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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개념의개념의 이해이해 (1)(1)
1. 소프트웨어아키텍처정의 (1)

Software Architecture in Practice [1]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소프트웨어요소와이들요소의외부속성그리고이들사이
의관계를구성하는시스템의구조이다”

The software architecture is the structure or structures of the system, 
which comprise software elements, the externally visible properties of 
those element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다른정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시스템의전반적인구조이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시스템의컴포넌트와이들사이의관계그리고이들의설계
및변경에대한원리와가이드라인을정의한구조이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정의를통한내용정리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소프트웨어시스템의구조를결정한다.

소프트웨어시스템은여러소프트웨어요소또는컴포넌트로구성된다.

소프트웨어요소또는컴포넌트는외부로드러나는속성즉, 인터페이스를갖는다.

소프트웨어요소또는컴포넌트는다른소프트웨어요소또는컴포넌트와관계를가
지며, 인터페이스를통해서로커뮤니케이션한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소프트웨어요소또는컴포넌트를설계하고변경하는것에대
한원리와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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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개념의개념의 이해이해 (2)(2)
1. 소프트웨어아키텍처정의 (2)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소프트웨어시스템의구조(structure)를정의하며표현
한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상위레벨의추상화를통해서시스템의전반적인모습을
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소프트웨어시스템의모든자세한부분에대한언급은하지않는다.

소프트웨어시스템은여러소프트웨어요소로구성된다.
CBD 관점에서소프트웨어요소란결국컴포넌트가된다.

이들소프트웨어요소즉, 컴포넌트는외부로드러나는속성을갖는다.

CBD에서는인터페이스를통해외부로드러나는속성을표현한다.

그리고컴포넌트는외부로드러나는속성즉, 인터페이스를통해서서로커뮤니케이션한다.

소프트웨어시스템의구조는바로이러한컴포넌트들과컴포넌트사이의인터페
이스관계를보여주며, 결국이것을소프트웨어아키텍처라고부른다.

소프트웨어시스템을구축하는데있어서성공적으로소프트웨어시스템을구축
할수있느냐없느냐는얼마나견고하게소프트웨어아키텍처를정의하는가에달
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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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개념의개념의 이해이해 (3)(3)
2. 소프트웨어아키텍처와다른작업사이의관계

소프트웨어아키텍처가소프트웨어시스템구축의중심에있어야하지만, 그렇다고해서프
로젝트에서수행되는다른작업들을간과해서는안된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와개발작업사이의관계

소프트웨어아키텍처설계작업은요구파악작업에서도출된요구사항과품질속성그리고하드웨
어아키텍처설계작업에서정의된하드웨어아키텍처를입력으로받아소프트웨어아키텍처를정
의하고, 그결과를상세설계/구현/통합/테스트작업에넘겨준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설계작업에서변경된요구사항을요구파악작업에되돌려줌으로써요구사
항을변경할수있게하며, 하드웨어아키텍처에대한변경도하드웨어아키텍처설계작업에되돌
려줌으로써하드웨어아키텍처가변경될수있게한다. 상세설계/구현/통합/테스트작업에서도
출된구현제약사항을받아소프트웨어아키텍처에반영하게한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설계작업에서산출된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소프트웨어시스템을설계하
고구현하는데필요한설계및구현원리와가이드라인을제공해야하며, 설계/구현/통합/테스트
작업에서는소프트웨어아키텍처에정의된원리와가이드라인의범위안에서소프트웨어시스템
을설계하고구현해야한다.

요구파악
소프트웨어아키텍처

설계
하드웨어아키텍처

설계

상세설계, 구현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품질속성

요구사항
변경

하드웨어
아키텍처

하드웨어
아키텍처변경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현
제약사항

시스템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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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개념의개념의 이해이해 (4)(4)
3. 소프트웨어아키텍처가왜중요한가?

소프트웨어아키텍처가중요한이유 : Software Architecture in Practice[1]
이해당사자사이의의사소통

초기설계결정사항

재사용할수있는시스템의추상화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이해당사자사이의의사소통의수단으로사용된다.
소프트웨어시스템의구축에는많은사람들이관여하게되며, 이들을이해당사자
(stakeholder)라고부른다.

고객, 사용자, 개발자, 프로젝트관리자, 조직관리자, 마케팅담당자등이모두포함되며, 이들
은소프트웨어시스템에대하여서로다른관점과요구사항들을갖는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이들이해당사자들사이의서로다른관점을이해하고, 협상하며, 합
의를끌어내며, 서로의사소통하는데기반으로서사용될수있는공통적인언어로서시스템
의추상화(abstraction)를표현한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시스템의초기설계결정사항을표현한다.
아키텍처는구현에대한제약사항을정의하며, 개발할시스템에대한구조뿐만아니
라개발조직의구조도정의한다.
아키텍처는시스템의품질속성을실현할것인지의여부결정및시스템을변경해야
할필요가있을때가장적은비용과위험부담을갖는변경경로를결정하는데사용

아키텍처는프로젝트관리자가비용과스케줄을추정하는데사용

소프트웨어아키텍처를재사용할수있다.
소스코드, 아키텍처를결정짓게한요구사항, 아키텍처설계경험등을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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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비기능비기능 요구사항과요구사항과 품질품질 속성속성(Quality Attribute) (1)(Quality Attribute) (1)
1. 개요

비기능적인요구사항들중에서특별히소프트웨어아키텍처에많은영향을미치
게되는요구사항을품질속성(quality attribute)이라고부른다.

기능적인요구사항만강조한다면소프트웨어아키텍처가그다지중요하지않을
수있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다른비기능적인요구사항즉, 품질속성이중요할때비
로소그가치를이야기할수있는것이된다.

품질속성을소프트웨어시스템에실현하는데있어서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중
요한역할을담당한다.

따라서품질속성은아키텍처레벨에서설계되고평가되어야만한다.

그러나소프트웨어아키텍처그자체로만품질속성을실현할수는없다.

품질속성을실현하기위한고려는설계와구현, 테스트, 배포등의소프트웨어시스
템개발의전작업에서이루어져야한다.

품질속성 Software Architecture in Practice[1]
시스템품질속성(system quality attribute)

비즈니스품질속성(business quality attribute)

아키텍처품질속성(architecture quality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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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비기능비기능 요구사항과요구사항과 품질품질 속성속성(Quality Attribute) (2)(Quality Attribute) (2)
2. 시스템품질속성(system quality attribute) (1)

시스템의품질속성 – Software Architecture in Practice
가용성(availability)
변경가능성(modifiability)
성능(performance)
보안(security)
테스트가능성(testability)
사용성(us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가용성이란시스템이필요할때작동하게될가능성의정도를의미한다.

가용성 =

정기점검은이미예약된작업이므로시스템이필요한시간이아닌것으로간주되어
실패에포함되지않는다. 

변경가능성(modifiability)
변경가능성은시스템을변경하는데소요되는시간과노력등의비용과관련된다.
시스템을변경한다고할때는주로시스템의기능을변경하는것을의미한다.
변경이필요하게되면새로운설계구현및테스트, 배포등의작업이이루어져야하
므로, 이러한모든행위은비용과직결되므로측정되어야한다.

평균실패시간 + 평균복구시간

평균실패시간



10소프트웨어아키텍처

- One Step Ahead -

Copyright ⓒ NEXTREE SOFT CO., LTD., 2007, All Rights Reserved.

2. 2. 비기능비기능 요구사항과요구사항과 품질품질 속성속성(Quality Attribute) (3)(Quality Attribute) (3)
2. 시스템품질속성(system quality attribute) (2)

성능(performance)
성능이란시스템이얼마나빠르고효율적으로원하는기능을수행하는가하는문제
와관련된다.

성능은시스템의사용자가시스템에게작업을요청할때시스템이반응하여결과를
제공하는대기시간(latency)으로 표현될수있으며, 분당(또는초당) 처리할수있
는트랜잭션의수로도표현될수있다.

보안(security)
보안은적법한사용자에대해서는서비스를제공하지만권한이없는사용자에대해
서는서비스를거부하는시스템의능력을측정한다.

