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위한 UML Diagram 확장 
 

김동현, 홍원의, 김주원,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전파통신공학과 

e-mail : pegasus02k@gmail.com 
 

UML Diagram Extension for Modeling Adaptive Software 
 

Dong-Hyun Kim, Won-Eui Hong, Ju-Won Kim, Hoh Peter In 

Dept. of Computer and Communications, Korea University 

 

요       약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주변 환경에 대응해 시스템의 상태를 변화하며 요구사

항을 만족시키는 자가적응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UML diagram 이 

자가적응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표현하기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UML diagram 을 확장했으며 

자가적응 소프트웨어의 설계에 중요한 요소인‘상황’을 모델링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Situation 

model을 도입해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1. 서론 

 
오늘날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그 구조와 활용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조정, 업데이트, 유

지보수의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

로 대두된 것이 자가적응 소프트웨어(Self-adaptive 

software)이다. 자가적응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자신,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해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조정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만족시킬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자가적응 시스템의 개념은 TCP, P2P 클라이언트처럼 자

가적응이란 명시적인 명칭 없이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기에 

UML 등 기존의 모델링 언어로도 모델링 하는 것이 불가능

하진 않다. 하지만 모델링의 초점을 시스템의 자가적응성

에 맞추자면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사이의 동적인 연결 관

계와 같이 자가적응에 필수적인 요소는 기존의 UML 

diagram 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자가적응 소프트웨

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자신의 상태와 주변 

환경의 상태, 즉 시스템이 처한 상황(Situation)을 모델링 

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UML diagram 만을 이용할 경우 이 

상황을 모델링 하기에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ML diagram

을 확장해 자가적응 소프트웨어만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모

델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 연구

의 Situation model 을 도입하여 이렇게 확장된 UML 

diagram 을 Situation model 과 연계해 시스템이 대처해야 

할 상황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 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기반 시스템인 

자가적응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과 기반이 된 Situation 

modeling 연구에 대해 다루며, 3 에선 이 연구의 기여점인 

UML diagram 확장을 제시한다. 4 에서는 제시한 다이어그래

밍 기법을 시스템에 적용해보며 6 에서는 결론과 한계점,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2. 기존 연구 

 

2.1.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Self-adaptive Software) 
 

자가적응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자신의 변화나 소프

트웨어 시스템의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의 여러 

artifact 나 attribute 를 실행시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실행 단계에서 자가적응 소프트

웨어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적응을 구현한다. 우선 자신

과 주변환경을 검사해(monitor)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언

제 시스템의 요소를 변경해야 할지를 탐지(detect)하며, 

탐지한 상황에 따라 어떤 요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결정

(decide)하고, 실제로 실행(act)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가적응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에서 문제되는 상황을 감

지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했다.  

 

2.2. Situation Modeling 
 

 
<그림 1> Situation Modeling in Costa, Patricia 

Dockhorn, et al 

 

Situation 모델링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Situation 의 개

념을 정의하고 간략한 다이어그래밍 기법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2]. 이 연구에서 하나의 Situation 은 Entity, 

Intrinsic context, Relational context, Formal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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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다. Entity 는 실제 세계의 독립적인 개체이며, 

Intrinsic context 는 개체가 가진 고유한 속성, 

Relational context 는 Situation 내에 존재하는 Entity 사

이의 관계, Formal relation 은 관계에 대한 시간 제약 등

의 부가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Situation 을 수식하는 여

러 속성들은 Quality dimension 이라는 속성값들의 집합 내

에 존재하며,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속성을 설명하는 

Inherence relation 과 연관관계를 수식하는 Association 

relation 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는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링 기법은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에 이어서 2012 년에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SML(Situation Modeling Language)을 고안해 rule-based 

situation detection 을 시도하는 연구가 있었다[3]. SML

에서 Situation 은 Entity, Relational Context, Attribute, 

Formal relation 으로 구성된다. 또한 Situation 의 정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SA-CSL(Situation-Aware Contract 

Specification Language)이라는 언어를 통해 통해 

Situation 이벤트와 그에 뒤따르는 액션을 표현하는 정형

적인 기법에 대한 연구와[4], Situation 을 Individual, 

Property, Relation, Environment 를 통해 정의하고 묘사하

는 비슷한 형태의 연구가 존재했다[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2]의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Situation 을 정의하고 그 상황에 대한 시스

템의 대응 액션을 확장된 UML diagram 과 연계하여 표현함

으로써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것을 목

표로 했다. 

