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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세스 방법론을 위한 통합 CASE 정보저장소 메타 모델시스템 및 그 통합 지원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구조적  기법  중에서  프로세스  방법론인  자료흐름도(Data  Flow  Diagram,  DFD)와 구조도
(Structure Chart, SC)의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도구들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일관
성 있게 저장하고 공유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CASE 정보저장소의 정보 
자원 사전 시스템(Information Resource Dictionary System, IRDS)  메타 모델 시스템 및 그 통합 지원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런 CASE 도구들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공통적으로 저장하고, 공유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저장소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표준화 및 완전 자동화, 도구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 CASE 메타 모델은 각 도구들이 가져야 할 정보에 관한 규칙 및 제약 
조건 등을 포함하고, 생성된 정보가 CASE 정보저장소에 저장될 때, 정보의 형태 및 의미에 대한 일관성 
검사 및 각 도구들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의 저장 구조가 되는 것이 정보 저장소의 메타 모델이다.  정
보저장소의 메타 모델은 도구 통합과 정보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무결성의 기초가 되고, 정보저
장소에 기초를 둔 CASE 도구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와 방법론을 지원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므
로,  정보저장소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표준화  및  완전 
자동화, 도구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CASE 툴킷(Toolkit) 도구인 ISET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정보 자원 사전 시스템(IRDS) 4 단계 자료 구조

도 3은 본 발명에 관한 통합 CASE 도구의 정보저장소인 시스템의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이 실현되는 프로세스용 통합 CASE 정보저장소 추출시스템의 구성도

도 5는 개념적 모델링 기법의 개체-관계 모델을 이용한 프로세스용 통합 CASE 메타 모델

도 6a 내지 도 6d는 도 5 의 메타 개체의 정보를 저장할 논리적 자료 구조

도 7은 도 6의 메타 데이터의 정보를 저장할 논리적 자료 구조

도 8a 및 8b는 본 발명이 실행되는 시스템의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402 : 통합 CASE 메타 모델

403 :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 인스턴스 생성기  

404 :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 테이블 생성기

405 :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 검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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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 검색기   407 : CASE 정보저장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구조적  기법  중에서  프로세스  방법론인  자료흐름도(Data  Flow  Diagram,  DFD)와 구조도
(Structure Chart, SC)의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도구들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일관
성 있게 저장하고 공유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CASE 정보저장소의 정보 
자원 사전 시스템(Information Resource Dictionary System, IRDS)  메타 모델 시스템 및 그 통합 지원 
방법에 관한 것이다.

CASE는 컴퓨터 지원(Computer Aided)과 소프트웨어 공학(Software Engineering)이라는 두 가지 기본 개념
을 가진 도구로써,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보수에서 컴퓨터의 자동화된 기능을 도움 받아 정해진 시간과 
예산범위 내에서 우수한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DFD CASE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석 단계의 기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조적 분석 기법을 지원하
는 도구이다.  이 DFD는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프로세스(Process), 자료흐름(Dataflow), 자료저장소(Data 
Store), 외부 개체(External Entity), 프로세스 명세서(Process Specification)의 구성 요소들로서 표현
하는 그래픽 형태의 도구이다.  

또한, SC CASE는 설계 단계의 기법으로 시스템 구현 시 구조적 설계 기법을 지원하는 도구이다.  이 SC는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루트 모듈(Root Module), 표준 모듈(Standard Module), 라이브러리 모듈(Library 
Module), 처리 모듈(Transaction Module), 데이터베이스(Database), 컨넥터(Connector), 호출(Call), 데
이터 커플(Data Couple), 컨트롤 플래그(Control Flag), 모듈 명세서(Module Specification)의 구성 요소
로서 표현하는 그래픽 형태의 도구이다.  

