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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methodology for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by 

adopting the concept of extended components which can achieve the improvement of 

development productivity, reductrion of development time periods, quality improvement of 

information systems, etc. when information development projects are carried out. First of all, 

for effici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syterns, development steps of current methodologies 

for information system analysis are subdivided into components in detail and outputs required 

at each step are defined. The components are extended by types and various application 

methods are proposed in each step of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In addition, a method 

which uses advantages of current methods such as SDLC, prototyping, and RAD, is also 

proposed. In this research, a CASE tool named S-Designer is used for the development of 

extended components and their interface, and a system development method called DSDM for 

the deviation of detailed steps and corresponding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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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정보기술 

의 발전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올 모색 

하게 되었으며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경영혁신올 통해 전체 업무 

를 일원화하고, 각종 업무 단위의 효율성 증 

대 및 전사적인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과 관리를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 경영 

전략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전사 

적인 정보시스템 개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 

다. 이런 전사적인 정보시스템 개발 도입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 되 

어오던 비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합한 형태로의 기업체 

질 변형 및 정보화에 의한 기업 생산성 향상 

에 중점올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 통합 (System 
Integration : SI)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 

내 여건상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성숙단계에 

있지 못하고, 기술력 부족과 종합적인 문제 

해결책 제시 능력의 부족 등으로 경영전략 

컨설팅에서부터 전사적인 정보시스템 개발까 

지의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 

체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개발단 

계별 요소기술의 개발이 부족하고 개발된 요 

소기술들의 활용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프로젝트 추진시 개발생산성 향상, 개발 

기간 단축, 개발시스템 품질향상 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확장된 컴포넌트를 활용한 효율적 

인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을 제시한다. 우선, 

전사적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 

해서 기존의 정보시스템 분석방법론의 개발 

단계를 확장된 컴포넌트 개념으로 세분하여 

재정의하고, 각 세부 단계별로 필요한 산출물 

들을 정의한다. 그리고 기존의 컴포넌트들을 

유형별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정보시스템 개 

발 단계별로 다양한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 개발방법들의 장점들을 효과적으로 도 

입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컴포넌트의 개발 

및 이들간의 인터페이스 해결방법을 제시하 

기 위해서 PowerSoft 사의 CASE 도구인 

S-Designer 의 Process Analyst, DataArchitect, 

AppModeler, Metaworks 모듈을 활용하여 분 

석, 설계, 개발하였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의 세부적인 단계정의 및 산출물들을 정 

의하는데 D 사의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 

(DSDM)을 근간으로 정의하였다.

2. 개발방법론 연구 및 기술동향

2.1 정보기술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는 과거와는 

달리 그 변화 속도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 

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과정은 인과 관 

계로 발전하여 현재의 정보기술 체계를 형성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 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정보기술은 전략수립기술, 

조직 및 환경 정비기술, 시스템 접근기술, 시 

스템 요소기술, 네트워크기술, 시스템 구축기 

술, 시스템 구현기술, 시스템 평가 및 감사기 

술등으로 구성되어 체계화 되었다 [주헌 

1996], 정보기술의 컴포넌트 활용기술에는 소 

프트웨어 •재사용, 제4세대 언어, 프로토타이 

핑, CASE 도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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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재사용이란 이미 개발되어 

그 기능, 성능 및 품질을 인정받았던 소프트 

웨어의 전체 또은 일부분을 다시 사용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생산 

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개발기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Mcl 1967] [Fre 
1987], 한 통계에 따르면 개발된 소프트웨어 

의 50%만이 새로운 것이라고 밝혀졌고, 2000 

년대에는 85% - 90%가 이미 개발된 소프트 

웨어라고 예측되고 있다 [McC 1989],

제4세대 언어 (fourth generation languages : 
4GL)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지식 

이 없더라도 원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 

램을 간단히 개발해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초고급언어 (very high level language)이다. 또 

한 비절차언어(non-procedural language)이며 제 

3세대 언어 (COBOL등)에 비해 몇배 이상의 

생산성을 갖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언어이고 

최종사용자 전산(end user computing) 언어의 일 

면을 갖고 있다 [철현 1989].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은 향후 개발 완 

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초기의 실험적 모형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에 

서는 신속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0] 
라 한다. 또한 시스템이 갖추어야할 기능들의 

설명문구나 단순한 외적 모형보다는 개발자 

들과 사용자들과의 의사소통의 효과를 크게 

증진 시키는 동적 시각모형 (dynamic visual 
model)이다. 프로토타이핑의 가장 중요한 특 

성은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상호이해 및 지식 

교환을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이다 [충 

교 1986],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는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자동화 

함으써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증대를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초기의 단순한 분석이나 

문서화 도구의 개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자동화된 지원시스템의 의미로 

확장되어 왔다 [경환 1991], 아직까지는 완벽 

하게 모든 개발단계 즉, 분석에서 유지보수 

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찾기 어렵다.

2.2 J. Martin 정보공학 방법론

정보시스템의 계획과 구축시에 현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시스템 

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이나 능 

력에 의존하는 부분을 줄이고, 최신 정보기술 

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음은 물론, 다 

양한 능력과 견해를 가진 인력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 시키고자 하는 일관성있는 

개발접근 방법론이다. 정보공학은 CASE 환경 

에 적절한 개발방법론의 결과가 가져온 결과 

물로서 C. Finkelstein 에 의해 고안되어 J. 

Martin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다. J. Martin은 

정보공학 방법론을 기업이나 기업의 핵심부 

문이 요구하는 정보시스템의 계획, 분석, 설 

계 및 구축에 필요한 정형화된 방법들의 웅 

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Fin 1991] [Mar 1991], 

즉, 정보시스템 개발주기를 이용한 대형 프로 

젝트를 진행시키는 체계적인 방법론이다. 이 

정보공학방법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계획단계, 분석단계, 설계단계, 구축단계의 

4단계 개발주기 전략을 갖고 진행된다.