 
3. UML 확장 

 

본 연구는 UML diagram 을 확장하여 자가적응 시스템의 

특징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확장 대상은 시스

템 구성 요소의 동적인 결합이란 점에서 중요한 Component 

diagram, Class diagram 과 시스템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Statechart diagram이다. 

 

3.1. Component Diagram 

 

 
<그림 2> 확장된 Component Diagram –  Dynamic 

Relation  

 

자가적응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내/외부적인 상황에 따

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결합을 실행 시간에 

바꿀 수 있다. 따라서 Component diagram 은 기존의 컴포넌

트들 사이의 변하지 않는 결합 외에도 동적으로 변경되는 

결합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이 결합이 유

효하게 되는 상황 조건을 함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유동적인 결합, Dynamic relation 은 인터페이스 사이를 잇

는 점이 섞인 실선으로 표현되며, 상황 조건은 이 연결선

에 붙은 조건식을 통해 표현된다. 조건식은 일반적인 

Boolean 식일 수도 있으며, Situation model 에 대한 참조

일 수도 있다. 

  

 
<그림 3> 확장된 Component Diagram - Alternative 

Pairing 

 

Dynamic relation 을 통해 연결된 서브컴포넌트들 중에

는 한 번에 하나의 서브컴포넌트만 유효한 경우가 존재한

다. 즉, 이 연결관계에서 각 서브컴포넌트는 다른 서브컴

포넌트에 대해 시스템 상에서 서로의 대체 컴포넌트가 되

며 상황 조건에 따라 오직 하나의 서브컴포넌트만 유효하

다. 이 서브컴포넌트의 집합을 Alternative pairing 이라 

정의하며, 관계에 참여하는 서브컴포넌트로 나가는 

Dynamic relation을 함께 묶는 호로 표현된다.  

 

3.2 Class Diagram 

 

 
<그림 4> 확장된 Class Diagram –  Dynamic 

Composition of Classes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Class diagram 은 UML diagram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컴포넌트와 마찬가지 형태로 

클래스들 역시 실행시간에 변경될 수 있는 동적인 결합 관

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Component diagram 과 마찬가

지 방법으로 Dynamic relation 과 Alternative pairing 을 

표현한다. 

 

 
<그림 5> 확장된 Class Diagram  –  Adaptation 

Attribute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동작을 위한 플래그일 

수도 있고, 다른 클래스 컴포넌트일 수도 있으며, 자가적

응 구현을 위한 클래스 자신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다. 이 중에서 자가적응을 위한 정보는 자가적응 

소프트웨어의 동작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

로 구분해 Adaptation attribute 라 정의한다.  Adaptation 

attribute 를 분명히 정의하고 표현하면 모델을 통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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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시스템의 구조와 시스템이 자가적응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는지는 물론 시스템이 구현하는 자가적응의 수준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Adaptation attribute 는 Access 

specifier 후에 Δ(delta)를 붙여서 나타낸다. 

 

 
<그림 6> 확장된 Class Diagram - Situation 

specific classes 

 

자가적응 구현에 필요로 하는 클래스들은 상황의 변화에 

반응해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현을 위해선 

하나의 클래스에 여러 개의 operation 을 갖도록 하거나 하

나의 Operation 을 조건 분기문을 통해 확장하는 방법이 있

다. 하지만 이 경우 하나의 클래스가 너무 크고 복잡해져

서 소스코드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소프트웨어의 유지보

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Situation holder 
class 와 Situation specific class 를 두고 Dynamic 

relation 을 이용한 상속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메인 클

래스는 각 상황을 감지해 다른 클래스를 관리하며

Situation holder class 에만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진다. 

Situation holder class 는 기본적인 attribute 와 

operation 을 가지고 있으며 나중에 오버라이드 될 

adaptation action 을 위한 operation 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이 클래스를 Situation specific class 가 상속해

adaptation operation 과 해당 클래스를 유효하게 하는 조

건 검사식인 validation 을 실제로 구현한다. 메인 클래스

는 Situation holder class 의 배열을 멤버로 두고 

Situation specific class 를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확장한 표기법에선 이 관계를 잘 드러내기 위해 

Dynamic relation 을 통한 Generalization/Specialization 

관계로 표현하며 각 Situation specific class 역시 조건 

표현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 Statechart Diagram 
 

 

<그림 7> Statechart Diagram의 Situation Model 

참조 

 