마지막으로, IRDS는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개발한 정보저장소
로서 유일하게 공인된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표준이며, 정보저장소의 내용, 정보
저장소 공통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정의하고 있다.  IRDS는 통합 정보자원의 관리에 초점
을 두고 여러 수준의 메타 모델 및 메타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공유 및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정보저
장소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IRDS가 제공할 서비스 및 IRDS에 저장되는 정보의 추상화 정도에 따라, IRDS 구조는 도 2와 같이 4개
의 자료 계층으로(201, 202, 203, 204) 구분되며, 이들 4개의 단계를 묶는 3개의 단계 쌍은(201과 202, 
202와 203, 203과 204) 타입(Type)과 인스턴스(Instance)의 관계를 가지면서 상위 단계에 서술되는 정보
는 하위 단계에 저장될 정보를 기술하고 또한 잠재적으로 제어한다.  이 표준은 특별히 CASE 도구 통합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분석/설계의 CASE 도구들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CASE도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의 각 단계에 사용되어 수작업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관련된 작업을 수행한다.  이 CASE 도구들은 작동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를 각각 사용하거나 
새로이 생성하기도 한다.  94년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CASE 툴킷(Toolkit) 도구인 
ISET(Integrated Software Engineering Tool)의 각 지원 도구들은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생성되는 정
보들을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104,  105)와  데이터베이스(106, 
108)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지원도구가 자기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에 의해 데이터베
이스를 관리함으로써, 앞 단계의 START(102)에서 발생한 산출물을 뒷 단계의 STADE(103)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일치시킬 수 있는 별도의 변환 알고리즘인 변환기(107)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STADE에서 START의 데이터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 구조로 인해 작
업 절차가 복잡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각 지원 도구들이 생성하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중복되는 정보나 일관성 없는 정보를 사전에 제어할 수 없고, 정보의 중복 생성시 
개발 작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표준화 및 완전 자동화의 어려움, 동일 정보에 관한 저장 및 관리의 
중복성, 지원 도구 상호 간의 변환 알고리즘 개발(107),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의 다양화(104, 105), 
데이터 구조의 다양화(106, 108)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이 제시되는 문제점들은 여러 종류의 도구들에서 생성하는 정보들을 통합, 저장, 관리, 그리고 공
유할 수 있는 정보저장소를 기반으로 ISET을 보완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지원하는 
CASE 도구들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저장하고, 공유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서 정보저장소의 메타 모델이 필요하다.  

메타 모델은 정보저장소에 저장될 정보의 종류, 정보의 형태 및 성질, 정보에 관한 규칙 및 제한 조건 등
을 정의하여 정보저장소에 기초를 둔 CASE 도구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와 방법론을 지원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정보저장소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표준
화 및 완전 자동화, 도구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구조적 기법 중에서 프로세스 방법론인 자료흐름도와 구조도의 CASE 도구들에서 생성되
는 정보들을 공통적으로 저장하고, 공유하며, 관리하기 위한 정보저장소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과
정의 표준화 및 완전 자동화, 도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CASE 정보저장소의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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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시스템 및 그 통합 지원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프로세스용 통합 CASE 도구에서는 자료흐름도 도구, 구조도 도구, 정보저장소 검색기, 정보저장소 생성기 
등 다양한 도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이아그래밍 도구인 자료흐름도 도구와 구조도 도구들에서 생성되
는 정보들을 일관성 있게 저장하고, 공유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소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정보저장소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구조적 기법의 요구분석 및 설계 정보를 자동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표준화 및 완전 자동화, 도구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프로세스용 통합 CASE 도구의 정보저장소를 설계하기 위하여, 정보저장소의 메타 모델인 
프로세스용 통합 CASE 메타 모델을 개체-관계 모델링 기법(ER Model: Entity-Relationship Model)의 개념
적 모델로 표현하였다.  