보안에서고려해야할요소

인증(authentication) –사용자가자신임을증명하는속성

권한(authorization) –사용자가어떤리소스에접근하게할지를결정하는속성

기밀성(privacy 또는 confidentiality) –권한이없는사용자에게접근을허용하지않게
하는속성

무결성(integrity) –권한이없는사용자가데이터를변경하지못하게하는속성

부인방지(repudiation) –사용자가자신이했다는것을부인하지못하게하는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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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비기능비기능 요구사항과요구사항과 품질품질 속성속성(Quality Attribute) (4)(Quality Attribute) (4)
2. 시스템품질속성(system quality attribute) (3)

테스트가능성(testability)
테스트가능성은테스트를통해소프트웨어가결함(fault)을가지고있음을얼마나
쉽게증명할수있는가를나타낸다.

사용성(usability)
사용성은사용자가얼마나손쉽게원하는작업을할수있는가와관련이있다.

시스템의기능학습

사용자필요충족

효율적인시스템사용

신뢰와만족의증가

에러영향의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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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비기능비기능 요구사항과요구사항과 품질품질 속성속성(Quality Attribute) (5)(Quality Attribute) (5)
3. 비즈니스품질속성(business quality attribute)

시스템의품질속성과함께비즈니스에관련된품질속성도자주아키텍처에영
향을미치게된다.

적시성(time to market)
일정을변경할수없거나, 시장의주도권을잡기위해경쟁사의제품보다먼저출시해야한
다고할때개발일정을맞추는일이중요해지며, 이것은아키텍처에영향을미치게된다.

비용(cost)과예산(budget)
일반적으로유연성이높은아키텍처는그렇지않은아키텍처보다더많은예산이필요하게
된다.

시스템의내구연한(projected lifetime of the system)
시스템의내구연한이길어야한다면변경가능성(modifiability), 확장성(scalability), 
이식성(portability) 등의시스템품질속성이중요해진다.

목표시장(target market)
범용성을갖는소프트웨어라면기능뿐만아니라시스템이실행하는플랫폼도잠재적인시장
의크기를결정하는요소가된다. 따라서이경우에는이식성(portability)과기능성이시
스템의품질속성을결정하게된다.

첫공개일정(rollout schedule)
첫버전에서는기본적인기능만을제공하고, 많은다른기능들을이후버전에서릴리즈하기
로했다면유연성(flexibility)과확장성(extendability)이시스템의중요한품질속성이
된다.

기존시스템(legacy system)과의통합
새로운시스템이기존시스템과통합해야한다면적절한통합메커니즘을정의하는데많은
노력을기울여야하며, 이것은아키텍처를결정하는데있어서제약사항으로작용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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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비기능비기능 요구사항과요구사항과 품질품질 속성속성(Quality Attribute) (6)(Quality Attribute) (6)
4. 아키텍처품질속성(architecture quality attribute)

시스템의품질속성과비즈니스품질속성도소프트웨어아키텍처에영향을주지
만, 특별히아키텍처그자체에만직접관련된품질속성도있다. 이러한품질속
성을아키텍처품질속성이라고하며, 다음과같은품질속성이포함된다.

개념적무결성(conceptual integrity)
모든레벨에서시스템의설계를단일화하는주제나비전을의미한다.

즉, 아키텍처는유사한방법으로유사한일을해야한다는것이다.

정확성(correctness)과완료성(completeness)
아키텍처가시스템의모든요구사항과런타임자원제약을충족시키는것을의미한다. 

빌드가능성(buildability)
적시에가용팀에의해시스템이완료되고개발진행에따라일정한변경이허용되도록한다.

이를위해서는시스템을적절하게모듈로분할하고, 분할된모듈을적절하게개발팀에분배
하고, 모듈과팀사이의종속성을제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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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품질품질 속성의속성의 정의정의 (1)(1)
시스템의품질속성에대한정의는관점다다조금씩달라질수있다. 그러나
대부분의경우 Software Architecture in Practice에서정의한품질속성
안에포함된다.

IEEE에서정의한품질속성
성능(performance)

수용능력(capacity)

신뢰성(reliability)과가용성(availability)

보안성(security)

The Art of Software Architecture에서정의한품질속성
기능성(functionality)

성능 (performance)/효율성(efficiency)

변경가능성(modifiability)

가용성(availability)/신뢰성(reliability)

사용성(usability)

호환성(por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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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품질품질 속성의속성의 정의정의 (2)(2)
Software Requirements에서정의한품질속성

가용성(availability)

효율성(efficiency)

유연성(flexibility)/신장성(extensibility)/확충성(augmentability)/확장성
(extendability)

무결성(integrity)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신뢰성(reliability)

강건성(robustness)

사용성(usability)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호환성(porta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

테스트성(testability)/확인가능성(verif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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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1)
1. 구조, 뷰타입, 스타일, 뷰그리고문서화 (1)

소프트웨어시스템은복잡하여한번에모든것을하나의구조로정의하고표현
하는것은어렵다.

따라서소프트웨어시스템의다양한관점을각기서로다른구조로정의하고표현해
야하며, 한번에하나의구조에만집중해야만한다.

구조란아키텍처적인요소들의집합을의미하며, 이러한구조의표현(representation)이
뷰(view)이다.

뷰타입(viewtype), 스타일(style), 뷰(view)
Software Architecture in Practice, 2nd Edition에서는아키텍처의구조를크
게세개의그룹으로나누고있으며, Documenting Software Architecture에서
는이들구조의그룹을뷰타입(viewtype)이라고부른다.

뷰타입(viewtype)은특정한관점에서소프트웨어시스템의아키텍처를기술하는데
사용되는요소타입(element type)과관계타입(relationship type)을정의한다.

뷰타입세가지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component-and-connector viewtype)

할당뷰타입(allocation viewtype)

세가지뷰타입은아키텍트가시스템을설계할때고려해야만하는세가지관점
(perspective)을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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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2)(2)
1. 구조, 뷰타입, 스타일, 뷰그리고문서화 (2)

뷰타입(viewtype), 스타일(style), 뷰(view)
모듈뷰타입

구현단위의집합으로서시스템이어떻게구조화되는가를보여준다.
컴포넌트-커텍터뷰타입

런타임행위와상호작용을갖는요소의집합으로서시스템이어떻게구조화되는지를보여준
다.

할당뷰타입

소프트웨어요소가환경적인구조에어떻게매핑하는가를보여준다.

이들세가지뷰타입은각각요소타입(element type)과관계타입(relationship type)을제
한한다.

요소가제한되는방법, 요소사이의관계설정방법, 사용또는구성상의제한등에따라여
러가지선택이가능하다. 제한을갖는뷰타입의특수한형식을아키텍처스타일
(architectural style) 또는스타일(style)이라고부르며, 스타일은어떤특정한시스템과
는독립적으로반복되는상호작용의패턴을반영한다.
스타일이특정한시스템에묶여표현될때이러한표현을뷰(view)라고한다.

Module

Decomposition

Uses

Layered

Class

C & C

Client-Server

Concurrency

Shared
Data

Process

Allocation

Work
Assignment

Deployment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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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3)(3)
1. 구조, 뷰타입, 스타일, 뷰그리고문서화 (3)

소프트웨어아키텍처문서화(documenting software architecture)의 7가
지규칙

규칙1.  읽는사람의관점에서문서를작성하라

규칙2.  불필요한반복을피하라

규칙3.  모호한표현을피하라

규칙4.  표준구성을사용하라

규칙5.  설계이유를기술하라

규칙6.  문서를최신버전으로유지하라

규칙7.  목적에적합한지문서를리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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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4)(4)
2.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1)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의요소는구현단위(unit of 
implementation)인모듈(module)이며, 각모듈에는기능적인책임이할당
된다.

효과적으로모듈을분리하기위해서는응집력(cohesion)을최대화하고결합도
(coupling)를최소화해야한다.

응집력이란모듈안에서모듈요소사이에발생하는커뮤니케이션정도이며, 결합도
는모듈이다른모듈과직접적인종속성을갖는정도이다.