• 기업정보와 기업의 업무절차에 따라 시스 

템 데이터와 자동화 절차들이 모형화된다.

• 기업에 유통되고 있는 데이터와 흐름을 

철저히 이해하고 모형화 한다.

시스템 구축과정은 [표-1]과 같이 데이터 

측면과 활동측면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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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J. Martin의 정보시스템 구축과정

단 계 데이터 측면 활동 측면

정보전략수립계획 효과적인 기업경영의 정보전략 기업의 경영향상을 위한 기술활용 전략

업무영역분석 정규화된 데이터 모형 기업활동에 필요한 절차들의 상관관계

시스템 설계 절차들에 의해 이용되는 데이터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들의 설계

시스템구축 응용프로그램에서 보는 데이터 코드생성을 위한 상세 프로그램 논리

2.3 정보시스템 분석방법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에 대한 기능 및 필요정보의 요구사항이나 

데이터들의 처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 

들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능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및 데이터모델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방법들은 정보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 및 시스템 설계를 목표로 갖고 있 

으며 모델구축을 위해서 설계방법론에 의한 

CASE 도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방법 

론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올 

제공하며, 업무시스템의 획득, 분석, 설계, 

실험이 가능하며, 토론 및 의사소통을 위 

한 표준방식을 제공하여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

• 초보자라도 전문가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 

며, 팀들의 활동을 통합한다.

- 코딩 또는 프로그램 전에 새로운 업무시 

스템의 설계를 지원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의 평가가 가능하 

다.

2.3.1 IDEF 방법론

IDEF(Integration DEFinition)방법론은 1970 
년대에 미 공군에서 Manufacturing Produtivity 
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사용한 

ICAM((Integration Computer - Aided 

Manufacturing) Program의 ICAM Definition^] 

유래하였고, 미래형 공장의 구조를 정의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또한 Enterprise Integration 
을 위한 모델화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여 

시스템 통합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올 원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기법 

이다 [IDEF 1997]. 이 방법론은 실물을 추상 

화하여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론의 군들로 구 

성되어 작성되며, 모델의 체계적인 분석을 가 

능하게 함은 물론,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래모 

델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공학 

(Concurrent Engineering)과 업무재설계(Business 

Reengineering Application)을 지원하는 방법론 

이다 [Gay 1991] [God 1989],
IDEF방법론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 분석에 필요한 기능(Function), 프 

로세 스 (Process), 정보 (Information) 측면을 

모두 제공하며, 하향식 (Top-Down), 모듈화, 

계측적 분석방법을 제공하여 구조적인 분 

석이 가능하며, 미 국방성 (Department of 
Defense)의 표준 모델링 방법론이다

■ CE, TQM, BPR을 지원하는 방법론중 하나 

이며, CALS의 문서표준을 수용하고 있다.

• IDEF3의 경우 위트니스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함으로 BPR검증이 가능한 도구 이다.

IDEF방법론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IDEFO, IDEF1X, IDEF3등 각 모델들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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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약하다.

• IDEF1X에서는 추상화 능력이 약하고 도메 

인 제약조건을 확인하기 어렵다.

■ IDEF3에서는 하부 모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추상화 능력이 부 

족하고, Decomposition 시 3MDM6제약에 

의한 계층과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 기능의 그룹화 작업이 어렵고, 통합 View 
을 제공하지 못한다.

2.3.2 ARIS 방법론

ARIS(Architecture of Integrated Infomation 
Systems) 방법론은 독일 IWI 의 Scheer 교수에 

의해 정립되어 BPR에서부터 정보시스템 구현 

까지의 프로젝트 각 단계별 모델제공과 모델 

링 VIEW의 통합적인 프레임워크 제공 및 전 

체적인 관점에서의 비지니스 프로세스 통합 

을 목적으로 IDS 사에 의해 개발 되었다 

[ARIS 1997],

ARIS 방법론은 조직, 데이터, 기능, 통제 

의 4가지 View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VIEW를 

제공하며, 이들 각각의 VIEW를 표현하는데 

ARIS Toolset의 지원을 받는다. ARIS Toolset 

은 미국의 전문IT 연구기관이 Gartner Group 
에 의해서 BPR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효과 

적인 업무분석 도구로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Gan 1996], 
ARIS 방법론의 장점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기술적 측면 : 도구사용 학습곡선이 짧은 

편이어서 기본교육후 사용이 가능하고, 

ODBC를 통한 응용 S/W와 연계사용이 가 

능하며, RDBMS를 통하여 데이터의 일관 

성이 유지된다.

• 방법론 측면 : 원론적 BPR접근 보다는 검 

증된 레퍼런스 모델을 통한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조직 

View, 프로세스View를 통한 효과적인 프 

로세스 모델링이 가능하며, 시스템 설계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효율적으로할 수 있고, 모 

델설계시 시간단축, 품질향상, 구현시 위 

험성 제거효과가 있다.

- 레퍼런스 측면 : 업종별 레퍼런스 모델제 

공 및 SAP R/3 레퍼런스 모델을 제공하 

며, BPR부터 시스템 개발까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프로시져 모델을 제공하고, 

유럽, 미국 및 국내(삼성, 현대등)에서 성 

공적인 활용사례가 많으며, 최고의 컨설팅 

회사와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ARIS 방법론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모델링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ARIS 도구 Set의 구입 비 

용이 많이 소요되며, 한국 기업의 현실에 

맞는 레퍼런스 모델이 없다.

• BPR 단계에서부터 정보시스템 구현까지 

과정을 전문가가 아니면 큰 효과를 볼 수 

가 없다.

