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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동화하기 한 효과 인 개발방법이 지속 으로 요구되어 왔다.  본 논문

에서는 DMI를 기반으로 설계단계에서 도메인 설계정보를 재사용하기 한 부품자산을 구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설

계단계에서 설계정보를 재사용하기 해서는 개발환경에 독립 인 랫폼의 추상화된 아키텍처정보가 필요하다. 

한 잘 설계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응용 역의 설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키텍처 

벨의 랫폼과 응용 도메인 역의 설계정보를 정형화하여 표 할 수 있는 DMI 구조를 이용하 다. DMI에서 아키

텍처 자산은 추상화 벨이 높은 설계단계에서 설계정보를 자산부품으로 분해하거나 합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키

텍처 자산의 메타 데이터 구성은 도메인 역의 기반설계구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게 된다.

키워드 : Asset, Architecture, Reuse, DMI

Abstract  It has been constantly demanding for effective way to improve software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automation. In this paper, we did research to configure the component assets to reuse design information 
from the design phase domains based on the DMI. It is necessary abstracted information architecture of an 
independent platform development environment to reuse design information on the design stage. Also, It 
should be based on a well-designed to support the design architecture of the application domain. Therefore, 
in this paper, I want to use the DMI architecture that can be represented by formal level of architectural 
design information platform and application domain area. It is able to decomposition architecture asset with 
the part design information from the design phase composition or a high level of abstraction on DMI. 
Therefore, the metadata structure of the asset architecture will support a structure which can reuse the 
structure-based design of the domai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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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 트웨어 생산의 효율성을 해 많은 연구가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으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동화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이와 같이 생산

성을 높이기 해 효율 인 개발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2]. 그 심에는 설계정보의 재사용과 자동화 생산에 

한 다양한 문제 을 갖고 있다[3-6].  한 다양한 랫폼

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생되는 제품의 수요가 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해 개발 환경

에 독립 이고 설계단계에서 도메인 설계정보를 재사용

하기 한 부품자산을 생성하려고 한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정보를 재사용하기 해서는 개발환경에 독립 인 

랫폼의 추상화된 아키텍처정보가 필요하다. 한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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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아키텍처 설계정보를 기반으로 각 응용도메인에 

용하기 한 설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키텍처 벨의 랫폼과 응용 도메인

역의 설계정보를 정형화하여 표 할 수 있는 DMI 구조

를 이용하 다. DMI는 추상화 벨이 높은 설계단계에

서 설계정보를 자산부품으로 분해하여 보 하고 이를 합

성할 수 있도록 XMI를 이용하여 메타모델을 표 하

다. 따라서 설계정보는 XMI를 이용하여 정형화된 메타

모델로 표 하여 부품자산으로 보 되며, 이를 합성하여 

설계정보를 재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DMI 구조는 다양한 랫폼 기반의 아키텍처 벨에서 

재사용 가능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DMI 구조의 효율성을 해서 하부 계층에서는 모델의 

정형화와 이를 변환하기 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해 DMI의 하부 이

에에서 지원하기 한 아키텍처 모델의 메타데이터를 정

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아키텍처 설계정보를 설계자산

으로 구성하고 이를 정형화하고자 한다. 효율성을 해

서 XMI 메타모델을 기반으로 추출하고 클래스 메타데이

터의 마크업언어를 생성하여 정형화하 다. 논문의 구성

은 2장에서 연구동향과 기반연구, 3장에서 자산의 메타

데이터 구성, 4장에서 결론으로 구성하 다.

2. 연구동향 및 기반연구

2.1 연구동향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와 같이 소 트웨

어를 단 부품화하고 자동화된 생산라인을 한 해결 방

법이 PLE(Product Line Engineering) 방법론이다[8]. 

PLE는 도메인공학과 응용공학으로 구성되어있다. 도메

인공학은 공통 과 차이 을 분석해 제품자산(Product 

Asset)을 만들고, 응용공학은 PLA를 이용하여 응용 

역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한다. 부품을 설계하기 해서

는 재사용과 조립을 고려하여 공용자산 역에 해당하는 

아키텍처를 정제함으로써 재사용 가능한 자산으로부터 

조립이 가능하다[9]. 그리고 DMI는 Design Layer, 

Mapping Layer, Infra Layer의 3계층 구조로 설계되었다

[10]. 설계 계층(Design Layer)은 UML을 기반으로 설계

정보를 표 하고 장된 정보를 표 하는 계층이며, 

Infra Layer는 architecture 정보와 컴포 트 정보를 

XML로 컴포 트화 하여 장하는 계층이다.  설계정보

와 디자인 계층 간의 정보를 교환해주는 간 계층인 매

핑 계층(Mapping Layer)은 UML의 표 과 XML 정보를 

변환하는 계층이고, 컴포 트를 검색, 리하고  코드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1]. 매핑 계층에서는 UML로 