UML에서모듈은클래스, 패키지, 서브시스템, 인터페이스로표현된다.
모듈의UML 표현

클래스
<<interface>>
인터페이스패키지

<<subsystem>>
서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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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5)(5)
2.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2)

모듈사이의관계

is-part-of 관계
복합모듈(aggregate module) A 즉, 전체와서브모듈(sub module)B사이의전체/부
분(whole/part) 관계를정의한다.

depends-on 관계
모듈 C와D 사이의종속성(dependency) 관계를정의한다. 일반적으로 depends-on 관
계는초기설계과정에서종속관계의정확한형식이결정되지않을때사용된다.

종속형식이결정되면좀더특정한관계형식으로대체된다.

is-a 관계
좀더일반적으로모듈 E(부모)와 F(자식) 사이의일반화(generalization) 관계를정의한
다.

A C

D

E

F

is-part-of depends-on is-a

복합(composition) 종속(dependency) 일반화(generalization)

B

스타일 : Decomposition Uses Generalizatiion Lay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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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6)(6)
2.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3)

모듈타입의사용목적

Construction
모듈뷰타입은소스코드의청사진(blueprint)을제공한다. 이경우모듈과소스코드파일
이나디렉토리와같은물리적인구조는밀접한대응관계를갖는다.

Analysis
모듈뷰타입은추적성(traceability)과영향도(impact) 분석의도구로사용될수있다.

일반적으로모듈은시스템을분할하기때문에, 시스템의기능적인요구사항이어떤모듈에
서지원되는가를결정할수있게되므로추적성분석을도와준다.

또한, 모듈사이의관계를표현하는다이어그램을통해모듈사이의영향도를분석할수있
다.

Communication
모듈뷰타입은처음시스템을접하는사람들에게시스템의기능성을설명하기위한도구로
사용될수있다.

그러나모듈뷰타입은성능이나신뢰성또는다른런타임품질속성의분석을위한도
구로는적당하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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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7)(7)
2.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4)

모듈뷰타입에는다음과같은네가지스타일이포함된다.
분할 (decomposition) 스타일

거의모든아키텍처는모듈분할스타일에서출발한다.

분할스타일의뷰는아키텍처에대한큰그림을가지고다른사람들과의사소통하는데자주
사용되는도구이다.

변경또는추가되는기능을아키텍처의특정한위치에할당함으로써변경가능성품질속성
을해결하는데사용될수있다.

사용(uses) 스타일

일반화(generalization) 스타일

레이어(layered)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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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8)(8)
2.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5)

분할(decomposition) 스타일
분할(decomposition) 스타일은 is-part-of 관계에초점을맞추며, 시스템의책임
이모듈사이에어떻게분할되는가그리고이들모듈이서브모듈로어떻게분할되는
가를보여주는데유용하다.

모듈뷰타입의다른스타일과는달리분할스타일은제약사항도별로없고, 여러가지
면에서다른스타일과구분된다.

모듈을좀더작은서브모듈로분할하는데사용하는기준은분할하는목적에달려있
다.

먼저일정한품질속성을실현하기위해분할할수도있다.

변경가능성 : 데이터감추기 캡슐화 변경의영향을지역적으로최소화

성능 : 높은성능이요구되는모듈을그렇지않은모듈에서분리하여서로다른전략을
적용

모듈을생성할것인가구입하여사용할것인가의결정도분할의목적이될수있다.

분할스타일뷰

A

B C

D

A

B C D

집합 모듈(aggregation module)에
중첩된 형식

복합(composition)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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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9)(9)
2.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6)

사용(uses) 스타일
사용(uses) 스타일은 depends-on 관계가특수화된 uses 관계에초점을맞춘다.

uses 관계의두모듈사이의관계에서하나의모듈이정확하게기능을발휘하기위해
서는다른모듈이정확하게구현되어있어야하는것을요구한다.

아키텍트는아키텍처의구현을제한하고자할때사용스타일을사용한다.
이스타일은개발자에게다른모듈이구현되어야만자신의모듈이정확하게작동한다는것
을말해준다.

또한, 이스타일은점증적인개발(incremental development)과전체시스템중에서유
용한부분집합만배포하는것이가능하게한다.

UML에서사용스타일은다음과같이 <<uses>> 스테레오타입을갖는종속
<<dependency>> 관계로표현한다.

사용스타일뷰

A 모듈은 B 모듈을사용(uses)하는관계에있다. uses 관계는 depends-on 관계의특별
한형태로서, 하나의모듈(A)의정확성이다른모듈(B)의정확한구현이존재하는지여부에
의존한다면(depends-on) A 모듈은 B 모듈을사용(uses)하고있다고한다.

A B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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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0)(10)
2.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7)

일반화(generalization) 스타일 (1)

일반화(generalization) 스타일은 is-a 관계가특수화된 generalization 
관계에초점을맞춘다.

모듈이일반화관계에있을때공통성(commonality)과가변성
(variation)을정의할수있다.

즉, 부모모듈(parent module)은자식모듈(child module)의좀더일반화
된버전이기때문에, 부모모듈은공통성을포함하게되며자식모듈은가변성을
정의하게된다.

또한,  일반화관계를통해아키텍처의확장(extension)과진화(evolution)를
지원할수있다.

즉, 자식모듈을추가, 삭제또는변경함으로써아키텍처를확장할수있으
며, 부모모듈을변경할때모든자식모듈도함께변경되므로진화를지원
할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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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1)(11)
2.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8)

일반화(generalization) 스타일 (2)
UML에서일반화스타일은다음과같이일반화(generalization) 또는실현
(realization) 관계로표현한다.

일반화스타일뷰

일반화관계의구현방법에서구현상속(implementation inheritance)과인터페
이스상속(interface inheritance)을구별해야할필요가있다.

구현상속(implementation inheritance)
부모클래스로부터행위를상속받아그것을수정함으로써좀더특수한행위를정의하는것

UML의일반화 (generalization)관계로표현

인터페이스상속(interface inheritance)
자식클래스가부모클래스즉, 인터페이스에지정된행위를구현하겠다는것을말한다.

UML의실현(realization) 관계로표현한다.

P

C 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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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2)(12)
2.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9)

레이어(layered) 스타일 (1)
레이어스타일도다른모듈스타일과마찬가지로소프트웨어를단위로분할한다.

레이어스타일에서단위는레이어(layer)이며, 각레이어는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표현한다.

레이어는소프트웨어를분할하고각레이어는가상머신을구성한다.

각레이어는엄격한순서(ordering) 관계에따라상호작용을한다.

레이어방식

엄격한레이어방식(strict layered)

상위레이어는같은레이어또는바로하위의레이어만사용할수있게한다.

유연한레이어방식(flexible layered)

엄격한레이어방식에유연성을부여하여어떤하위레이어라도사용할수있도록한다.

주의사항
두방식모두상위레이어로의직접접근은허용되지않는다.

상위레이어로의접근은엄격히제한되며, 다만하위레이어가이벤트를발생시켜상위레이
어로메시지를전달하는것은부분적으로허용된다.

레이어스타일은변경가능성(modifiability)과이식성(portability) 품질속성을
실현하도록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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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3)(13)
2.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10)

레이어(layered) 스타일 (2)
레이어에는데이터감추기(data-hiding) 원리가적용되기때문에, 하위레이어에서
의변경은인터페이스뒤로완전히감추어지며상위레이어에영향을미치지않게된
다.

머신이나운영체제등의종속성을레이어안에감출수있으므로인터페이스가변경
되지않는한상위레이어에서는인터페이스에의존하여머신, 운영체제등에독립적
인방식으로이식성을제공할수있다.

자바가상머신(Java Virtual Machine)과 .NET의 CLR(Common Language 
Runtime)이레이어의가상머신개념을사용한것이다.

레이어스타일은다음과같은이점을제공한다.
레이어는시스템을구축할때청사진의역할을한다.

대형시스템에서는모듈의개수가급격히증가하고, 따라서이들사이의종속성도확장된다.