3. 확장된 컴포넌트 구성

3.1 확장된 컴포넌트의 개요

기존 컴포넌트의 개념를 확장하여 정의 

하고 확장된 컴포넌트들을 유형별로 구분 한 

다. 또한 다양한 컴포넌트 기반 개발 시나리 

오 접근방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의 효율 

적인 활용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3.1.1 컴포넌트의 정의

컴포넌트 (Components) 란 객체지향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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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화, 상속성, 다형성)을 지원하는 소프트 

웨어의 객체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객체 

란 필요한 데이터 구조와 그 위에서 수행되 

는 함수들을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로 

서 프로세스와 데이터 모두의 관점올 갖고 

있다. 근래에 와서 이들 컴포넌트의 개념은 

상속성과 다형성의 지원여부와는 별도로 상 

품화되어 있는 객체, 4세대 언어에서의 “객 

체" 또는 캡슐화된 이원객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OCX(OLE Control Custom)둥올 의미하기도 한 

다. 즉, 컴포넌트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다른 컴포넌트와 결합되어 사용 

될 수 있는 캡슐화된 소프트웨어 객체이거나 

이들 객체들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품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컴포넌트들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즉시 사용가능성 : 개발자 중심의 요소로 

RAD개발 방법에 부합되는 요소

• 재사용 : 컴포넌트 개발 벤더 중심의 요소 

로 재사용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것은 매 

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RAD 

개발방법에 역행하는 요소

이들 요소들은 결과적으로 개발자들의 개 

발생산성과 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개발기간의 

단축효과를 극대화시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인 비용절감과 경쟁력 향상의 효 

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즉 컴포넌트의 품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 

의 두가지 중요 요소에 앞서 그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다른 컴포넌트들과 결합되어 사용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3.1.2 컴포넌트의 확장

기존의 컴포넌트는 개발자들의 생산성 

향상,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을 위해 이 

미 개발되어져 그 기능과 성능 및 품질을 인 

정받은 소프트웨어의 전체나 일부분으로 활 

용되었다. 그러나 서브루틴 및 프로그램 패키 

지등 작은 규모의 일반적인 코드 컴포넌트 

수준으로는 높은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효과 

를 얻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이에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 즉, 일반적 지식, 

설계정보, 데이터정보, 텍스트 문서등으로 컴 

포넌트의 개념올 확장 정의하여 정보시스템 

개발 단계별로 활용함으로써 정보시스템 개 

발에서의 생상성 및 품질향상, 개발기간 단축 

효과를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확장 

된 컴포넌트(extended componemts)란 기존의 

컴포넌트 개념을 프로그램 코드수준에서 정 

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원으로 확대 

하여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많은 

시스템통합 전문업체들은 다양한 기업들의 

각종 업무들올 체계적으로 객체화 및 컴포넌 

트화하는 방법과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올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확장 컴포넌트 

들올 블럭처럼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전사적인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품질 향상 

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 

해서 이다. 이처럼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시 

스템통합 전문업체의 중요한 기술로 간주되 

고 있다.

3.1.3 컴포넌트 활용도구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정보시스템 개발 

에서는 적절한 분석 및 설계, 신뢰성 있는 데 

이터베이스 구축, 모델기반의 개발 등이 중요 

한 사항이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 

품질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합 CASE 도구의 선정 및 활용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확장된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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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를 위해서 PowerSoft사의 CASE 도구 

인 S-Designor Toolset을 적용하였으며, 일부 

확장된 컴포넌트의 개발을 위해서는 

PowerSoft사의 4GL 개발도구인 PowerBuilder 

을 사용하였다.

CASE 도구인 S-Designer를 도입하여 활 

용한 이유는 국내의 전사적인 정보시스템 개 

발 사례를 검토한 결과 PowerSoft사의 4GL 

개발도구인 PowerBuilder개발한 사례가 많 

아 개발도구와의 연계된 통합 활용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S-Designer는 복잡한 클라이언트/서버 환 

경하에서의 데이터베이스및 어플리케이션 개 

발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문서화, 프로토타이 

핑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된 모델링 도 

구이다. 또한 완전한 모듈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끼리는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므로 중복작업이 전혀 필요없다.

S-Designer의 구성은 ［그림-1］과 같이 구 

성되며, 구성된 4개의 모듈의 기능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 Process Analyst : 여러 업무에 내재된 모든

匚1림-1] S-Designer의 구성

요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업무의 프 

로세스를 분석하여 모델을 설계하는 모듈 

이다. 또한 설계자가 프로세스와 데이터의 

흐름을 묘사하고 전체구조를 파악하여 모 

델을 생성 및 유지 하기가 쉬우며, 개발 

참가자들의 의사소통을 원할하게 하여준 

다.

- OMT，s functional modeling전통적인 

Data Flow Diagram 표기법제공.

- DataArchitect 모듈과 상호 연결되어 분석 

과 설계작업의 일관성 지원.

- 프로세스의 분해기 능(Decomposition)제공.

■ DataArchitect :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생성, 

유지보수, Reverse-Engineering, 문서화 등 

을 포함한 데이터모델링을 위한 모듈이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 Conceptual Data Model 및 Physical Data 
Model에 의한 여러 DBMS의 지원.

- 역공학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파악 

및 통합 프로토타이핑 생성지원.

- AppModeler : 개발도구와 연계하여 개발을 

가속화 시키고 어플리케이션의 질을 향상 

하는데 사용되는 모듈이다.

- PDM을 사용하여 4GL의 Object를 생성 

하여 프로토타이핑 개발지원.

- 30개 이상의 DBMS에 대하여 데이터베 

이스 생성.