표 된 설계 구조를 모델링하는 모듈과 인 라 계층의 

설계 구조를 구성하는 메타모델들을 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PLE

소 트웨어 생산성을 증 하기 해 컴포 트 기반의 

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조립하고 있다[12]. 그러나 다양한 

랫폼의 변화에 응하기 어렵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13]. 이

를 해결하기 한 효과 인 개발방법이 PLE(Product 

Line Engineering) 방법론이다. PLE는 도메인공학과 응

용공학으로 구성되어있다. 도메인 공학은 공용자산과 응

용자산을 분석해 제품자산(Product Asset)을 만든다[7]. 

그리고 응용공학은 PLA를 이용하여 특정한 Product를 

생산한다[14,15]. 도메인 공학은 애 리 이션 역에 포

함된 제품들을 분석한 후 분석된 정보를 제품라인의 자

산으로 만들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계가 필요하다. 

공용자산에 해당하는 아키텍처 설계 역에서는 도메인 

독립 인 설계결정(Design Decision)을 한다. 그리고  응

용 역에서는 응용 역에 종속 인 설계 결정을 하게 된

다. 자산 설계에서는 부품 조립을 해 재사용을 목 으

로 하므로 아키텍처 자산을 정제하게 되고 자산은 제품 

라인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자산으로부터 조립을 할 수 

있다. 

2.3 DMI

본 과제에서는 DMI 아키텍처에서 3계층의 하부구조

에 해당하는 설계정보 장단계에서 다양한 랫폼의 변

화에 응을 해 설계정보의 효율  장과 재사용을 

한 아키텍처 자산의 메타데이터 정의와 추출을 하고자 

한다[16]. 그리고 상 벨에서는 DMI 아키텍처를 정의

하여 UML로 모델링하고, 모델링한 설계정보를 XMI의 

메타모델로 정의하고 다시 여기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

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DMI 아키텍  구조는 Fig 1에 표 된 것처럼  Design 

Layer, Mapping Layer, Infra Layer의 3계층 구조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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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8]. 설계 계층(Design Layer)은 UML을 기반으로 

설계정보를 표 하고 장된 정보를 표 하는 계층이며, 

Infra Layer는 architecture 정보와 컴포 트 정보를 

XML로 컴포 트화하여 장하는 계층이다. 그리고 

장된 설계정보와 디자인 계층간의 정보를 교환해주는 

간 계층인 매핑 계층(Mapping Layer)은 UML의 표 과 

XML 정보를 변환하는 계층이고, 컴포 트를 검색, 리

하고  코드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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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MI Architecture

매핑 계층에서는 UML로 표 된 설계 구조를 모델링

하는 모듈과 인 라 이어의 설계 구조를 구성하는 메타

모델들을 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장된 

메타모델들을 코드 생성 모듈을 이용하여 XML 코드로 

구성한다. XML에서 마크업언어 설계와 한 클래스

의 생성에 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일반 으로 마크업

언어로 DTD와 XML 스키마를 사용하고 있다. DTD는 

랫폼에 독립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도구

의 지원을 받고 있다[9]. 그리고  XML 스키마는 비선형

구조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큐먼트와 여러 가지 

데이터 종류를 나나낼 수 있다.

3. 자산의 메타데이터 구성

3.1 설계정보의 메타모델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환경에 독립 인 설계구조를 

표 하기 해 메타 모델을 정형화하 다. 그리고 설계

정보를 표 하기 한 메타 모델을 XMI를 이용하여 이

식성이 높은 메타데이터로 표 하 다. 설계정보는 아키

텍처 메타모델과 확장 메타모델의 두 가지 메타 모델로 

설계하 다. 첫 번째 모델은 정형화된 자산으로 리하

기 한 아키텍처를 표 하기 한 메타 모델이고 두번

째 모델은 설계자의 응용도메인의 특성에 의해 이를 서

비스하기 한 컴포 트를 표 하기 해 확장 메타 모

델이다. 아키텍처 메타모델은 정형화된 도메인 역의 표

설계정보로 제공하기 한 것을 의미하며, 이 도메인 

아키텍처에 사용자의 서비스 컴포 트를 조합하여 확장

하게 된다. 정형화된 아키텍처의 설계정보를 표 하기 

해 Fig 2와 같이 XMI를 이용하여 메타모델을 정의하

다.

model

metamodelType

architecture

modelElement

Header Content

Metamodel

Fig. 2. Meta Model

그리고 Fig 3와 같이 재사용되어 확장되는 아키텍처

를 표 하기 한 메타모델은 미리 정의된 아키텍처를 

표 한 메타모델을 이용하여 합성되는 아키텍처 정보와 

계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응용 역의 도메인 아키텍

처를 표 할  수 있도록 XMI를 이용하여 표 한 메타 모

델을 정의하 다. <XMI.Header> 역은 메타 모델의 타

입과 XMI 정보를 기술한다. <XMI.Content> 역에는 

실제 아키텍처의 메타모델을 표 하기 한 XMI 정보를 

기술한다.