개체-관계도 모델링 기법은 P.P. Chen이 제안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 기법으로서 사용자에게 하드
웨어나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데이터 저장 방법등에 구애됨이 없이 데이터에 관한 정의 및 
데이터 간의 상호 관계를 평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정보저장소의 메타 모델을 표현하는 개체-관계 
모델은 제안된 기존의 기법에 추가 및 제한된 개념의 형태로서, 1항 또는 2항 관계성만 허용, 방향적 연
관을 갖는 관계성, 개체 또는 관계성에 연관된 속성, 개체에 연관된 단층의 애트리뷰트 그룹의 특징을 갖
는 모델링 기법에 기초를 두고, 도 2의 IRD Schema(202)와 IRD(203) 구조의 내용을 정의하는데 이용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관한 통합 CASE 도구의 정보저장소인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기존의 ISET 시스템 구성도
인 도 1과는 달리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저장, 공유,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301), 다이아그래밍 도구인 자료흐름도 도구(302)와 구조도 도구(303), 정보저장소 생성기(304), 정보저
장소  검색기(305),  정보저장소  서비스  인터페이스(306),  정보저장소(307),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308), CASE 정보저장소(309)로 구성된다.

상기 도 3에 도시된 자료흐름도 도구(302)와 구조도 도구(303)는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301)를 통하
여 소프트웨어 개발의 구조적 분석 및 설계의 작업을 행한다.  여기서 생성된 모든 정보들을 일관성 있게 
CASE 정보저장소(309)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 구조를 갖는다.  먼저, 입력된 모든 정보들
은 명령어 및 구문 분석 처리기인 정보저장소 서비스 인터페이스(306)에 전달되고, 그 후 통합 CASE 메타 
모델로 정의된 정보저장소의 내용에 대한 일관성 및 무결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정보저장소(307)의 검색을 
수행한 후, 데이터를 접근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308)에 의해서 저장된다.

도 4는 본 발명이 실현되는 프로세스용 통합 CASE 정보저장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CASE 정보저장소에 저
장할 통합 CASE 메타 모델의 정보 및 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접속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401)와, 상
기 사용자 인터페이스(401)에 접속되고 각 객체와 객체간의 방향성있는 관계성을 표현하여 각 도구들의 
일관성있는 관계성을 정의한 통합 CASE 메타 모델(402)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401)에 접속되어 통합 
CASE 메타 모델(402)로부터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 인스턴스 생성기(403)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401)에 접속되어 상기 통합 CASE 
메타 모델(402)로부터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 테이블 
생성기(404)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401)에 접속되어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을 검색하
는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 검색기(405)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401)에 접속되어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을 검색하는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 검색기(406)와, 상기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 인스턴스 생성기(403),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 테이블 생성기(404),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 검색기(405),  그리고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 검색기(406)에 접속되어 개체-관계성 
모델을 이용한 통합 CASE 메타 모델의 정보를 저장하는 CASE 정보저장소(407)로 구성된다.

상기 CASE 정보저장소(407)에는 도 5의 통합 CASE 메타모델을 논리적 자료구조로 표현한 도 6a 내지 도 
6d 의 자료 구조와 도 7의 테이블 내용이 저장된다.  

이 통합 CASE 메타 모델을 가지고 각 도구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정보의 형태 및 의미에 대한 일관성 검사
는 3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진 도 6a 내지 도 6d의 논리적 자료 구조에 의해서 수행하고, 각 도구들에서 생
성되는 모든 정보의 저장은 3 개의 테이블로 구성된 도 7의 논리적 자료 구조에 저장된다.  

상기 일관성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도 6의 테이블 구조는, 메타 개체의 메타 애트리뷰트의 정보를 저장할 
메타 개체 타입의 메타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 메타 개체의 메타 애트리뷰트 그룹의 정보를 저장할 메
타 개체 타입의 메타 애트리뷰트 그룹 타입 테이블, 메타 관계성 의 메타 애트리뷰트의 정보를 저장할 메
타 관계성 타입의 메타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로 구성된다.  

상기 정보 저장을 위한 도 7의 테이블 구조는 개체의 애트리뷰트의 정보를 저장할 개체 타입의 애트리뷰
트 타입 테이블, 개체의 애트리뷰트 그룹의 정보를 저장할 개체 타입의 애트리뷰트 그룹 타입 테이블, 관
계성의 애트리뷰트의 정보를 저장할 관계성 타입의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로 구성된다. 

