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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 소 트웨어의 개발을 한 모델링 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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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큰 규모의 소 트웨어 개발에서 모델링의 요성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그리고 부분의 로젝트에서 모

델링은 UML을 활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UML은 클래스를 심으로 설계된 모델링 도구로서 공통모듈이

나 컴포 트, 로세스 그리고 데이터의 모델링을 수행하기에는 복잡하고 기능이 부족하다. 이런 을 보완하고

자 컴퓨터 분야에서 개발되었던 구조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통합해서 사용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산업 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번 논문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소 트

웨어의 개발을 해서는 UML만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론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함을 보이고자 한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modeling in large-scale software development has already been confirmed. In most of the 

projects, modeling is done using UML. However, UML is a class-based modeling tool, which is complicated and lacks 

in modeling common modules, components, processes, and data. To supplement this point, this paper will help the 

actual industrial field by suggesting the integration of various modeling techniques, including structural methodology 

and information engineering methodology developed in the computer field. Through this paper, I would like to show 

that it is useful to use various methodologies instead of using UML to develop software that satisfie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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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델링의 개념  분류

소 트웨어가 비즈니스에 요한 환경으로 인식되

면서, 소 트웨어는 많은 기능을 가지도록 형화되

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며, 지속 인 수정과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1]. 이런 소 트웨어는 많은 

개발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해야 하는 특성이 있

으며, 기능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언어가 아닌, 

여러 련 제품들이 통합되어 개발되는 특징을 보이

고 있다[2]. 이런 환경에서 개발된 소 트웨어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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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증하고 지속 인 리를 해서는 소 트웨어의 

구성에 한 심이 좀 더 필요하다[3]. 이런 환경의 

변화를 반 하여 최근에는 소 트웨어 모델링 분야가 

실제 인 코딩보다 더욱 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

다[3].

소 트웨어 모델링은 그림 1과 같이 정의하고 요약

할 수 있다. 즉, 소 트웨어를 원하는 에서 표

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한다. 모델링은 논리  모델

링과 물리  모델링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 모델링의 개념  분류
Fig. 1 Modeling concepts and classification

모델링을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기본 인 원

칙은 그림 2에 정리하 다. 요약하면 모델링은 추상화

되고 정형화되어야 하며 Top-Down으로 계층  분류

를 통하여 단  작업의 수 까지 분할하여야 하며, 실

제 수행은 련 도구( 로그램)를 사용한다.

그림 2. 모델링의 기본 원칙
Fig. 2  Basic principles of modeling

소 트웨어의 모델링은 기본 으로 3가지 요소를 

가지고 구성된다. 규약(Convention), 표

(Representation), 명세(Specification)가 모델링의 3요

소이다[4]. 그림 3에 이에 하여 요약하 다. 

  

그림 3. 소 트웨어 모델링의 3요소
Fig. 3  3 element of software modeling

그림 3은 구조  모델링을 상으로 모델링의 3요

소에 해당하는 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

트웨어 모델링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을 정리

하면 “기능 ”, “정보 ”, “동 ”의 3개로 분

리할 수 있고, 이것은 각각 기능모델링(Functional 

Modeling), 정보모델링(Information Modeling), 동 모

델링(Dynamic Modeling)으로 표  할 수 있다[1]. 

Ⅱ. 컴퓨터 환경의 발 과 방법론의 계

모델링 기법에 한 평가를 해서는 컴퓨터의 발

 역사와 각 시 에 따른 모델링 기법에 하여 정

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4는 컴퓨터의 발 과 모델링

기법의 개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모델링을 

수행을 목 으로 구체 으로 정의한 것이 방법론

(methodology)이다.

그림 4. 모델링 기법의 역사
Fig. 4  History of Modeling method

그림 4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모델링을 수행하

기 하여 개발된 방법론이 컴퓨터의 발  단계와 맥

락을 같이하며 발 해 왔다는 것이다. 

구조  방법론은 컴퓨터가 단  작업의 연산에 사

용되는 시 에 개발된 모델링 방법론이고[4],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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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일

반 비즈니스에 사용하기 하여 개발된 것이 정보공

학 방법론이다[5]. 이후에 개발해야 하는 로그램이 

커지고, 여러 명이 오랜 시간 개발해야 하는 환경이 

도래하면서, 로그램 작성의 편의성을 하여 개발된 

것이 객체지향 방법론인 것이다[6][7][10]. 