-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역공학하여 데이 

터베이스 모델 생성•

■ MetaWorks : 전체 프로젝트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모든 모델링에 사용되는 

오프젝트들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모듈 

이다.

- 사용자 정의, 접근 권한의 기능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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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디렉토리 브라우져 제공.

- 프로젝트의 모든 모델링 정보제공.

3.2 확장된 컴포넌트 유형

컴포넌트의 의미를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객체, 설계명세서, 서비스등으로 

확장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 확장된 컴 

포넌트들은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CASE 모 

델 컴포넌트, 프레임워크 컴포넌트, 기능 컴 

포넌트 및 표준화 컴포넌트의 5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3.2.1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는 정보시스템 개 

발전문 업체에 의해 특정 목적에 맞게 개발 

되어 그 품질과 기능이 검증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그 규모에 따 

라 작게는 단위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크게 

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어플리 케 

이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ERP 어플리케이션의 정보구조및 기능구 

조를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의 구성요소로 

정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정보구조와 기능구조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의 장점은 이미 

검증된 정보구조 및 정보기능을 활용하여 개 

발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해 반해 단점은 ERP 어플리케이션을 

모듈로 구입하여 컴포넌트로 활용하는 경우 

구입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재사용 가능 

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기에는 어렵다.

3.2.2 CASE 모델 컴포넌트

CASE 모델 컴포넌트는 정보시스템 개발 

올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프로세스 및 데 

이터 모델 설계를 정의한다. 프로세스 모델 

컴포넌트는 현업무를 분석 설계한 AS-IS 모 

델과, 현업무를 개선하여 설계한 TO-BE 모델 

및 업무개선 모델중 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하 

기 위한 프로세스와 데이터의 관계를 설계한 

DFD 모델로 구성된다. 또한 데이터 모델 컴 

포넌트에는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과 물리적 

인 데이터 모델로 구성된다.

[그림-2] 는 CASE 도구인 S-Designer 의 

ProcessAnalyst 모듈로 AS-IS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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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odel

Project : 풀질관리

Model :수입품질검사

Author : 대우정보시스템 | Version: BPC V1.0 197-03-18
k_________ I I ,

[그림-2] ProcessAnalyst 모듈을 이용한 설계모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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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은 CASE도구인 S-Designer의 DataArchitect 모듈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과 물리 

적인 데이터 모델을 설계한 사례이다.

［그림-3］ DataArchitect 모듈을 이용한 설계모델 사례

CASE 모델 컴포넌트의 장점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업무프로세스 및 

데이터 모델설계를 근간으로 정보시스템올 

구축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많 

은 설계 경험의 축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대 

한 레퍼런스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이해 반 

해 단점은 설계 작업에 많은 경험과 숙련된 

CASE 도구의 활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델 

작성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효율적인 모델 설 

계를 위해서는 프로세스와 데이터의 연계성 

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단기간의 정보시스 

템 개발에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모델 

설계 작업에 숙련된 전문성이 요구된다.

3.2.3 프레임워크 컴포넌트

프레임워크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 

자원들과 연계하여 컴포넌트의 생성 및 통합 

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올 제공한 

다. 이들 대부분은 흐름통제을 다루는 형식화 

된 소프트웨어 모듈로 설계된다. 프레임워크 

컴포넌트는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데이터 풀 컴포넌트와, 

Naming Rule의 검증과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검증하기 위한 자원검 

증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데이터 풀 컴포넌트 

는 개략적인 데이터 풀 컴포넌트와 상세적인 

데이터 풀 컴포넌트로 구성되며, 자원검증 컴 

포넌트는 데이터 사전 컴포넌트와 프로토타 

이핑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

프레임웨크 컴포넌트의 장점은 프로세스 

및 데이터의 흐름통제 및 검증을 통하여 개 

발시스템의 품질을 향상시켜주며, 초기에 분 

석, 파악된 정보의 유실을 최소화하여 개발기 

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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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반해 단점은 다른 컴포넌트간의 인터페 

이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형화된 활용방법 

없이는 실질적으로 정보시스템에 활용하기에 

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인터페이 

스의 해결을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되는 소프 

트웨어 모듈을 개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3.2.4 기능 컴포넌트

기능 컴포넌트는 정보시스템 개발시 개 

발도구인 4GL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 

나의 방법으로 기능 및 활용면에서 이미 검 

증된 캡슐화된 소프트웨어 모듈인 기능OCX 
컴포넌트와 이미 설계되어 검증된 업무로직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기능 컴포넌트의 장점은 재사용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4GL 도구의 한계성을 극복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활용 및 개 

발기술이 필요하다.

3.2.5 표준화 컴포넌트

표준화 컴포넌트는 Naming Rule 컴포넌 

트, 화면설계 컴포넌트, 스크립터 기술 컴포 

넌트, 라이브러리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표준화 컴포넌트의 장점은 정보시스템 

개발의 공공작업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 

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개발자간의 의사소통 

을 원할하게 하고, 향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해 반해 

단점은 표준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갱신의 부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정 

보기술의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

밤

생

산

성

어告리게이션 컴포넌 m

5 레안워 a

기능 컵至넌m

재 사 용 가 능 성

[그림-4] 컴포넌트의 유형별 생산성과 재사용성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업무로직 레퍼런스들을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해 반해 단점은 

다른 컴포넌트에 비해 개발생산성이 낮으며, 

OCX 컴포넌트의 활용을 위해서는 인터페이 

스와 적용에 따른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해결 

컴포넌트의 유형별 특성을 보면, [그림V] 

와 같이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은 반면에 

재사용성은 낮다. 이에 반해 규모가 작을수록 

재사용성은 높으나 생산성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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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컴포넌트 기반 개발 시나리오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개발은 비 컴포넌 

트 기반 개발과 컴포넌트 기반 개발로 구분 

되어지며,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컴포넌트의 

확장을 통하여 확장된 컴포넌트들을 근간으 

로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 접근이 가능하다.