도 5를 참조하여 통합 CASE 모델의 개념적 모델링 기법의 개체-관계 모델 표기법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개체는  박스로,  관계성은  육각형으로,  카디낼러티(Cardinality)는  0  또는  1의  최소  값과1  또는  M(or 
N(many))의 최대 값으로 표현된다.  이 육각형은 이 등분되어 있어 두 개체간 또는 개체 자신의 방향성 
있는 호출 연관관계를 표현한다.  그리고 관계성의 카디낼러티는 관계성 상에서 (i, j)로 표현되며, 다음
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최소 카디낼러티가 "i=0"이면, 한 개체내의 모든 발생의 존재가 관계성을 통해 다른 개체의 발생에 전부 
의존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그리고 "i=1"이면, 다른 개체의 발생에 전부 의존하는 존재적 의존관계가 내
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대 카디낼러티가 "j=1"이면, 한 개체내의 각각의 발생이 참여할 수 있
는 관계성의 발생의 수에 대해 오직 하나만이 연관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카디낼러티가 "j=M(N)"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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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체내의 각각의 발생이 참여할 수 있는 관계성의 발생의 수에 대해 다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예를 들어 도 5에서 개체 "DATA_FLOW_DIAGRAM" 와 "DFD_DIAGRAM" 간의 관계성 "FORMS"의 의미는 능동적으
로 오직 하나의 "DATA_FLOW_DIAGRAM"이 다 수의 "DFD_DIAGRAM"들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관계성 "FORMED_BY"의 의미는 수동적으로 다 수의 "DFD_DIAGRAM"들이 오직 하나의 "DATA_FLOW_DIAGRAM"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 5는 개념적 모델링 기법의 개체-관계 모델을 이용한 프로세스용 통합 CASE 메타 모델로서, 통합 CASE
의 메타 모델은 개체 "PROJECT"을 중심으로 자료흐름도 도구의 구성 요소(DFD_그룹)와, 구조도 도구의 구
성 요소들(SC_그룹)의 정보의 형태와 의미에 따라 개체 및 그들간의 방향성 있는 관계성으로 정의된다.  

도  5에서  개체  "PROJECT"는  오직  하나의  개체  "DATA_FLOW_DIAGRAM"  및  "STRUCTURE_CHART"와의  관계성 
"RUNS"로 연관 관계를 갖는다.  개체 "DATA_FLOW_DIAGRAM"은 다시 다수의 개체 "DFD_DIAGRAM"과의 관계성 
"FORMS"로 연관 관계를 갖는다.  마찬 가지로, 개체 "STRUCTURE_CHART"는 다수의 개체 "SC_DIAGRAM"과의 
관계성 "FORMS"로 연관 관계를 갖는다.  

이런 방향성 있는 관계성들을 표현함으로써, 각 구성 요소인 개체들 간의 일관성 검사 및 소프트웨어 개
발 과정의 표준화를 자동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각 도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를 추출하여 "ATTRIBUTE"이라는 개체를 정의함으로써 도구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도구들의  개체들  간의  연관  관계  즉,  개체  "DATA_FLOW_DIAGRAM"과  개체  "STRUCTURE_CHART",  개체 
"DFD_DIAGRAM"과 개체 "SC_DIAGRAM", 개체 "DFD_OBJECT"와 개체 "DATA_FLOW"와 개체 "SC_DATA" 들간의 관
계성 "REFERENCE/ REFERENCED_BY"로 생성 정보를 참조가 가능하게 모델링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의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 진다.

그리고, 상기 도 5의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을 추출하기 위한 통합 CASE 메타 모델들은, 각 개체들 중
에서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자식 개체들을 정보의 형태와 의미에 따라 개체 및 그 들간의 방향성 
있는 관계성이 세분화 된다.  

도 5에서 자식 개체로 분할할 수 있는 개체는 다음과 같다.  