그러므로 특정 방법론은 특정 환경을 하여 개발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비록 UML이 나 에 개발

되어서 앞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참고하 기 때문에 

그들의 기능을 많이 포함하 다고 해도 특정 상황에

서는 특정 환경을 해 개발된 방법론의 유용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는 이런 상황을 

제로 해서 재의 시 에서 어떤 방법론을 어떤 환

경에서 어떻게 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8]. 그림 5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

리하 다

그림 5. 방법론의 용 범
Fig. 5 Scope of methodology

Ⅲ. 소 트웨어 모델링을 한 가이드

그림 5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소 트웨어

는 업무처리를 한 차가 많고, 다루어야 하는 데이

터의 종류도 많고, 데이터와 연 된 메서드(함수)도 

많아서 개발자에게 어려운 이 있다. 더군다나 한번 

개발된 소 트웨어가 비즈니스의 심으로 사용되며 

기능의 확장과 보완, 개선이 지속 으로 발생하는 특

징을 가진다. 이런 환경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해

서는 개발해야 하는 소 트웨어의 모델링에 보다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소 트웨어의 모

델링을 해 고려하여야 하는 을 그림 6과 같이 

정리하 다[11].

그림 6. 소 트웨어 개발에서 고려할 요소
Fig. 6 Factors to consider in software development

그림 6은  소 트웨어의 환경에서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정리하고 있다. 데이터 설계는 

로그램이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구조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부분의 경우에 데

이터베이스 리시스템(DBMS)을 사용하게 된다. 구조

설계 부분은 개발해야 하는 로그램을 기능을 심

으로 Top-Down으로 분리하여 소 트웨어의 체 구

조를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로시  설계는 구조 설

계에서 식별된 단  모듈의 기능과 다른 단  모듈과

의 계, 데이터베이스와의 계를 정리하는 부분이

다. 인터페이스설계는 사용자가 하는 화면의 구성에 

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이상과 같이 데이터

설계, 구조설계, 로시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는 개

발할 소 트웨어의 기술  혹은 기능  부분을 담당

하게 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개발할 소 트웨어의 

리  시각이다. 그림 6의 요구사항은 개발할 소 트

웨어에 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악, 정리, 합의하

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유지/보수는 개발된 소 트

웨어의 리  기능 확장을 해 고려해야 하는 요

소에 하여 정리하는 부분이다. 로그램 자료형은 

개발할 로그램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와 메

서드의 종류가 많아지므로 이것을 효과 으로 리하

기 하여 사용자정의 자료형을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한 것이다. 과거에는 배열과 구조체를 주로 

이용하 지만, 최근에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  마지막으로 공통모듈은 컴포 트기반개발

(Component Based Development)과 지향 로그

래 (Aspect Oriented Programming )에서 다루는 것

으로 개발할 소 트웨어의 기능 에서 여러 곳에서 

반복 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리 개발하여 개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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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함으로써 소 트웨어의 리와 기능 확장, 유지보

수에 드는 노력을 일 수 있는 것이다. 표 인 경

우가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을 연결하는 부분  

화면의 공통부분이다

그림 6에서 정리한 부분들이 소 트웨어를 모델링

하기 하여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들을 

효과 으로 모델링해서 원하는 소 트웨어를 개발하

기 해서는 어떤 모델링 방법이 당한가에 하여 

생각해 보자. 

그림 6에서 개발할 소 트웨어의 모델링에 고려해

야 하는 부분에 한 정리가 마무리 되었다. 이제는 

각 모델링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정하고자 한다. 이때, 특정 방법론에 치우친 것이 아

닌, 지 까지 개발된 많은 방법론의 기법들 에서 유

용한 기법들을 모아서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개발할 

소 트웨어의 구성 부분과 어떻게 연 이 되는지를 

그림 7에 정리하 다.

그림 7. 소 트웨어 개발요소와 기법의 연 계
Fig. 7 Relationship between software development 

factors and techniques

그림 7은 소 트웨어 개발의 발  과정에서 개발되

었던 구조 방법론, 정보공학방법론, 객체 지향 방법

론 외에도 XP(eXtream Programming), Agile과 같은 

경량 객체지향 방법론[9]와 스 링 임워크에서 제

공하는 지향 로그래  기법 그리고 테스트 

심의 개발을 강조하는 테스트 심 개발과 개발된 소

트웨어의 소스를 기능의 변화 없이 정리하는 리펙

토링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모아서 소 트웨어 모델링

의 각 단계에 매칭시킨 것이다. 

오늘의 소 트웨어는 로그램 제작, 모듈 구성이

나 데이터 리, 로그램을 구성하는 자료형의 정의 

등에 특정 언어나 제품, 기법만을 사용하여 개발할 수 

없다. 이유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다루는 

소 트웨어가 규모, 많은 인원이 오랫동안 개발해야 

하며 지속 으로 기능의 개선되는 추가되면서 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특정 환경을 고려

하여 개발된 방법론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

기 어렵다. 그런 에서 그림 7은 다양한 방법론의 기

법들을 모아서 개발하고자 하는 소 트웨어의 특정 

부분에 맞는 것을 매핑한 것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이해를 하여 그림 7의 내용에 해 보충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설계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 련된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는 객체 계 모델링과 정규화를 그 로 

용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정보공학 

방법의 비즈니스 역분석(BAA)과 정보 략계획(ISP) 

개념을 추가로 용한다면 로세스와 데이터의 연  

계에 한 명확한 설정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데이

터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데

이터베이스의 구성이 가능하다. 데이터설계 부분에서 

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 설계 부분은 동시에 취

해야 하는 데이터와 메서드를 묶어서 처리하기 

하여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제작하고 상속과 인터페이

스를 이용하여 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트리 

구조를 구성하여 개발자가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하여 로그램의 제작이 쉬워지고 읽기 쉬

운 코드의 작성이 가능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환경

을 만들 수 있다.