레이어는분석도구로도활용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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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4)(14)
2. 모듈뷰타입(module viewtype) (11)

레이어(layered) 스타일 (3)
UML에서레이어는 <<layer>> 스테레오타입을갖는패키지로표현되며, 패키지사이의관계
는 <<allowed to use>> 스테레오타입을갖는종속(dependency) 관계로표현된다.
레이어스타일뷰

레이어(Layer)
모듈뷰타입에속함

논리적으로시스템을분할

레이어사이의관계 : allowed to use
양방향커뮤니케이션허용안됨

모듈분할기준 : 변경의용이성
티어(Tier)

컴포넌트-커넥터(component-and-connector) 뷰타입의클라이언트-서버(client-
server) 스타일에서사용
물리적인계층으로시스템을분할

티어사이의상호작용 : 요청 –응답(request-reply) 커넥터로표현
양방향커뮤니케이션허용함

모듈분할기준 : 런타임효율성을기반으로모듈을분할

<<layer>>
A

<<layer>>
B

<<allowed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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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5)(15)
3.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component-and-connector viewtype) (1)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은프로세스(process), 객체(object), 클라이언트
(client), 서버(server), 데이터저장소(data store)와같이런타임행위와상
호작용을갖는요소로구성된모델을정의한다.

구성요소

컴포넌트
시스템안에서실행되는본질적인연산요소와데이터저장소이다.

커넥터
둘이상의컴포넌트사이의상호작용의실행경로이다.

컴포넌트타입

클라이언트, 서버, 필터(filter), 객체, 데이터베이스등

이들컴포넌트타입은일반적인연산속성과형식이라고하는관점에서정의된다.
예를들어, 서버타입의컴포넌트는클라이언트타입의컴포넌트가호출할수있는서비스를
제공하는인터페이스를가져야하며, 클라이언트컴포넌트로부터서비스가요청될때그에
해당하는연산기능을제공해야한다.

컴포넌트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인터페이스를갖는다.

클래스의인터페이스와구별하기위해런타임특성을강조하여컴포넌트인터페이스
를포트(port)라고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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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6)(16)
3.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component-and-connector viewtype) (2)

커넥터
프로시저호출(procedure call)

클라이언트와서버관계

비동기메시지(asynchronous message)
컴포넌트사이의커뮤니케이션

이벤트다중캐스트(event multi cast)
파이프(pipe)

비동기적이며순서지향적인데이터스트림을표현

채널(channel)
데이터베이스서버와클라이언트사이의트랜잭션지향적인커뮤니케이션

커넥터인터페이스
커넥터의인터페이스를역할(role)이라고한다.

컴포넌트가상호작용하는데사용되는방식을정의

예
클라이언트-서버커넥터

invokes-services(서비스호출)와 provides-services(서비스제공) 역할
파이프커넥터

writer(쓰기)와 reader(읽기) 역할
출판-구독커넥터

publisher(출판자)와 subscriber(구독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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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7)(17)
3.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component-and-connector viewtype) (3)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의관계
Attachment 관계

어느커넥터가어느컴포넌트에부착되어있는가를표현함으로써, 시스템을컴포넌트와커
넥터의그래프로서정의한다.

UML에서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은컴포넌트를패키지로, 포트는인터페이스로, 
커넥터는연관관계로표현한다.

연관관계가복잡하여추가적인애트리뷰가필요하다면연관클래스(association class)를
포함하는연관관계로커넥터를표현할수도있다.

시스템은 <<subsystem>> 스테레오타입을갖는패키지로표현된다.

컴포넌트-커텍터뷰타입요소의UML 표현

<<subsystem>>
시스템

컴포넌트객체

커넥터 클래스

커넥터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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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8)(18)
3.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component-and-connector viewtype) (4)

컴포넌트-커텍터뷰타입은성능(performance), 신뢰성(reliability), 가용성
(availability) 등과같은런타임시스템품질속성의실험을결정하는데사용된
다.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은다음과같은문제에해답을제공한다.

시스템의주요실행컴포넌트는무엇이며, 그들이어떻게상호작용하는가?
주요공유데이터저장소는무엇인가?
시스템의어느부분이몇번이나복제되어야하는가?
시스템이실행될때데이터가어떻게진행되는가?
커뮤니케이션의상호작용에사용되는프로토콜은무엇인가?
시스템의어느부분이병렬로실행되어야하는가?
시스템의실행구조를어떻게바꿀수있는가?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에는다음과같은스타일이포함된다.
파이프-필터(pipe-and-filter) 스타일
공유데이터(shared data) 스타일
출판-구독(publish-subscribe) 스타일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스타일
피어-투-피어(peer-to-peer) 스타일
커뮤니케이트-프로세스(communicating-processes)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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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9)(19)
3.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component-and-connector viewtype) (5)

파이프-필터(pipe-and-filter) 스타일

filter : 컴포넌트의타입
파이프를통해받은데이터를변형시키고그결과를파이프로전송한다.

pipe : 커넥터
데이터스트림을한필터의출력포트에서다른필터의입력포트로운반하는커넥터이다.

파이프는데이터의내용을전혀변경시키지않는다.

커뮤니케이션중에데이터를버퍼에저장하므로, 필터는비동기적으로, 동시적으로또는독
립적으로작업을처리할수있다.

공유데이터(shared data) 스타일
공유데이터스타일에서상호작용의패턴은지속성을갖는데이터의교환이지배적이다.

적어도하나의저장소에지속성을갖는데이터를저장하고, 이데이터는여러모듈에의해사용된
다. 예)데이터베이스시스템

출판-구독(publish-subscribe) 스타일
출판-구독스타일에서컴포넌트는발생된이벤트를통해서로커뮤니케이션한다.

이벤트를발생시키는컴포넌트를출판자(publisher)라고하며, 이벤트를받는컴포넌트를구독
자(subscriber)라고한다.

출판-구독스타일의커넥터는일종의이벤트버스(event bus)가된다. 출판자컴포넌트가이벤
트를버스에올려놓으면, 커넥터는이들이벤트를적절한구독자컴포넌트에전달한다.

출판-구독스타일은컴포넌트를분리시킴으로써, 시스템의다른부분에영향을주지않고한부분
을수정할수있는이점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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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20)(20)
3.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component-and-connector viewtype) (6)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스타일
클라이언트-서버스타일에서컴포넌트는다른컴포넌트에게서비스를요청함으로써
서로커뮤니케이션을한다.
서버컴포넌트는하나이상의인터페이스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며, 클라이언트는
서버가제공하는서비스를사용한다.
클라이언트는서버가어떤서비스를제공하는지를알아야만한다.
서버는서비스요청이들어오기전까지는클라이언트에대해아무것도알수없으며, 
클라이언트의요청에대해서만반응할뿐이다.
서비스의호출은동기적이다.

클라이언트가서버의서비스를호출한후에는리턴할때까지기다려야만한다.
전형적인사용예

비즈니스애플리케이션에서자주사용하는 n티어클라이언트서버모델이며, 가
장일반적인스타일은 3티어클라이언트서버모델이다.
1Tier-클라이언트애플리케이션, 2Tier-비즈니스로직서비스, 3Tier-데이터서비스

피어-투-피어(peer-to-peer) 스타일
피어-투-피어스타일에서컴포넌트즉, 피어(peer)는상대방과서비스를교환함으로
써직접커뮤니케이션한다.
컴포넌트는클라이언트와서버의역할을모두하게된다.

따라서이스타일의커넥터는양방향프로토콜을지원하여양방향커뮤니케이션
을가능하게해야한다. 예) 분산컴퓨팅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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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21)(21)
3. 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component-and-connector viewtype) (7)

커뮤니케이트-프로세스(communicating-processes) 스타일
커뮤니케이트-프로세스스타일에서는데이터교환, 메시지전달, 동기화등의다양한
커넥터메커니즘을통해서컴포넌트가동시에실행하며상호작용을한다.

커뮤니케이트-프로세스스타일은대부분의대형시스템에서공통적으로사용되며, 
모든분산시스템에서필요하다.

이스타일의핵심은요소들이비교적독립적으로동작한다는것이며, 시스템이동작
하는방법을이해하는데있어서동시성(concurrency)이중요한부분이된다.

이스타일은성능과신뢰성을분석하는데사용될수있으며, 설계단계에서는어느컴
포넌트가어떤프로세스에할당되어야만하는가를결정할때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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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22)(22)
4. 할당뷰타입(allocation viewtype) (1)

할당뷰타입(allocation viewtype)은소프트웨어요소가환경적인구조에어
떻게매핑하는가를보여준다.

즉, 모듈또는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의요소들이환경요소에할당되는것을표현한
다.