개체 "DFD_DIAGRAM"은 자식 개체 "DFD_CONTEXT_DIAGRAM", "DFD_OTHER_DIAGRAM"으로 구성된다.  

개체 "DFD_OBJECT"는 자식 개체 "EXTERNAL_ENTITY", "PROCESS", "DATA_STORE", "EXTERNAL_ENTITY"로 구성
된다.  

개체 "SCD_DIAGRAM"은 자식 개체 "SCD_ROOT_DIAGRAM", "SCD_OTHER_DIAGRAM"으로 구성된다. 

개체 "SC_OBJECT"는 자식 개체 "ROOT_MODULE", "STANDARD_MODULE", "LIBRARY_MODULE", 
"TRANSACTION_MODULE", "DATABASE", "CONNECTOR"로 구성된다.  

개체 "SC_DATA"는 자식 개체 "DATA_COUPLE", "CONTROL_FLAG"으로 구성된다.  

개체 "ATTRIBUTE"는 자식 개체 "COMPOSITE_ATTRIBUTE", "SINGLE_ATTRIBUTE"으로 구성된다. 

도 5의 메타 개체의 정보를 CASE 정보저장소에 저장할 논리적 자료 구조는, 도 6a 내지 도 6d에 도시된 
바와같이, 메타 개체에 대한 개체 타입, 관계성 타입, 애트리뷰트 그룹 타입, 애트리뷰트 타입으로 구성
된다.  이런 메타 개체들은 저장될 정보 정의 순서에 따라 고유의 메타 개체 번호(META-ENTITY-ID)를 부
여한다.

도 6a의 메타 개체 정보는 메타 개체 타입이 어떠한 메타 애트리뷰트 그룹 타입 및 메타 애트리뷰트 타입
을 포함하는지를 나타내는 논리적 자료구조이다.  예를 들어, 메타 개체 타입 "PROJECT"는 메타 개체 번
호가  178,  메타  애트리뷰트 그룹  타입은  없고,  메타  애트리뷰트 타입  "ENTITY_NAME",  "AUTHOR_NAME", 
"START_NAME', "DESCRIPTION"을 포함하고 있다는 관계의 논리적 자료구조를 CASE 정보저장소에 저장하게 
된다.

또한, 메타 관계성 타입이 어떠한 메타 애트리뷰트 타입을 포함하는 지를 나타내는 자료구조(도 6b)와,   
메타 애트리뷰트 타입이 어떠한 자료 형식 및 최소/최대 길이로 정의되는 지를 나타내는 자료구조(도 6
c)와, 메타 애트리뷰트 그룹 타입이 어떠한 2개의 메타 애트리뷰트 타입을 포함하는 지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도 6d)로 표현되는 메타 개체 정보의 논리적 자료구조를 나타낸다.

한편, 메타 데이터의 정보를 CASE 정보저장소에 저장할 논리적 자료 구조로서, 도 7에 도시된 바와같이 
자료 구조의 정보는 개체 타입의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 개체 타입의 애트리뷰트 속성 타입 테이블, 관
계성 타입의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로 구성된다.  각 테이블은 메타 개체 정의 따라 메타 데이터인 애트
리뷰트들로 구성된다.  

통합 CASE 메타 모델은 각 도구들이 가져 할 정보에 관한 규칙 및 제약 조건 등을 포함하고, 이런 통합 
CASE 메타 모델의 생성 정보를 이용하여 CASE 정보저장소에 저장될 정보저장소의 메타 모델은 정보의 형
태와 의미에 대한 일관성 검사, 그리고 각 도구들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의 저장 구조가 된다.  또한, 
정보 저장소의 메타 개체와 메타 데이터들은 일종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정의하고,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으로써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메타 개체와 메타 데이터 정보들을 다양하게 검
색 질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도 8a 및 8b는 본 발명이 실행되는 시스템의 흐름도로서, 프로세스용 통합 CASE 정보저장소의 메타 모델
을 생성(901)하고 풀다운 메뉴를 구성(902)한 후 명령을 입력(903) 받아 해당되는 명령을 단계를 처리한
다.  제 1 단계(904)(905)는 메타 개체의 메타 애트리뷰트에 대한 인스턴스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하
여  정보저장소의  메타  개체  타입의  메타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에  정보를  생성하며,  제  2 단계
(906)(907)는 메타 개체의 메타 애트리뷰트 그룹에 대한 인스턴스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저
장소의 메타 개체 타입의 메타 애트리뷰트 그룹 타입 테이블에 정보를 생성하며, 제 3 단계(908)(90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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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관계성의 메타 애트리뷰트에 대한 인스턴스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저장소의 메타 관계
성 타입의 메타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에 정보를 생성한다. 