구조설계부분은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

게 탑-다운 분석, 분할정복 기법을 용하지만 규

모 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제가 있으므로 로그램

에서 필요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선언해서 사용하

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로시 설계부분은 UML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쉽

고 정확하게 표 하기 어렵다.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의 확장 기능으로 정리하면 무 복잡하게 표 되는 

단 이 있고, 유스 이스를 용하여 로 정리하면 

체를 한 번에 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더구

나, 구조설계를 통해 식별된 단  기능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는 지에 하여 정확하게 표 하는 것이 요

한데, 이런 에 한 표 이 UML에서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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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비록 오래 에 개발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DFD를 이용하면 모듈자체의 기능 정의 외에도 다른 

모듈, DBMS와의 계를 쉽게 표 할 수 있으며, 추

가로 서술해야 하는 상세 내용은 미니스펙을 이용하

여 유스 이스와 동일하게 서술할 수 있다. 설명에 

한 이해를 하여 DFD를 이용하여 작성된 를 그림 

8에 제시한다.  

그림 8. DFD의 제작 사례
Fig. 8 DFD example

그림 8은 단  모듈을 식별하고 있으며( “도서주문

수”, “도서주문처리”, “도서 청구”), 외부 시스템

(사용자, 다른 시스템)과의 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와의 처리 차를 쉽게 악할 수 있도록 해 다. 그

런 에서 객체지향 로그램의 개발에서 단  모듈의 

식별은 DFD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인터페이스 설계는 RAD기법을 용하여 개발해야 

하는 로그램의 로세스 에서 핵심이 되는 로

세스를 상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화면과 화면의 연

결을 보여 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개발될 시스

템에 한 기 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재 사용하고 

있는 UML에서는 이런 부분에 한 고려가 되어 있

지 않으므로 개발될 시스템에 한 기 치를 조정하

고 숨어있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발견하기 하여 

RAD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생각한다. 

요구사항 부분은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유

스 이스 다이어그램 기법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XP, Agile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스토리기법을 추가하

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지보수부분은 의 소 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요한 부분으로 공통 인 부분에 한 개발과 공유 

그리고 개발하기 에 테스트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

는 자세가 필요하다. 추가로 최근의 소 트웨어는 한 

개의 언어로 개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양한 라이

러리와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개발하므로 이들의 

버  리와 설치 제어를 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

다. 그 외에 로그램 자료형은 객체지향 로그램의 

존재 이유이므로 클래스/객체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로그램에서 필요한 자료형을 선언하고 공통자원으

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모듈은 이미 설명한 

컴포 트기반개발과 지향 로그램의 내용을 참

고하면 된다.

Ⅳ. 결론

소 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모델링은 개발할 소

트웨어의 가치를 높이고 비즈니스에 도움에 되도록 

하기 한 필수 인 과정이다. 그래서 모델링을 정형

화한 방법론은 컴퓨터의 발 과 함께 지속 으로 개

발되고 용되어 왔다. 구조  방법론에서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지향 방법론 그리고 컴포 트기반개발, 

Agile/XP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

되고 용되었다. 그런데, 재 시 에서 소 트웨어

를 개발하는 부분의 로젝트는 UML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UML은 객체지향 환

경에는 유용한 기법이지만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 개발을 해 필요한 

모델링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 되어 왔는지에 해 

요약한 후에, 오늘날의 소 트웨어가 가지는 특성을 

정리하 다. 즉, 여러 명의 개발자가 오랜 기간 개발

하며, 개발된 소 트웨어는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며 지속 으로 확장/개선되어야 하는 특

징을 제시하 다.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소 트

웨어의 모델링에 한 8가지 을 그림 6에 제시하

고 각 별로 가장 유용한 방법들을 선정하여 연결

시켜보았다. 그림 7 참조.

이번 연구는 의 소 트웨어 환경이 특정 모델

링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하에 필요한 기능별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서 매칭

시킴으로써 실무에서 모델링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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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면 계상 

각 방법에 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은 

아쉽지만, 개발자나 설계자의 이 아닌 고객이 만

족하는 소 트웨어의 개발이라는 에서 모델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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