구성요소

환경요소(environment element)
프로세서, 디스크, 구성항목또는개발그룹과같은환경적인구조

소프트웨어요소(software element)
모듈또는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의요소

할당뷰타입의관계

소프트웨어요소에서환경요소로의방향성을갖는 allocated-to 관계

할당뷰타입에는다음과같은스타일이포함된다.
배포(deployment) 스타일

구현(implementation) 스타일

작업할당(work assignment)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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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23)(23)
4. 할당뷰타입(allocation viewtype) (2)

배포(deployment) 스타일 (1)
배포스타일에서는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대개의경우, 커뮤니케이트-프로세스스
타일)의소프트웨어요소즉, 프로세스(process)가실행플랫폼에할당된다.

다음과같은속성을갖는다.
CPU 속성 –프로세서속도, 프로세서의개수, 버스속도, 명령실행속도등

메모리속성 –메모리용량, 메모리속도등

데이터저장소 –데이터저장용량, 디스크액세스속도등

커뮤니케이션채널 –대역폭등

배포스타일은성능(performance), 신뢰성(reliability), 보안(security) 등의분
석에사용되며, 비용견적에도사용될수있다.

하드웨어에소프트에어를할당하는방법을변경시킴으로써성능을향상시킬수있다.

배포스타일에는구현자가가정또는사용하지않아야하는정보를포함하고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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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24)(24)
4. 할당뷰타입(allocation viewtype) (3)

배포(deployment) 스타일 (2)
UML에서배포스타일의뷰는배포다이어그램(deployment diagram)으로표현
한다.

배포다이어그램은커뮤니케이션연관(communication association) 관계로연
결되는노드(node)의그래프이다.

배포스타일뷰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서버 컴포넌트

<<database>>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시스템

<<deploy>>

RPC

서버 시스템

<<deploy>>

<<de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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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25)(25)
4. 할당뷰타입(allocation viewtype) (4)

구현(implementation) 스타일
구현스타일은모듈뷰타입의모듈요소를개발환경에매핑시킨다.

구성요소

환경적인요소

파일과디렉토리와같은구성항목

소프트웨어요소

클래스나함수와같은모듈

작업할당(work assignment) 스타일
작업할당스타일은모듈뷰타입의모듈요소를개발조직에매핑시킨다.

구성요소

환경적인요소

개인, 팀, 부서등과같은조직단위

소프트웨어요소

클래스나함수와같은모듈

UML에서는작업할당스타일의뷰를표현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고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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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의구조의 응용응용 (1)(1)
아키텍처구조

RUP(Rational Unified Process)
4+1 뷰

Applied Software Architecture
소프트웨어아키텍처구조

1. 4+1 뷰아키텍처모델(4+1 view model of architecture) (1)
Philippe Kruchten, “The 4+1 View Model of Architecture”, 1995.

4 : 4개의구조, 1 : 1개의유스케이스
4개의분리된구조로구성되는아키텍처개념을제시
이들 4개구조가서로충돌되지않는지, 시스템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지를증명
하기위해체크방법으로유스케이스를사용할것을제안

Kruchten은 1995년에발표한논문에서논리적인뷰(logical view), 개발뷰
(development view), 프로세스뷰(process view), 물리적인뷰(physical 
view) 등 4개의뷰와시나리오(scenarios)라는용어를사용했다.
Kruchten은 2000년에출간된 The Rational Unified Process An 
Introduction(2nd Edition)에서는개발뷰대신에구현뷰
(implementation view)를사용하고, 물리적인뷰대신에배포뷰
(deployment view)를사용하였고, 시나리오대신에유스케이스뷰(use case 
view)를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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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의구조의 응용응용 (2)(2)
1. 4+1 뷰아키텍처모델(4+1 view model of architecture) (2)

4+1 뷰 (2000)

논리뷰(logical view)
시스템의기능적인요구사항즉, 시스템이최종사용자를위해해야만하는것을나타
낸다.
설계모델의추상화이며, 주요설계패키지와서브시스템, 클래스를식별한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구조에서모듈뷰타입에속한다.

논리뷰
(Logical View)
논리뷰

(Logical View)
구현뷰

(Implementation View)
구현뷰

(Implementation View)

프로세스뷰
(Process View)
프로세스뷰

(Process View)

최종사용자
기능성

시스템 통합자
성능
확장성
결과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토폴로지
배포
설치
커뮤티케이션

class diagram
sequence diagram
collaboration diagram

class diagram
statechart diagram
activity diagram

component diagram

deployment diagram

분석가/테스터
행위

배치뷰
(Deployment View)

배치뷰
(Deployment View)

유스케이스뷰
(Use Case View)

Use-case diagram

유스케이스뷰
(Use Case View)

Use-c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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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의구조의 응용응용 (3)(3)
1. 4+1 뷰아키텍처모델(4+1 view model of architecture) (3)

구현뷰(implementation view)
개발환경안에서정적인소프트웨어모듈(소스코드, 데이터파일, 컴포넌트, 실행파
일등)의구성을보여준다.

개발자관점에서소프트웨어의구현과관리적인측면을컴포넌트다이어그램
(component diagram)으로표현한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구조에서할당뷰타입중에서구현스타일에속한다.

초기에는구현뷰를개발뷰(development view)라고하였으며, 컴포넌트뷰
(component view)라고도한다.

프로세스뷰(process view)
런타임시의시스템의동시적인면즉, 태스크(task)나쓰레드(thread), 프로세스
(process) 그리고이들사이의상호작용등의관계를표현하며, 성능이나가용성과
같은시스템의비기능적인요구사항을고려한다.

프로세스뷰는시스템의프로세스구조를 <<process>>와 <<thread>> 스테레오
타입을사용하여클래스다이어그램과컴포넌트다이어그램으로표현한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구조에서컴포넌트-커넥터뷰타입에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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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의구조의 응용응용 (4)(4)
1. 4+1 뷰아키텍처모델(4+1 view model of architecture) (4)

배치뷰(deployment view)
다양한실행파일과다른런타임컴포넌트가해당플랫폼또는컴퓨팅노드에어떻게
매핑되는가를보여주며, 가용성, 신뢰성, 성능, 확장성등의시스템의비기능적인요
구사항을고려한다.

물리적인노드의구성과상호연결관계를배포다이어그램(deployment 
diagram)으로표현한다.

소프트웨어아키텍처구조에서할당뷰타입중에서배포스타일에속한다.

초기에는배포뷰를물리적인뷰(physical view)라고하였다.

유스케이스뷰(use case view)
몇개의주요유스케이스또는시나리오를포함한다.

초기에이들유스케이스또는시나리오는아키텍처를도출하고설계하는작업을주
도한다.

나중에이들은아키텍처의다른뷰를검증하는데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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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의구조의 응용응용 (5)(5)
2. Applied Software Architecture의 4개뷰 (1)

Applied Software Architecture에서는소프트웨어아키텍처를다음과같이 4개의뷰로구분한다.

개념뷰(conceptual view)

모듈뷰(module view)

실행뷰(execution view)

코드뷰(code view)

Applied Software Architecture의 4개뷰

개념뷰
(conceptual view)

모듈뷰
(module view)

코드뷰
(code view)

소스 코드

컴포넌트(component)
커넥터(connector)
구성(configuration)

모듈(module)
서브시스템(subsystem)

레이어(layer)

모듈 제약사항
(module constraint)

새로운 모듈 분할
(new module partitioning)

실
행

뷰

(execution view
)

런타임 엔티티 변경
(change to runtime entity)

런타임 엔티티
(runtime entity)

모듈(module)

새로운 모듈 분할
(new module partitioning)

컴포넌트(component)
커넥터(connector)
구성(configuration)

런타임 제약사항
(runtime constraint)

소프트웨어아키텍처

하
드
웨
어

아
키
텍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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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의구조의 응용응용 (6)(6)
2. Applied Software Architecture의 4개뷰 (2)

개념뷰(conceptual view)
개념뷰는애플리케이션도메인(application domain)과밀접하게묶여있다.

시스템의기능성이개념적인컴포넌트(conceptual component)라고하는아키텍처요소에매
핑되며, 커넥터요소에의해조율되며데이터교환이이루어지게된다.