확장된 컴포넌트 개발 접근 시나리오들 

의 특성 및 장점들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에서의 효율적인 활용 접근방법을 제시 

할 수 있다.

3.3.1 비 컴포넌트 기반 개발

비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그림-5］와 같 

이 분석에 있어서는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분 

리되어 설계된다. 따라서 분석단계의 설계명

［그림-5］ 비 컴포넌트 기반 개발

세서는 따로 진행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과 설계된 프로세스와 데이터 구조가 혼 

합되어 작성된다. 설계명세서가 작성되면 메 

뉴 아이템별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위로 

프로그래머들에게 프로그램 작업량이 할당되 

어 개발작업이 진행된다.

비 컴포넌트 기반 개발의 단점은 코딩 

과정시 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이 구현되므로 통합 장해등이 초 

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코드 생성은 프로 

그래머의 특성에 따르게 되므로 향후 프로그 

램 유지 및 코드 재사용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발생산성 향상과 개발기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3.3.2 컴포넌트 기반 개발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작은 애플이케이

션 또는 컴포넌트들을 조립하여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컴포넌트들은 

개발 도구에서 제공되거나 개 

발자가 제3자로 부터 구매하거 

나 또는 개발자가 직접 생성하 

는 세가지 방법으로 구성된다. 

컴포넌트 기반 설계명세서는 

특정 개발시스템과는 독립적인 

컴포넌트의 범주안에서 기초하 

여 작성된다. 따라서 특정 시스 

템의 설계는 이러한 컴포넌트 

의 통합을 위한 설계명세서에 

기초하여 설계되며, 시스템의 

개발은 기존의 생성된 컴포넌 

트의 통합으로 구현된다. 이러 

한 컴포넌트들이 ［그림-6］과 같 

이 기능적인 범주안에서 전문 

가에 의해 설계되고 구현되므 

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개발기간의 단축 및 생산성 효과를 얻 

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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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기반 개발의 단점은 기존의 코 

드 수준의 컴포넌트 기반으로는 전사적인 정 

보시스템 개발에서 높은 생산성 및 개발기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 정보시스템 개발단계별로 다양한 컴포넌 

트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이 떨어진다.

시스템 설계 (Design the System)

컴포넌트 설계 (Design the Component)

컴포넌트 구현 (Realize the Component)

컴포넌트 조립 (Assemble the Component)

시스템 구현 （Implement the System） 

［그림-6］ 컴포넌트 기반 개발

3.3.3 확장된 컴포넌트 기반 개발 

가. 확장된 컴포넌트 기반 개발

확장된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앞에서 정 

의된 확장된 컴포넌트를 기초하여 일반적으 

로 다음 쪽의 ［그림-기와 같이 구분할 수 있 

다. 이들의 개발 시나리오별 특성은 ［표-2］와 

같다. 이중에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개발 시 

나리오는 고객의 만족도 증대, 시스템 품질의 

향상, 큰 비용효과, 다양한 확장된 컴포넌트 

활용 및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모 

델 기반의 시스템 개발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모델 기반 개발 시나리오는 모델 설계의 복 

잡성, 숙련된 전문성의 요구 및 개발단계별 

확장된 컴포넌트의 활용방법이 정립되지 않 

고서는 위와 같은 효과를 얻기 어렵다. 또한 

개발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표-2］ 확장된 컴포넌트 기반 개발 

시나리오별 특성

시나리오
프로卫렘

기반

프对임워 

크기반

모텔

기반

구礴

기반

접근방법
상향식 

(Bottom Up)

상향식 

(Bottom 

Up)

하향식 

（T軍 

Down）

하향식 

（彻 

Down）

활용 

컴포넌트
기능, 표준화

프레임 워 

크，기능, 

표준화

모델 

프레임워 

크, 기능, 

표준화

어플이케 

이션

시스템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대규모

개발페러 

다임

프로그래밍/ 

조립
생성/조립

모델링/생 

성

구매/확 

대

저해요인
제한된 활용

제한된 분석

개발자 

지향 

제한된 

분석

복잡함 

전문성 

요구

공급자 

종속 

적은 

유연성

개발기간 중간 wi薄电1 길다 짧따

비용효과 :，'크댜 : 중간 크다 적다

고객요구 

만족도
상 증

상 하

시스템 

품질
하 중 상 상

유연성 타: • 중간 프다 작다

모델 기반 개발 시나리오의 효율성을 극 

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

• 모델설계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줄일수 있 

는 CASE모델 컴포넌트의 활용방법 제시

• 확장된 컴포넌트 접근 측면에서의 정보시 

스템 개발단계의 세부적인 단계 정의

• 세부적인 개발 단계별 확장된 컴포넌트의 

활용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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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이케이션 

구매 접근

모델 기반 프레임워크 기반

접근 접근

프로그램적 

접근

［그림-7］ 확장된 컴포넌트 기반 개발 시나리오

4.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개발방법

4.1 기존 개발방법의 장점도입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발방법은 프로젝 

트의 형태에 따라 SDLC(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프로토타이핑 (Prototyping), RAD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개발방법으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방법들은 점차 

전통적인 정보공학 개발방법을 근간으로 나 

머지 방법들의 장점을 수용하는 형태로 발전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통합구조에 기반올 두 

면서 개발과정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통합 

CASE의 활용을 필수로 하면서 복합적인 정 

보시스템 개발방법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SDLC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절차 또는 개 

발단계의 반복현상으로 시스템 개발주기로 

정의된다. 프로토타이핑은 향후 완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본직적인 특성을 갖는 초기의 

부분적 모형으로 정의된다. 프로토타이핑 개 

발방법은 품질이 좋은 정보시스템을 신속하 

게 개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프로젝 

트 중심이라기 보다는 결과 중심적이며 사용 

자 중심적이다. RAD는 제한된 범위의 단독시 

스템을 CASE의 활용으로 신속하게 개발하는 

방법으로 개발대상 시스템의 독립적인 기술 

설계가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 개발방법들에서 도입한 장점은 다음 

쪽의 ［표-3］과 같다.

