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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련 동향 

• 소프트웨어는 현재 수많은 산업분야에서 핵심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의 비가
시성으로 인해 관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들이 프로젝트의 

3대 요소인 시간, 비용, 품질 목표 달성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가시
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
리의 효율화를 모색해 왔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련 동향 

• 80년대까지 구조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서 
90년대 이후 급속히 객체지향 방법으로 이동하
고 있는 추세이다. 

•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이 비교적 낮았던 90년
대까지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었지만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된 요즈음에
는 소프트웨어의 비기능적인 측면, 즉, 소프트웨
어의 재사용성, 가독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련 동향 

• 프로그램은 자료구조와 자료처리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객체지향 방법이 자료구조와 알
고리즘은 묶어 클래스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
하여 코드레벨의 재사용성을 향상시켰다. 
• 프로젝트 개발 기간 중 코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안팎이고 40% 이상의 시간이 프로젝트 전
반부, 즉,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전반부의 효율성은 프로젝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현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기반을 둔 개발 방
법론으로 프로젝트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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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련 동향 

• 아키텍처 패턴 사용의 증가로 패턴 언어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 패턴이 증가함에 따라 패턴 선택을 용이하게 하
는 패턴 분류 및 조직화와 패턴 색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
법론이 제안되며 이를 지원하는 CASE 툴 개발이 
연구되고 있다. 

• 학계에서는 패턴의 정형화(formalization)에 대
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시스
템의 구성요소(components)와 그들이 지
니고 있는 외부로 드러나는 특성, 그리고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시스템 
구조이다. 

• 모든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특정 아키텍처
로 표현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관점에 따라 하나 이
상의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고객, 사용자, 마케
팅 담당자, 개발 조직 관리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로부터 제시
된 기능적 또는 비기능적 요구사항들을 만
족시켜야 한다. 

• 아키텍처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집된 
요구사항에 따라 아키텍트에 의해 구상된 
시스템의 상위레벨 설계로서 시스템의 주 
골격을 보여준다. 



이해  
관계자 

아키텍트 

아키텍처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ANSI/IEEE Std 1471-2000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 
조직 체계로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요소와 이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 구성요소들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시스템의 설계와 진화방향을 
결정하는 원칙들로 실체화된다.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시스
템을 특정 관점(viewpoint)에서 본 다양한 
뷰(view)들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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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아키텍처 뷰는 다음 세가지 사항들을 명확
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어떻게 코드 단위 집합(모듈)으로 구

성되는가? : 모듈 뷰 

– 시스템 요소들은 실행 시 어떻게 행동하고 연

동되는가? : 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 시스템은 어떻게 비 소프트웨어 구조(CPU, 파
일 시스템, 네트워크, 개발팀 등)와 관계를 맺

는가? : 할당 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모듈 뷰 (Module View) 

– 구현과 관련된 모듈을 아키텍처 요소로 정의하는 구
조적 뷰 

– SW 개발 단계의 상위 레벨 SC (Structure Chart)로 
대체할 수 있다. 

– 모듈 뷰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각 모듈에 부여된 주요 기능들은 무엇인가? 

• 어떤 소프트웨어 요소가 사용되도록 허가된 모듈인가? 

• 실제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 어떤 모듈이 일반화나 특수화 관계인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Component & Connector View) 
– 실행 시에 발생하는 컴포넌트와 커넥터를 아키텍처 요소로 
하는 기능적 뷰 

– 상위 레벨 DFD (Data Flow Diagram)로 대체할 수 있다. 
 

– 이 뷰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실행 컴포넌트는 무엇이고 이것들은 어떻게 연
동되는가? 
• 가장 중요한 공유 데이터 저장소는 무엇인가? 
• 어떤 부분이 복제됐는가? 
•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 어떤 부분이 시스템에 병렬로 실행되는가? 
• 어떻게 시스템의 구조가 실행 시에 변경되는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할당 뷰 (Allocation View) 
–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실행되는 외부환경과 소프트
웨어 요소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뷰 

–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성된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생략
될 수 있다. 

– 할당 뷰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어떤 프로세스로 각 소프트웨어 요소가 실행되는가? 
• 시스템이 개발되고 테스트되고 운용될 때 각 요소는 어느 파
일에 저장되는가? 
• 개발팀에 부여되는 소프트웨어 요소는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아키텍처는 
–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 시스템에 대한 초기 설계를 결정해 주며 이는 시스템 
개발과 배치, 유지보수와 관련된 많은 결정사항들을 
미리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 타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추상화모델이 
되어 광범위한 재사용이 가능하다. 

– 개발 제약사항을 결정한다. 

– 개발 구조를 결정한다. 

– 시스템의 품질속성을 장려하거나 억제한다. 

– 시스템 품질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아키텍처는 
– 시스템 변화 이유 파악과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 점진적 프로토타입 개발에 도움이 된다. 

– 정확한 비용과 일정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 시스템 요소를 외부에서 개발해 구현할 수 있게 한다. 

– 설계방법을 적당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 템플릿 기반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팀원 훈련의 기본이 된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적용 가이드 

• SW 시스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로
부터 충분한 요구사항이 수집되면 아키텍
트 혹은 아키텍트 팀은 SW 아키텍처 수립
을 시작한다. 

•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여 시스템에 적합한 
아키텍처 패턴 또는 참조 모델을 선택하여 
참조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현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매핑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적용 가이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참조 아키텍처 

아키텍처 패턴 참조 모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적용 가이드 

1.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2.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현 시스템 핵심 요구사항들을 만
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 패턴을 선택한다. 