그리고, 제 4 단계(910)(911)는 개체의 애트리뷰트에 대한 메타 데이터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저장소에 개체 타입의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을 생성하고, 제 5 단계(912)(913)는 개체의 애트리뷰
트 그룹에 대한 메타 데이터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저장소에 개체 타입의 애트리뷰트 그룹 
타입 테이블을 생성하며, 제 6 단계(914)(915)는 관계성의 애트리뷰트에 대한 메타 데이터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저장소에 관계성 타입의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을 생성한다. 

또한, 제 7 단계(916)(917)(918)는 메타 개체 및 메타 관계성 검색 명령이면 메타 개체 및 메타 관계성을 
검색하여 메타 개체 및 메타 관계성의 내용을 보여주고, 제 8 단계(919)(920)(921)는 개체 및 관계성 검
색 명령이면 개체 및 관계성을 검색하여 개체 및 관계성의 내용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 9 단계(922)는 종료 명령이면 종료하고 아니면 다음 명령을 기다린다. 

프로세스용 통합 CASE 도구에서는 자료흐름도 도구, 구조도 도구, 정보저장소 검색기, 정보저장소 생성기 
등 다양한 도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이아그래밍 도구인 자료흐름도 도구와 구조도 도구들에서 생성되
는 정보들을 일관성 있게 저장하고, 공유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소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정보저장소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구조적 기법의 요구분석 및 설계 정보를 자동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중복되는 정보나 일관성 없는 정보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저장소는 한 도구가 발생한 정보를 다른 도구가 이용하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지
원하는 도구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유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표준화 및 완전 자동화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여러 종류의 도구들이 다루고 생성하는 정보들을 저장하고, 공유하며,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조적 기법 중에서 프로세스 방법론인 자료흐름도와 구조도의 CASE 도
구들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공통적으로 저장하고, 공유하며, 관리하기 위한 정보저장소를 구축하여 정보
를 자동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표준화 및 완전 자동화, 도구 상호간의 정보
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CASE 정보저장소에 저장할 통합 CASE 메타 모델의 정보 및 그 정보를 검색에 접속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401);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401)에 접속되고, 개념적 모델링 기법의 개체-관계 모델을 이용하여 프로세스용 
통합 CASE 도구의 구성 요소들의 정보의 형태와 의미에 따라 개체 및 방향성 있는 관계성으로 모델링한 
통합 CASE 메타 모델(402);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401)에 접속되어 통합 CASE 메타 모델로부터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
입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 인스턴스 생성기(403);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401)에 접속되어 통합 CASE 메타 모델로부터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의 테이블
을 생성하는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 테이블 생성기(404);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401)에 접속되어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을 검색하는 메타 개체 타
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 검색기(405);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401)에 접속되어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을 검색하는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
입 검색기(406);

상기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 인스턴스 생성기(403),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 테이블 생성
기(404), 메타 개체 타입 및 메타 관계성 타입 검색기(405), 그리고 개체 타입 및 관계성 타입 검색기
(406)에 접속되어 개체-관계성 모델을 이용한 통합 CASE 메타 모델의 정보를 저장하는 CASE 정보저장소
(407)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방법론을 위한 통합 CASE 정보저장소 메타 모델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CASE 메타 모델(402)은 