4.2 정보공학 개발방법의 단계정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데이터, 절차, 

기술 및 지원적인 측면에서 접근방법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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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도입된 기존 개발방법의 장점

구 분
SDLC 
게발방법

RAD 
개발방법

프로토타이핑 

개발방법

도입 

장점

- 단계별 승인과검증

- 개발단계별 산출물 정의

- 오류검줄시 재귀성

- 개발주기에 의한 개발 

단계 정의

- 폭포수 모형 구조

- 공동요구정의 (JRP)
- 개발기간 단축

- 우선순위 및 범위 선정

- 사용자공동설계 (JAD)
- 기존 시스템 재사용

- 개발 생산성 향상

- 시스템 품질 향상

- 개발모형 제시

- 유지/보수비용 절감

- 변경 요구시 부작용 

최소화

하고, J. Martin의 정보공학 개발방법을 근간 

으로 실질적인 개발프로젝트 기간(국내 : 평 

균 6개월 - 1년)에 부합되고 확장된 컴포넌트 

의 접근 측면에서 정보시스템 구축단계을 재 

정의한다. 또한 각 추진 단계별로 세부추진 

단계의 정의 및 산출물을 정의함으로서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도 

록 한다.

4.2.1 정보시스템 구축의 접근방법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발단계별 접근측면

［그림-8］ 정보시스템의 구축방법 구성

과 지원측면은 ［그림-8］과 같다. 즉, 정보시스 

템은 데이터, 절차, 기술의 측면에서 접근하 

고 개발단계는 계획, 분석, 설계, 구축으로 분 

류된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 프로젝트관리와 

지식베이스가 존재한다. 여기서의 지식베이스 

는 통합케이스의 정보저장소가 된다.

4.2.2 정보전략 계획수립단계(ISP)

정보전략 계획수립 (Infomation Strategy 
Planning : ISP)단계는 기업의 사업목표. 및 주 

요성공요인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보시 

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기업의 최 

고경영목표 및 주요성공요인을 결정하고 기 

업에 필요한 정보 및 기업모형을 정의한다. 

여기서 기업모형이란 기업전체를 목표, 주요 

성공요인, 조직이라는 전략적인 측면과 데이 

터, 절차, 기술이라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모형화한 것이다. ISP단계에서 정의된 기업모 

델은 조직모델(Organazation Model), 전략모델 

(Strategy Model), 업무절차모델 (Process Model), 
정보모델(Data Model)로 구성된다.

4.2.3 업무영역 분석단계(BAA)
업무영역 분석 (Business Area Analysis : 

BAA) 단계는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업의 특정업무 영역을 분석하는 단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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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어진 업무영역별로 상세한 분석을 통하 

여 정보시스템의 물리적인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논리적인 모형을 구축하는 단계 

이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 

을 분석 및 공동참여를 통하여 시스템에 대 

한 요구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이에 대한 프 

로세스 모델, 기능 모델, 논리적인 데이터모 

델을 작성하여 향후 물리적인 시스템 설계 

기초를 형성하며, 패키지 구입계획을 입안한 

다.

4.2.4 업무시스템 설계단계 (BSD)

업무시스템 설계 (Business System Design 

: BSD)단계는 논리적인 시스템 설계를 물리 

적인 시스템 설계로 전환시키는 단계로 사용 

자의 안목에서 바라본 시스템 설계 즉, 화면 

설계, 출력보고서 설계, 물리적인 데이터베이 

스 설계와 시스템 내부의 논리적인 기술설계 

즉, 모듈설계, 업무로직설계가 중심이 된다. 

이들을 설계할 때에는 사용자와 공동작업을 

유도하며,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사용하여 향 

후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최소화 함은 물론 

개발기간 단축의 효과를 얻는다. 또한 정보시 

스템의 업무체계를 설계하는 것도 포함함은 

물론 시스템의 시험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 

축계획을 입안한다.

4.2.5 업무시스템 구축단계(BSC)
업무시스템 구축 (Business System 

Construction : BSC)단계는 확정된 설계명세서 

로 부터 데이터베이스 생성기와 프로그램코 

드 생성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로 통 

합시험 및 운영교육, 매뉴얼 작성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계획수립을 입안 

한다.

정보공학 개발방법의 단계별 작업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쪽의 ［그림-9］와 같다.

4.3 확장된 컴포넌트 활용방법

정보공학 개발방법의 단계별로 확장된 

컴포넌트를 프로세스 측면, 데이터 측면, 기 

능 측면으로 구분하여 활용함으로써 정보시 

스템 개발을 위한 컴포넌트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각 단계간의 인 

터페이를 CASE도구를 이용하여 계획단계에 

서 생성된 자료를 실질적인 개발단계까지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확장 

된 컴포넌트의 효과적인 활용은 정보시스템 

개발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개발기간 단축의 

효과를 극대할 수 있다.

4.3.1 프로세스 측면의 활용방법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컴포넌트 활용방법 

을 정보공학 개발방법의 단계별로 정의함으 

로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축단계에 이르기 

까지의 업무절차중 기업의 목표달성에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을 시스템의 논 

리적인 절차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발과정중 분석단계에서 설계단 

계로 전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중복된 작 

업을 최소화 하고 계획단계에서 설계된 모델 

올 시스템 구축단계까지 실질적으로 전환하 

는 인터페이스를 CASE 도구인 S-Designer 

ProcessAnalyst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정보공학 단계별로 활용되는 컴포넌트간 

의 인터페이스를 CASE 도구인 S-Designer을 

이용하여 ［그림-10］와 같이 논리적인 업무절 

차를 시스템적인 업무절차로 전환하여 실질 

적인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한다.