조건을 쉽게 명세할 수 있는 상태 전이는 기존의 

Statechart diagram 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이가 일어나는 조건이 복잡하거나 특수한 상황이라 이를 

자세히 명세해야 할 경우, Situation model 을 이용해 상황

을 표현하고 상태 전이 조건을 기술할 때 SM#x 와 같이 

Situation model 식별자를 통해 참조하도록 한다. 또한 특

정 Situation 에 의해 전이가 발생할 때 시스템의 구조가 

변경, 즉 시스템 구성 요소의 동적 결합이 일어나는 경우 

Note 를 이용해 해당 상태의 Object diagram 을 참조해 표

기하도록 한다. 이 때 참조하는 Object diagram 은 확장된 

Class diagram 에서 해당되는 시점에 유효한 Dynamic 

relation 만을 표현해서 일반적인 Object diagram 의 형태

를 갖도록 한다. 

 

4. 실제 적용– 자가적응 실내 공기 제어 시스템 
 

3 에서 제안한 연구의 효용성 검증을 위해 간단한 자가

적응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확장된 UML diagram 을 이용해

서 모델링했다. 설계한 시스템은 실내 공기 제어 시스템으

로서 실내의 온도, 습도, 공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Heater, Cooler, Humidifier 등의 보조 모듈을 가동해 실

내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또한 중앙 시스템에서 각 

방에 설치된 공기 제어기를 일관적으로 관리하거나 전력 

소비량에 따라 전력량이 일정치를 넘어설 경우 각 온도, 

습도 조절 모듈의 동작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Sensor 모듈의 모니터링 데이터로부터 시스템 주

변의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여러 

Effector 모듈과 연계해 기존의 요구사항-쾌적한 실내 환

경 유지-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자가적응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선 우선 공기 제어기가 갖춰

야 할 기능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해 일

반적인 UML diagram 을 이용해 모델링했다. 이어서 연구내

용을 적용해 Situation model 로 시스템이 동작하면서 대처

해야 할 상황을 먼저 모델링하고 확장한 UML diagram 을 이

용해 다시 한번 실제 시스템을 모델링했다. 지면상 전체 

다이어그램은 포함하지 못하지만 둘 사이를 비교해 이를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전체 시스템 설계는 [6]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내용을 이용한 모델링에선 우선 상황을 중심으로 

모델링한 Situation model 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능적 요구

사항만으로 명세했을 때보다 시스템이 동작하며 어떤 상황

에 대처해야 하는가를 파악하기가 쉬웠다. 시스템 구조의 

모델링에 있어서는 Class diagram 과 Component diagram 에

서 추가된 표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시스템이 주변의 어떤 

정보를 통해 적응성을 구현하고 어떤 모듈이 실제 자가적

응에 쓰이면서 동적인 결합관계를 나타내는지 한 눈에 파

악할 수 있었다. 단, Statechart diagram 의 경우 <표 1>의 

예시는 구현된 시스템의 동작 조건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

문에 Situation model 을 참조하는 것이 전이 조건식을 이

용하는 것에 비해 편리함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복잡한 

조건의 전이에선 조건식으로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을 

Situation model 을 통해 간단히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이 방법 또한 효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자가적응 소프트웨어를 모델링하기 위한 기법

으로서 UML Component diagram, Class diagram, 

Statechart diagram 의 확장법을 제시했다. 확장된 UML 표

현법으로는 클래스와 컴포넌트들 사이의 동적인 관계를 표

현하기 위한 Dynamic relation 과 Alternative pairing, 시

스템의 자가적응 구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클래스의 

Adaptation attribute, 적응성을 구현하기 위한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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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r 및 specific 클래스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의 

Situation model 을 도입하여 확장한 UML diagram 과 연계

함으로써 자가적응 소프트웨어가 대처해야 할 상황을 중점

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제안한 다이어그래밍 기법은 현재 적용해본 대상 시스템

이 비교적 단순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수준의 복잡한 시스

템의 설계 및 모델링에는 적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

용성의 입증에 아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에 더욱 복

잡하고 정교한 실제 시스템의 모델링에 적용해 그 효용성

을 입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확장한 UML 은 새

롭게 추가된 표현법 때문에 처음부터 시스템을 설계하며 

모델링하는 경우에 가장 알맞으며, 기존의 UML 로 디자인한 

시스템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UML 모델

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확장 표기로 전환하는 방법과 확장

된 UML 모델링을 위한 툴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

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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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기 제어기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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