consideration on providing a practical alternative may reduce 
appropriateness of posterior inspection for modelers who want to reduce errors or misperceptions about 
part-whol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further developed by 
introducing more comprehensive variables and real-world settings. In addi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o replicate and extend the suggested idea of utilizing Meta-model formalization by creating different 
alternative forms of guidelines including plugins for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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