개념뷰에서해결되는엔지니어링관심사는다음과같다.
시스템이문제를어떻게해결하는가?

상업용컴포넌트가시스템의다른부분과어떻게통합되며상호작용을하는가?

도메인특정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가어떻게시스템에통합되는가?

기능성이제품릴리즈에어떻게나뉘어지는가?

요구사항또는도메인변경의영향을어떻게최소화할수있는가?

모듈뷰(module view)
모듈뷰는개념뷰의컴포넌트와커넥터가서브시스템과모듈에매핑되는가를보여준다.

아키텍트는개념적인솔루션이현재의소프트웨어플랫폼과기술로실현될수있는지를보여주어
야한다.

모듈뷰에서해결되는엔지니어링관심사는다음과같다.
제품이소프트에어플랫폼에어떻게매핑되는가?

어떤시스템서비스를사용하며, 어디서사용하는가?

어떻게테스팅이지원되는가?

어떻게모듈사이의종속성을최소화할수있는가?

어떻게모듈과서브시스템의재사용성을최대화할수있는가?

상업용컴포넌트, 소프트웨어플랫폼또는표준의변경에대하여제품을분리하기위해어떤테크닉을사용
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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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의구조의 응용응용 (7)(7)
2. Applied Software Architecture의 4개뷰 (3)

실행뷰(execution view)
실행뷰는모듈을런타임플랫폼이제공하는요소에어떻게매핑되는지그리고이들
이하드웨어아키텍처에어떻게매핑되는지를표현한다.

시스템의런타임엔티티(runtime entity)와이들의메모리사용이나하드웨어할
당과같은속성을정의한다.

실행뷰에서중요한부분은제어흐름(flow of control)이다.

개념뷰 –논리적인제어흐름을보여준다.

실행뷰 –런타임플랫폼관점에서제어흐름을보여준다.

실행뷰에서해결되는엔지니어링관심사는다음과같다.
시스템이성능(performance), 복구(recovery), 재구성(reconfiguration) 요구사항을
어떻게충족시키는가?

로드밸런싱(load balancing)과같이시스템자원의사용을어떻게분배할것인가?

동시성(concurrency), 복제(replication), 분산(distribution) 등의문제를어떻게해
결할것인가?

런타임플랫폼의변경에대한영향을어떻게최소화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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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의구조의 응용응용 (8)(8)
2. Applied Software Architecture의 4개뷰 (4)

코드뷰(code view)
아키텍트는실행뷰에서의런타임엔티티가배포컴포넌트(deployment 
component)에어떻게매핑되는지, 모듈뷰에서의모듈이소스컴포넌트(source 
component)에어떻게매핑되는지, 배포컴포넌트가소스컴포넌트로부터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결정한다.

코드뷰에서해결되는엔지니어링관심사는다음과같다.
제품업그레이드에들어가는시간과비용을어떻게줄일수있는가?

제품버전과릴리즈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

빌드시간을어떻게줄일것인가?

개발환경을지원하기위해어떤도구가필요한가?

통합과테스팅을어떻게지원하는가?



49소프트웨어아키텍처

- One Step Ahead -

Copyright ⓒ NEXTREE SOFT CO., LTD., 2007, All Rights Reserved.

5. 5.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의구조의 응용응용 (9)(9)
Rational Rose의 4개뷰 (2003.06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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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ooCBDooCBD 개발방법론에서의개발방법론에서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1)
1. 개요

ooCBD개발방법론에서는소프트웨어아키텍처를다음과같이 4개의부분으로구분한다.
비즈니스아키텍처(business architecture)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application architecture)

기술아키텍처(technical architecture)

데이터아키텍처(data architecture)

ooCBD개발방법론의소프트웨어아키텍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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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ooCBDooCBD 개발방법론에서의개발방법론에서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2)(2)
2. 비즈니스아키텍처(business architecture)

비즈니스아키텍처는도메인영역에서의요구사항을정의하고구조화하는것을지원한다.

비즈니스아키텍처는유스케이스뷰로정의하며, 요구파악단계에서정의된구조화된유스케이스모델
로표현한다.

비즈니스아키텍처는비기능요구사항에대한명세도포함한다.

유스케이스뷰 –비즈니스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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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ooCBDooCBD 개발방법론에서의개발방법론에서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3)(3)
3.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application architecture) (1)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는도메인영역에서의비즈니스문제를해결하기위한비
즈니스컴포넌트(business component), 사용자인터페이스컴포넌트(user 
interface component), 구현컴포넌트(implementation component)들
을정의한다.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는다음과같이세개의뷰로나뉘어진다.

논리뷰(logical view)
사용자인터페이스뷰(user interface view)
구현뷰(implementation view)

논리뷰(logical view)
논리뷰는시스템의기능적인요구사항을지원한다.
ooCBD개발방법론에서논리뷰의아키텍처요소는비즈니스컴포넌트이다.
이것은 CBD에서논리뷰의아키텍처적인요소가개념적인컴포넌트이어야할필요
가있기때문이며, 궁극적으로이것은아키텍처적인요소를클래스로정의하는객체
지향적인방법론과구별되는특징이라고할수있다.
비즈니스컴포넌트는시스템의기능성을개념적인비즈니스인터페이스(business 
interface)로정의하며, 구현뷰(implementation view)에서정의되는구현컴포
넌트(implementation component)로실현된다.
논리뷰는비즈니스컴포넌트의논리모델(logical model)을클래스다이어그램
(class diagram)으로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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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ooCBDooCBD 개발방법론에서의개발방법론에서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4)(4)
3.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application architecture) (2)

논리뷰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

<<layer>>
비즈니스퍼사드레이어

<<layer>>
비즈니스레이어

<<layer>>
데이터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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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ooCBDooCBD 개발방법론에서의개발방법론에서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5)(5)
3.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application architecture) (3)

사용자인터페이스뷰(user interface view)
사용자인터페이스뷰에는사용자인터페이스클래스다이어그램(user interface 
class diagram)과화면이동맵(screen navigation map)이포함된다.

사용자인터페이스뷰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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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ooCBDooCBD 개발방법론에서의개발방법론에서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6)(6)
3.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application architecture) (4)

구현뷰(implementation view)
구현뷰는개발환경안에서정적인소프트웨어모듈(소스코드, 데이터파일, 구현컴
포넌트, 실행파일)의구성을보여준다.

Applied Software Architecture에서의모듈뷰와코드뷰가결합된것과유사하
다.

아키텍트는논리뷰의아키텍처요소인비즈니스컴포넌트가현재의소프트웨어플
랫폼과기술로실현될수있는지를보여주어야한다.

구현뷰는구현모델(implementation model)을컴포넌트다이어그램
(component diagram) 또는클래스다이어그램(class diagram)으로표현한다.

구현모델은디렉토리뷰(directory view)와네임스페이스뷰(namespace view)
로구분되어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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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ooCBDooCBD 개발방법론에서의개발방법론에서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7)(7)
3.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application architecture) (5)

구현모델 –패키지뷰
p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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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ooCBDooCBD 개발방법론에서의개발방법론에서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8)(8)
4. 기술아키텍처(technical architecture) (1)

기술아키텍처는비즈니스아키텍처에서도출된품질속성을실현하기위한기술
적인기반을구축하며, 구현컴포넌트의실행환경을구성한다.

기술아키텍처는컴포넌트재사용과요구변화에대한견고성을위주로프레임워
크(framework)를설계하며, 하드웨어와네트워크를포함하는물리적인시스
템의구조를보여준다.

기술아키텍처는크게다음과같이두개의뷰로구성된다.
기술유스케이스뷰(technical use case view)

배포뷰(deployment view)

기술유스케이스뷰(technical use case view) (1)
기술유스케이스뷰는시스템의품질속성에서기술적인요구사항을기술유스케이
스로정의하고, 기술유스케이스실현(technical use case realization)을통해공
통라이브러리(common library) 또는프레임워크를구성하는기술아키텍처요소
를정의한다.