• AS-IS 프로세스 모델설계 : 현업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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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단계 BSC단계

[그림-9] 정보공학 개발방법의 단계별 작업절차

분석의 결과로 설계한다.

• TO-BE 프로세스 모델설계 : 설계된 AS-IS 
프로세스 모델을 소프트웨어적인 복사를 

이용하고 레퍼런스 TO-BE 모델을 활용하 

여 설계한다.

• DFD (Data Flow Diagram)모델설계 

TO-BE 모델을 소프웨어적인 복사를 이용 

하여 요구분석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 화면설계 : 설계된 DFD 모델과 화면설계 

표준안을 근간으로 화면설계 및 운영절차 

를 설계한다.

• 업무운영절차설계 : 설계된 DFD 모델을 

근간으로 설계한다.

• 실질적인 프로그램 코드 생성 : 설계된 화 

면과 업무운영절차를 근간으로 스크립터 

표준안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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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프로세스 측면의 확장된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4.3.2 데이터 측면의 활용방법

데이터 측면에서의 컴포넌트 활용방법을 

정보공학 개발방법의 단계별로 정의함으로써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축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수집 및 분석된 데이터의 유실을 최소화 하 

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발과정 

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과정에서의 중복된 작업을 최소 

화시킴은 물론 계획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 

풀의 정보가 구축단계까지 실질적으로 전환 

되는 인터페이스를 CASE 도구인 S-Designer 
의 DataArchitect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정보공학 단계별로 활용되는 컴포넌트간 

의 인터페이스를 CASE 도구인 S-Designer를 

이용하여 ［그림-11］과 같이 실질적으로 데이 

터를 전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다음 

쪽의 ［그림-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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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 데이터 측면의 확장된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 개략적인 데이터 풀을 생성 : Naming Rule 
및 개발된 데이터 사전에 의해 개략적인 

데이터 Item（한글명, 코드, 형식） 풀을 생 

성한다.

• 세부적인 데이터 풀을 생성 : Naming Rule 

및 개발된 데이터 사전에의해 개략적인 

데이터 풀의 Item들을 세부적인 Item（한글 

명, 코드, 형식） 풀로 분해해서 생성한다.

-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설계 : 세부적인 데 

이터 풀을 Expo"받아 이들 세부적인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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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and Desktop 4GL and DBMS

[그림-12] 기능 측면의 확장된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들을 이용하여 엔티티와 속성을 설정하고, 

이들 엔티티들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서 논 

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설계한다.

•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설계 : 설계된 논리 

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CASE 도구인 

DataArchitect을 이용하여 Export시켜 물리 

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설계 한다.

•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생성 :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개발할 DBMS로 전 

환하여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

4.3.3 기능 측면의 활용방법

기능 측면에서의 컴포넌트 활용방법을 

정보공학 개발방법의 단계별로 정의함으로서 

정보시스템 구축시에 개발기간 단축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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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정보공학 단계별의 확장된 컴포넌트 활용방법

DFD: Data Flow Diagram
CDM: Conceptual Data Model

PDM: Physic 이 Data Model

된 기능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을 목 

적으로 한다. 전 개발단계에서 생성된 기능 

컴포넌트들을 블럭화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시 

에 조립하듯이 재구성하여 개발 생산성을 극 

대화할 수 있다. 프로토타이핑 개발, 기존 시 

스템을 역공학에의한 재사용 및 인터페이스 

를 위해 CASE 도구인 S-Designer 의 

AppModeler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정보공학 단계별로 활용되는 컴포넌트간 

의 인터페이스를 CASE 도구인 S-Designer를 

이용하여 ［그림-12］와 같이 상세설계의 검증 

은 물론 구축단계까지의 전반적인 정보시스 

템의 품질향상 및 기간단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기업정보 구조정의 및 정보시스템 계획수 

립 작성 : 정보구조 컴포넌트와 기능구조 

컴포넌트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 시스템 상세설계 계획수립 작성 : OCX컴 

포넌트 기능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상세설계검증 : 상세설계후 CASE 도구인 

S-Designer의 AppModeler를 이용하여 역공 

학에의한 프로토타이핑을 개발하여 검증 

한다.

• 업무로직설계 : 기능로직 컴포넌트를 활용 

하여 논리적인 업무로직을 설계한다.

• 프로그램 코드생성 : 검증된 표준화 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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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트의 라이브러리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

정보공학 단계별로 확장된 컴포넌트의 

활용방법을 요약하면 ［그림-13］와 같다.

4.4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개발방법의 통합 

VIEW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젝트를 정의된 정보 

공학 개발방법의 세부 단계별로 진행올 수행 

하면서 각 단계별로 정의된 산출물에 의해 

단계별 검증 및 진행 실적올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별로 확장된 컴포넌트의 활용을 데이 

터, 프로세스 및 기능 측면에서 접근하여 단 

계별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의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확장된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 연 

계에 컴포넌트 개발 및 CASE 도구의 활용으 

로 전체 프로젝트의 개발기간올 단축함은 물 

론, 기존 개발방법의 장점들을 전체 개발 과 

정에 유연하게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개발방법을 정보공학 개발방법, 

확장된 컴포넌트 활용방법, 기존 개발방법의 

장점도입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개발방법올 

［그림-14）와 같이 통합 View로 구성하였다.