따라서 컴포 트로 조립된 아키텍처의 메타모델을 구

성하기 한 문법에 따라 아키텍처는 다시 여러 개의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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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트와 계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각 컴포 트는 다

시 클래스와 계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 도메인에 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해 기존의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메인 아키텍처를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모델링 방법론을 용하기 

해 UML을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그리고 UML로 모델

링한 컴포 트 자산은 XMI를 이용하여 XML형식으로 

변환하 다. 

ArchitectureMetamodel

ArchitecturemetaType

architecture

modelElement

Header Content

ArchitecturemModel

Fig. 3. Architecture Structure

그리고 설계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UML 

설계정보들은 XMI의 메타모델로 표 할 수 있으고 

XML로 변환할 수 있다.

3.2 XMI DB

메타 데이터 부분의 구 역에 한부분은 DB를 이

용하여 XMI를 표 하기 해서 DB 정보를 태그로 생성

하 다. DB와 테이블(table)은 자신에 종속된 테이블과 

컬럼정보를 가질 수 있다. 이로써 UML을 이용하여 모델

링한 아키텍처 자산을 XMI를 이용하여 자산화하고 응용

역에서 설계정보를 재사용하기 한 스키마를 개방하

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Column.name>을 이용하여 DB의 항목이나 속성, 함수

에 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 다.

3.3 메타데이터 저장 시퀀스

XMI 메타모델의 항목을 장하기 해서 SMI 구성

항목을 각각의 단  클래스로 구분하 다. Fig 4는 메타

모델 DB 시 스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XMI_header에 해당하는 abstract 클래스와 concrete 클

래스에 한 DB 생성의 모델링을 표 한 것이다. 액터는 

DB Open에 한 Logon 권한 부여받고  모델내의 

XMI_header의 테이블생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XMI_content에 한 테이블생성을 하게 되고, 

XMI_difference와 XMI_extensions은 선택 으로 수행

된다. 

Fig. 4. Meta Model DB Sequence

4. 결 론

DMI는 추상화 벨이 높은 설계단계에서 설계정보를 

자산부품으로 분해하여 보 하고 이를 합성할 수 있도록 

하기 해 XMI를 이용하여 메타모델을 표 하 다. 따

라서 설계정보는 XMI를 이용하여 정형화된 메타모델로 

표 하여 부품자산으로 보 되며, 이를 합성하여 설계정

보를 재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DMI 구

조는 랫폼 기반의 아키텍처 벨에서 재사용 가능한 설

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생산방식에서는 기존의 설계정

보를 정형화 하여 재사용하는 문제 과 랫폼을 기반으

로 소 트웨어를 설계하기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xtractive방식의 PLE 구조를 채택하 다. 따라서 본 과

제의 결과는 DMI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단계에서 아키텍

처 벨의 설계를 하게 되고, 컴포 트 설계에서는 좁은 

의미의 설계가 가능하게 하 다. 한 설계정보는 랫

폼에 독립 인 재사용 가능한 부품자산으로써 재사용성

과 조립성을 고려하여 아키텍처 컴포 트를 정제하여 보

할 수 있으며, 부품자산은 설계자의 설계목 에 따라 

유연하며 독립 으로 부품 합성이 가능하다.

DMI 아키텍처는 재사용가능한 자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 인 생산구조를 갖게 된다. IoT를 기반으로 

다양한 랫폼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 새로운 랫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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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고 있다. DMI는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에서 다양

한 랫폼의 개발단계에서 정형화되지 못한 설계정보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한 진화되는 랫폼과 기존의 

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설계정보를 자산화하여 재사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소 트웨어 시장은 과

거와 다르게 다양한 랫폼을 요구받게 되고 이를 기반

으로 다양한 변형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게 되며 각 랫폼으

로부터 구성된 설계정보를 자산화 필요로 하게 된다. 그

리고 소 트웨어의 생산라인에 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

며 설계정보의 자산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랫폼의 진화

와 빠른 시장 응력을 갖기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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