기술유스케이스뷰는 <technical>> 스테리오타입을갖는유스케이스로구성된유
스케이스다이어그램(use case diagram)으로표현된다. 이와함께프레임워크의
설계모델을보여주는클래스다이어그램(class diagram)도기술유스케이스뷰에
포함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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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ooCBDooCBD 개발방법론에서의개발방법론에서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9)(9)
4. 기술아키텍처(technical architecture) (2)

기술유스케이스뷰(technical use case view) (2)

배포뷰(deployment view) (1)
다양한실행파일과다른런타임컴포넌트가해당플랫폼또는컴퓨팅노드
(computing node)에어떻게매핑되는가를보여준다.

배포뷰는물리적인노드의구성과상호연결관계를배포다이어그램(deployment 
diagram)으로표현한다.

<<technical>>
분산처리

<<technical>>
트랜잭션처리

<<technical>>
보안처리

<<technical>>
웹 지원

<<technical>>
캐싱

<<technical>>
예외처리

<<technical>>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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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ooCBDooCBD 개발방법론에서의개발방법론에서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0)(10)
4. 기술아키텍처(technical architecture) (3)

배포뷰(deployment view) (2) –기술아키텍처

클라이언트시스템

웹
브라우저

웹 서버 시스템

WebLogic
Server

애플리케이션 서버 시스템

WebLogic
Server

데이터베이스 서버 시스템

Oracle

RMI-IIOP

방화벽

HTTP

HTTP

아마존 서점

시스템

배송 시스템SOAP

SOAP

기종 : XXX 시스템
운영체제 : HP UX11.11
애플리케이션 서버 : WebLogic Server 8.1

기종 : Pentium4 이상
운영체제 : Windows XP 이상
웹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 6.0 이상

기종 : XXX 시스템
운영체제 : HP UX11.11
웹 서버 : WebLogic Server 8.1

기종 : XXX 시스템
운영체제 : HP UX11.11
데이터베이스 서버 : Oracle 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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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ooCBDooCBD 개발방법론에서의개발방법론에서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소프트웨어아키텍처 구조구조 (11)(11)
5. 데이터아키텍처(data architecture)

데이터아키텍처는도메인영역에서의정보의지속성요구문제를처리한다.

일반적으로데이터뷰(data view)는 E-R 다이어그램(entity relationship diagram)
으로데이터의논리모델과물리모델을표현한다. 데이터아키텍처에물리데이터모델
(physical data model)만포함시킬수도있다.

데이터뷰 –데이터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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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1)(1)
1. 아키텍처스타일과아키텍처패턴 (1)

아키텍처스타일이란 “사용방법에제한을가진요소와관계타입의기술(a 
description of element and relation types, together with a set of 
constraint on how they can be used)”로정의된다.
1990년대초소프트웨어아키텍처커뮤니티

반복되는문제의해결방식에서특정한종류의요소들이서로특정한관계속에서사
용되고있음을발견, 이것을아키텍처스타일이라고함

객체지향프로그래밍커뮤니티
자신의영역안에서문제에대한반복적인해결방식이있다는것을발견

이것을디자인패턴(design pattern)이라고함

POSA(Pattern-Oriented Software Architecture, Volume 1 : A 
System of Patterns, 1996, John Wiley & Sons)

아키텍처스타일과디자인패턴을연결시킴

아키텍처스타일을디자인패턴과같은형식으로패턴언어를사용하여정의

이것을아키텍처패턴(architecture pattern)이라고함

아키텍처스타일
아키텍처패턴보다는좀더광범위한디자인솔루션

아키텍처패턴
시스템의많은아키텍처컴포넌트중에서몇개안에서만국한되는디자인솔루션

아키텍처스타일과아키텍처패턴을구별하지않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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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2)(2)
1. 아키텍처스타일과아키텍처패턴 (2)

아키텍처메타모델(architecture meta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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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3)(3)
2. 아키텍처스타일과레퍼런스아키텍처 (1)

레퍼런스아키텍처(reference architecture)는요소와타입을정의한다.

특정한도메인에적용된다.
따라서레퍼런스아키텍처는도메인기능성(domain functionality)이아키텍처
요소에어떻게매핑되는가를정의한다.

아키텍처스타일, 레퍼런스아키텍처, 소프트웨어아키텍처

아키텍처스타일
(아키텍처패턴) 레퍼런스아키텍처 소프트웨어아키텍처

요소와관계

타입정의

기능성과아키텍처

요소의매핑정의

아키텍처요소의
인스턴스정의

아키텍처스타일 예 가끔 아니오

레퍼런스아키텍처 예 예 아니오

소프트웨어아키텍처 예 예 예



64소프트웨어아키텍처

- One Step Ahead -

Copyright ⓒ NEXTREE SOFT CO., LTD., 2007, All Rights Reserved.

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4)(4)
2. 아키텍처스타일과레퍼런스아키텍처 (2)

J2EE 애플리케이션레퍼런스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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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5)(5)
3. 아키텍처패턴과디자인패턴 (1)

패턴(pattern)
반복적으로발생하는문제들을설명하고, 이문제들에대한해결방안의핵심을설명
한것

패턴은 13개의부분으로이루어진템플릿으로구성된패턴언어를사용하여기술

패턴이름, 분류, 의도, 다른이름, 동기, 응용, 구조, 참여자, 협력방법, 결과, 구현, 
예제코드, 잘알려진사용예, 관련패턴등이포함

POSA –아키텍처패턴정의
“아키텍처패턴은소프트웨어시스템에대하여기본적이며구조적인스키마를표현
한다. 이것은미리정의된서브시스템의집합을제공하며, 이들의책임을명시하고, 
이들사이의관계를구성하는규칙과가이드라인을포함한다.”

아키텍처패턴(architecture pattern)
아키텍처스타일을패턴언어의템플릿에맞추어기술한것

가장높은레벨의추상화로애플리케이션을구조화하는방법을기술하는것

따라서아키텍처패턴은애플리케이션의기본적인구조를명시함으로써큰단위
(coarse-grained)를갖는설계의시작으로서사용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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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6)(6)
3. 아키텍처패턴과디자인패턴 (2)

디자인패턴(design pattern)
디자인패턴은특정한상황에서일반적인설계문제를해결하도록수정된객체와클
래스사이의커뮤니케이션을기술한것이다.
재사용가능한객체지향적인설계를생성하는데유용한공통적인설계구조에서주
요개념을식별하고이름을부여하고추상화한다.
참여클래스와인스턴스를식별하고, 그들의역할과협력관계를정의하며, 이들에게
책임을분배한다.
각디자인패턴은특정한객체지향문제에집중하며, 언제패턴을적용할지그리고다
른설계제약관점에서도패턴을적용할수있는지, 또한패턴의사용결과와장단점에
대하여기술한다.

추상화의상세레벨로아키텍처패턴과디자인패턴을구분할수있다.
GoF의MVC(model-view-controller) 패턴

디자인패턴및아키텍처패턴으로사용될수있다.
MVC 패턴이하나의프로그램에서표현방식(view)을데이터(model)와제어방식
(controller)으로부터분리하기위해사용되었다면디자인패턴이라고할수있다.
전체시스템을프리젠테이션(view), 비즈니스로직(controller), 데이터액세스(model)
의레이어또는티어로분리하기위해MVC 패턴을사용했다면이때는아키텍처패턴이라
고할수있다.

ooCBD개발방법론에서아키텍처패턴은아키텍처정의단계에서사용하며, 디
자인패턴은프레임워크설계나비즈니스컴포넌트의내부의클래스를설계할때
많이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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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7)(7)
3. 아키텍처패턴과디자인패턴 (3)

GoF Design Patterns

생성 구조 행위

클래스

객체

객채

Interpreter

Template Method

AdapterFactory Method

Abstract Factory

Builder

Prototype

Singleton

Adapter

Bridge

Composite

Decorator

Façade

Proxy

Chain of Responsibility

Command

Iterator

Mediator

Momento

Flyweight

Observer

State

Strategy

Visitor

목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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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8)(8)
3. 아키텍처패턴과디자인패턴 (4) - POSA 아키텍처패턴정의