5.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전사적인 기업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체 개발 프로젝트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올 수행하는 개발단계 및 산출물들에 대 

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간중에 많은 위험요소들이 발생 

하게 되었고, 전체 프로젝트의 개발기간 단축 

과 개발 시스템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의 효 

과를 거두기에는 기술적인 접근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 

움들올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확 

장된 컴포넌트에의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개발방법올 연구하였다.

우선, 정보시스템 개발단계를 현실적인 

프로젝트 기간에 부합될 수 있는 계획, 분석, 

설계, 구축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 

며,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추진단계 및 산출 

물들올 정의하여 전체 프로젝트를 원할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프로젝트 기간중 

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였 

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발의 세부 단계별로 

확장된 컴포넌트들의 활용을 도입하여 생산 

성 향상, 품질 향상 및 개발기간 단축의 효과 

를 극대화 하였다. 기존 컴포넌트들의 활용으 

로서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 

문에 기존 컴포넌트들의 개념을 확장하여 정 

의하였으며, 이들의 활용 방법도 프로세스 측 

면, 데이터 측면, 기능 측면에서 접근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개발방법의 장점들을 도입하 

여 정보시스템 개발방법의 전체적인 관점에 

서의 질적 향상 및 운영 기준 설정에 고려 

하였다.

추후의 연구과제로는 첫째, 정보시스템 

개발단계가 더욱더 세분화 되어 정의되어야 

한다. 즉, 개발과정이 업종별, 추진 목적별 및 

개발진행 기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에 

부합되는 정보공학 개발단계 및 산출물이 정 

립되어야 하고 또한 각각의 활용 컴포넌트가 

정의 되어야 한다.

둘째, 확장된 컴포넌트들의 세분화 및 적 

용방법의 표준화이다. 본 논문에서 정의된 확 

장된 컴포넌트들은 개략적인 수준에 불과함 

으로 더욱더 세분화시켜 정의할 필요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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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궁국적으로 향후에는 확장된 컴포넌트들 

이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CASE 모델 컴포넌트인 TO-BE 프 

로세스 모델과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 컴포넌 

트의 한국적인 레퍼런스 모델의 구축이다. 지 

금까지는 독일 SAP R3와 같이 외국의 레퍼 

런스 모델을 국내 기업의 TO-BE모델로 활용 

하고 있어 한국기업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한국기업 환경 

에 부합되는 레퍼런스 모델 구축이 매우 시 

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실질적인 통합 CASE 도구의 개발 

로 인한 단계간의 인터페이스 해결이다. 정보 

시스템의 전체 개발기간올 단축하는데 가장 

큰 효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CASE 도구의 

활용 측면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CASE 도구들 대분분이 개발 

단계 부터 구축단계까지 전체적인 단계를 지 

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발단계간 

의 인터페이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CASE 

도구의 개발 및 인터페이스를 위한 연계 소 

프트웨어 개발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개발 단계별 전 

문인력의 양성이다. 전문화된 인력에 의한 단 

계별 프로젝트 수행은 프로젝트 수행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 시킬수있 

음은 물론,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해 신속 

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다.



76 한국 CALS/EC 학회지 제 2 권제 1 호

_
糸
쓰

,'

버

詡
一
Ka 巾8 

버S
 
£
 

버
武
® 

5
*$춤

 

쓰
,

"'

oT 
KO

«J 
oT

50 
rF 
芝

«

어

or 
so

s

卜 

so 
머

〈卜 
버 
»r

1너 
KO

oJ 
<10

理
5

i

蕉 w 
mo
no

1
1

쩤

비 j
F7

7
xJ

5F 
51

刑

«r

乌

oT
£0
n-
여
내。
no

才 
서 
氟

« 
KT 
D卜

여 
KO 
KJ

* 
7»
do
I

m

«o 
머

穴

<0 
So

죄 

50

50 
£o

Kl 
rtu

剥 
시

511
io
Ju
穴

o
허

Q
준 Pr

ot
ot

yp
ei

ng
 

개
발

방
법

삐

꼬

用

薊

击
阳
用 

衅r

榊
蔣如,KI-
-
1"1

15,1
用,,,11
町
一쪼

础
帝

用
-

^

바

为
耕

河

“
파

中
卽이

一
一̂
빠

矛내

薊

剛
조
으

玉
皿
編

习

Na
m

in
g 

Ru
le

, 화면섷
계

 

스
크
림
터
기
슬

 ,라
이
브
러
리

商 
叫 
J0 
K

X

J|o 
k

개
략
적
인

 D
at

a 苦
 ,
 프

로
토

 

타
이
핑

 , 
상
세
적
인

 D
at

a 플
 

데
이
타

 사
전

AS
-IS

 P
AM

, T
O

-B
E 

PA
M

, 
DF

D,
 C

DM
. P

DM
Ef

lP
 정보

구
조

 , 
ER

P 기
능
구
조

서
여
 

頌
中 

_이

此
3

W

即 

部
前

5, 
너
 剂

一

 

苗누하
,1,-

r
g
E「희一

一 
、

11
归B
E
0
1
 

国

ml
BI
ll
EI

쿼
01B
E
1
®

B
I
E
 

0
0

»
B,sa

■

신

 Y

一
ka

a

머
 

휴
희

,'

引
*

*

K

®w“
시5

애
비

K

,,r亠
쁘
으

日

선

여

謝 

삐
포

用
冏 

面
制
亠
헤
 

TO-5

slc
用

버

穴
31
叶

=
Y

i 의
 前

-
 

〒
허
 

育p,
一 

f

一
代
由
彳、
即

*

艺
卧=

YB

s0a

s

栄
由
»

氏

_
K

ffla

天

1*
50談 

試
퍼

*J
中

酔
=

Y
 

-
MJ
"-

[그림 14]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개발방법의 통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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