각 도구들이 가져 할 정보에 관한 규칙 및 제약 조건 등을 포함하고, 생성된 정보가 CASE 정보저장소에 
저장될 때 정보의 형태 및 의미에 대한 일관성 검사 및 각 도구들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의 저장 구조가 
되는 정보 저장소의 메타 모델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방법론을 위한 통합 CASE 정보저장
소 메타 모델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일관성 검사를 위한 논리적 자료 구조는,

메타 개체에 대한 개체 타입, 관계성 타입, 애트리뷰트 그룹 타입, 애트리뷰트 타입으로 구성되고, 각 메
타 개체들은 저장될 정보 정의 순서에 따라 고유의 메타 개체 번호(META-ENTITY-ID)를 부여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프로세스 방법론을 위한 통합 CASE 정보저장소 메타 모델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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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메타 데이터의 정보를 CASE 정보저장소에 저장할 논리적 자료 구조는,

개체 타입의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 개체 타입의 애트리뷰트 속성 타입 테이블, 관계성 타입의 애트리
뷰트 타입 테이블로 구성되고,  각 테이블은 메타 개체 정의 따라 메타 데이터인 애트리뷰트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방법론을 위한 통합 CASE 정보저장소 메타 모델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정보 저장소의 논리적 구조는 

일종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정의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정보의 검색을 위한 다
양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방법론을 위한 통합 CASE 정보저장소 메
타 모델 시스템.

청구항 6 

프로세스  방법론을  위한  통합  CASE  정보저장소  메타  모델  시스템에  적용되는  그  통합  지원  방법에 
있어서, 

프로세스용 통합 CASE 정보저장소의 메타 모델을 생성하고 풀다운 메뉴를 구성한 후 명령을 입력 받아 해
당되는 명령을 대기하는 제 1 단계(901)(902)(903);

상기 제 1 단계 수행 후, 메타 개체의 메타 애트리뷰트에 대한 인스턴스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저장소의 메타 개체 타입의 메타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에 정보를 생성하는 제 2 단계(904)(905);

상기 제 1 단계 수행 후, 메타 개체의 메타 애트리뷰트 그룹에 대한 인스턴스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
하여 정보저장소의 메타 개체 타입의 메타 애트리뷰트 그룹 타입 테이블에 정보를 생성하는 제 3 단계
(906)(907);

상기 제 1 단계 수행 후, 메타 관계성의 메타 애트리뷰트에 대한 인스턴스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하
여  정보저장소의  메타  관계성  타입의  메타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에  정보를  생성하는  제  4 단계
(908)(909);

상기 제 1 단계 수행 후, 개체의 애트리뷰트에 대한 메타 데이터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저
장소에 개체 타입의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을 생성하는 제 5 단계(910)(911);

상기 제 1 단계 수행 후, 개체의 애트리뷰트 그룹에 대한 메타 데이터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정
보저장소에 개체 타입의 애트리뷰트 그룹 타입 테이블을 생성하는 제 6 단계(912)(913);

상기 제 1 단계 수행 후, 관계성의 애트리뷰트에 대한 메타 데이터 생성이면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
저장소에 관계성 타입의 애트리뷰트 타입 테이블을 생성하는 제 7 단계(914)(915);

상기 제 1 단계 수행 후, 메타 개체 및 메타 관계성 검색 명령이면 메타 개체 및 메타 관계성을 검색하여 
메타 개체 및 메타 관계성의 내용을 보여주는 제 8 단계(916)(917)(918);

상기 제 1 단계 수행 후, 개체 및 관계성 검색 명령이면 개체 및 관계성을 검색하여 개체 및 관계성의 내
용을 보여주는 제 9 단계(919)(920)(921);

상기 제 1 단계 수행 후, 종료 명령이면 종료하고 아니면 다음 명령을 대기하는 제 10 단계(922)를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방법론을 위한 통합 CASE 정보저장소 메타 모델 시스템 통
합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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