분류 아키텍처패턴

From Mud to Structure

Layers

Pipes and Filters

Blackboard

Distributed Systems Broker

Interactive Systems
Model-View-Controller

Presentation-Abstraction-Control

Adaptable Systems
Microkernel

Reflection

POSA I

Service Access and 
Configuration

Wrapper Façade

Component Configurator

Interceptor

Extension Interface

Event Handling

Reader

Proactor

Asynchronous Completion Token

Acceptor-Connector

Synchronization

Scoped Locking

Stratgized Locking

Thread-Safe Interface

Double-Checked Locking Optimization

Concurrency

Active Object

Monitor Object

Half-Sync/Half-Async

Leader/Followers

Thread-Specific Storage

POSA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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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9)(9)
3. 아키텍처패턴과디자인패턴 (5) - Microsoft 아키텍처패턴정의

분류 아키텍처패턴

Web Presentation

Model-View-Controller

Page Controller

Front Controller

Intercepting Filter

Page Cache

Observer

Deployment

Layered Application

Three-Layered Services Application

Thread Distribution

Three-Tiered Distribution

Deployment Plan

Distributed Systems

Broker

Data Transfer Object

Singleton

Service
Service Interface

Service Gateway

Performance and 
Reliability

Server Clustering

Load-Balanced Cluster

Failover Cluster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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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10)(10)
3. 아키텍처패턴과디자인패턴 (6) – J2EE 아키텍처패턴정의

분류 J2EE 아키텍처패턴

프리젠테이션레이어

Intercepting Filer
Front Controller
Context Object
Application Controller
View Helper
Composite View
Service to Worker
Dispatcher View

비즈니스레이어

Business Delegate
Service Locator
Session Façade
Application Service
Business Object
Composite Entity
Transfer Object
Transfer Object Assembler
Value List Handler

인테그레이션레이어

Data Access Object
Service Activator
Domain Store
Web Service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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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11)(11)
3. 아키텍처패턴과디자인패턴 (7) – Core J2EE Patterns의패턴관계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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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12)(12)
4. 프레임워크(Framework) (1)

GoF의Design Pattern -프레임워크정의
“프레임워크는소프트웨어의특정한클래스에대하여재사용할수있는설계로구성
된관련된클래스들의집합이다. 프레임워크는설계를추상적인클래스로분리하고
그들의책임과협동관계를정의함으로써아키텍처적인가이드를제공한다. 여러분
은프레임워크로부터추상적인클래스를서브클래싱하여애플리케이션에특정한서
브클래스를생성함으로써특정한애플리케이션에대하여프레임워크를커스터마이
징한다.”

프레임워크를사용하는이유및장점 (1)
모듈화(modularity)

프레임워크는구현을인터페이스뒤에감추는캡슐화를통해서모듈화를강화한다.

재사용성(reusability)
프레임워크가제공하는인터페이스는여러애플리케이션에서반복적으로사용할수있는일
반적인컴포넌트를정의할수있게함으로써재사용성을높여준다.

도메인지식과경험있는개발자들의이전의노력을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요구사항과
소프트웨어설계에대한공통의솔루션을반복적으로재개발하고그에대해유효성을다시
확인하는작업을피할수있게한다.

프레임워크컴포넌트를재사용하는것은소프트웨어의품질, 성능, 신뢰성, 상호운용성을향
상시킬뿐만아니라, 프로그래머의생산성을상당히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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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13)(13)
4. 프레임워크(Framework) (2)

프레임워크를사용하는이유및장점 (2)
확장성(extensibility)

프레임워크는다형성(polymorphism)을통해애플리케이션이프레임워크의인터페이스
를확장할수있게한다.

프레임워크확장성은새로운애플리케이션서비스와특성을커스터마이징하는것을보장하
는데있어서필수적인사항이며, 또한프레임워크를애플리케이션의가변성으로부터분리
함으로써재사용성의이점을얻게한다.

제어의역흐름(inversion of control)
일반적으로어떤모듈을호출함으로써해당모듈을재사용하게된다.

그러나프레임워크에서는이와는반대로제어흐름으로의재사용성을지원한다.

즉, 프레임워크코드가전체애플리케이션의처리흐름을제어하며, 특정한이벤트가
발생할때다형성을통해애플리케이션이확장한메소드를호출함으로써제어가프레
임워크로부터애플리케이션으로거꾸로흐르게한다.

이러한제어의역흐름을통해서프레임워크가외부의이벤트에대해서애플리케이션
이어떠한메소드들을수행해야하는지를결정할수있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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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14)(14)
4. 프레임워크(Framework) (3)

프레임워크를사용하는이유및장점 (3)

J2EE 플랫폼에서사용될수있는상용또는오픈소스기반의여러개의프레임워크가있다. 많이
사용되고있는대표적인오픈소스프레임워크는다음과같다.

이밖에도다양한오픈소스프레임워크가존재하며, 이들프레임워크를선택하여사용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애플리케이션을손쉽게구현할수있다.

WAF(Web Application Framework)

Oracel ADF(Application Development Framework)

Verge Web Framework

SQLExecutor JDBC Framework

Gabriel Security Framework

프레임워크 개요

Jakarta Struts MVC 패턴과Model 2 기반의웹애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

Java Server Faces
풍부한사용자인터페이스를갖는웹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기위한서버기
술(server-side technology)을제공하는프레임워크

Spring Framework
가벼운컨테이너, AOP(Aspect-Oriented Programming) 지원, JDBC 
추상화, MVC 웹프레임워크등의기능을제공하는애플리케이션프레임워
크

Hibernate Framework Object/Relational 지속성과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지속성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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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15)(15)
4. 프레임워크(Framework) (4) – WAF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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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16)(16)
5. 아키텍처와설계 (1)

아키텍처와설계는어떻게다른것인가?
무엇이아키텍처이고, 무엇이설계일까?
아키텍처와설계의경계는어디인가?

아키텍처는설계이지만모든설계가아키텍처는아니다.

아키텍처는아키텍처적으로중요한사항을결정하며, 이결정에따라설계및구
현작업에제약사항을부여하게된다. 그리고설계및구현작업에서의모든행위
는아키텍처의제약사항을준수해야한다. 그러나아키텍처적으로중요하지않은
사항에대해서는설계및구현작업에서자유롭게결정될수있으며, 아키텍처가
구현을정의하지는않는다.
아키텍처적으로중요한사항이란것은무엇이며, 아키텍처적으로중요하지않은
사항이란것은무엇인가?

소프트웨어아키텍처정의
“소프트웨어아키텍처는소프트웨어요소와이들요소의외부속성그리고이들사이의관계
를구성하는시스템의구조이다”

속성이외부로드러나는소프트웨어요소가아키텍처적으로중요한것이다.
소프트웨어요소가외부로드러나지않아다른요소에게인식될수없다면그요소는
아키텍처적으로중요하지않은것이다.
아키텍처적으로중요한소프트웨어요소를아키텍처요소(architectural 
element)라고하며, 아키텍처적으로중요하지않은소프트웨어요소를비아키텍처
요소(nonarchitectural element)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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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17)(17)
5. 아키텍처와설계 (2)

비즈니스컴포넌트와클래스, 데이터베이스 (1)

비즈니스컴포넌트는인터페이스를외부로노출하지만클래스는내부에감추고있다.

아키텍처요소

비즈니스컴포넌트가외부로노출하는인터페이스

비아키텍처요소

비즈니스컴포넌트내부에감추어져있는클래스들

클라이언트

비즈니스컴포넌트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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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키텍처아키텍처 관련관련 개념들개념들 (18)(18)
5. 아키텍처와설계 (3)

비즈니스컴포넌트와클래스, 데이터베이스 (2)
데이터베이스와테이블은클라이언트에대하여감추어져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데이터베이스의테이블에서데이터를읽고저장하기위해서는반
드시비즈니스컴포넌트를거쳐야하기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와테이블은클라이언트즉, 외부에노출되지않으므로, 이관점에서본
다면비아키텍처요소가되어야하지만, 데이터베이스와테이블은아키텍처요소이
다.

데이터베이스가비즈니스컴포넌트에대해서는외부로드러나는것이기때문이라고할수도
있다.

아키텍트의관점에서아키텍처의전반적인목적상데이터베이스와테이블이아키텍
처적으로중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아키텍처요소라고할수있다.

아키텍트는아키텍처의전반적인목적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으로아
키텍처요소와비아키텍처요소를구분하는경계선을긋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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