3. 선택된 아키텍처를 적용 후 발생할 결과를 검토하여 어
느 정도 용납되는 단점을 야기하더라도 반드시 확보되
어야 할 장점을 제공한다면 그 아키텍처를 선택한다.  

4. 필요한 경우 선택된 아키텍처 패턴을 현 요구사항에 부
합되도록 변형한다. 

5. 시스템 카테고리 내에 적용할 아키텍처 패턴이 없는 경
우, 요구사항을 좀 더 일반화(generalization)하여 1단
계로 돌아간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시스템 카테고리 아키텍처 패턴 

일반 시스템 
Layers 

Pipes and Filters 
Blackboard 

분산 시스템 
distributed system 

Broker 
Pipes and Filters 

Microkernel 

상호작용 시스템 
interactive system 

MVC 
PAC 

적응 시스템 
adaptable system 

Microkernel 
Reflection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문제 카테고리 디자인 패턴 

구조 분해 
structural decomposition 

Whole-Part  

작업 조직화 
organization of work 

Master-Slave  

액세스 제어 
access control 

Proxy 

관리 
management 

Command Processor 
View Handler 

통신 
communication 

Forwarder-Receiver 
Client-Dispatcher-Server 



Broker 패턴 & 
Microkernel 패턴 

Broker 패턴: 동적 호출 구현 

Reflection 패턴 Layers 패턴 

Blackboard 패턴 

Pipes 패턴 & 
Filters 패턴 

Publisher-
Subscriber 패턴 

View Handler 패턴 
Command 

Processor 패턴 

MVC / PAC 패턴 

Proxy 패턴 
Client-

Dispatcher-Server 
패턴 

Forwarder-
Receiver 패턴 

Master-Slave 패턴 

Whole-Part 패턴 

요청전달 
Broker 패턴: 브로커 내부로부터 
클라이언트/서버를 숨김 

Microkernel 패턴: 어댑터 구현 

분산 슬레이브  
프로세스간 통신 

메타레벨 분해 

내부 구조화 

지식 소스 구현 

기본/메타  
레벨 구조화 

레이어간 통신 

뷰 조정 

뷰 조정 
변경 전파 

명령 핸들링 

송신자/수신자 분리 

분산 슬레이브 
대리역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심의 가이드 

• 아키텍처가 목표로 하는 품질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각 품질 목표 간에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를 파
악하기 위하여 ATAM (Architecture 
Tradeoff Analysis Method)을 사용한다. 

• 심의 참여자 
– 평가팀 

– 프로젝트 결정권자  

– 이해관계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심의 가이드 

• 심의 결과물 
– 아키텍처에 대한 간단 명료한 소개 

– 명확한 비지니스 목표 기술 

– 시나리오 형태의 품질 요구사항 

– 아키텍처 결정사항을 품질 요구사항으로 매핑 

– Sensitivity 포인트와 tradeoff 포인트 

– 위험요소와 비 위험요소 

– 위험 주제 

 



ATAM 평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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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ATAM 설명 

단계 2: 비즈니스 드라이버 설명 

단계 3: 아키텍처 설명 

단계 4: 아키텍처 접근법 정리 

단계 5: 품질속성 유틸리티 트리 
생성 

단계 6: 아키텍처 접근법 분석 

단계 7: 브레인스토밍과 시나리오 
우선순위 결정 

단계 8: 결과 발표 



ATAM 평가단계 

• 단계 1 : ATAM 설명 
– 평가 리더가 프로젝트의 대표들에게 ATAM을 소
개 

• 단계 2 : 비즈니스 드라이버 설명 
– 프로젝트 결정권자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스템 
전반을 설명하는데, 이때 다음 사항을 포함 한다. 
• 가장 중요한 시스템 기능 

• 기술적, 관리적, 경제적, 정치적 제약 사항 

•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 목표와 배경 

• 주요 이해관계자 

• 아키텍처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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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M 평가단계 

• 단계 3 : 아키텍처 설명 
– 수석 아키텍트(또는 아키텍처팀)는 아키텍처를 적
절한 수준으로 설명한다.  

– ‘적절한 수준’의 결정 요소 
• 아키텍처 설계와 문서화는 어느 정도로 돼 있는가? 

•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동작(behavioral) 요구사항과 품질 요구사항의 특징은 
무엇인가? 

• 단계 4 : 아키텍처 접근법 정리 
– 평가팀이 명확한 패턴과 접근법을 단순하게 목록
으로 정리하고, 서기가 다듬어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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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M 평가단계 

• 단계 5 : 품질속성 유틸리티 트리 생성 
– 유틸리티 트리(utility tree) 기법을 사용해 품
질속성의 목표를 자세히 기술한다. 

• 단계 6 : 아키텍처 접근법 분석 
– 평가팀은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부
터 차례대로 조사한다.  

– 각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위해 아키텍트가 사
용한 접근법을 조사하고 접근법에 따라 팀은 
관련된 아키텍처 결정사항을 문서화하고 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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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M 평가단계 

• 단계 7 : 브레인스토밍과 시나리오 우선순위 
결정 
– 평가팀은 이해관계자에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각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시나리오를 도
출해 달라고 요청한다. 

– 시나리오 수집 후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순위내의 시나리오만 다음단계로 넘긴다. 

• 단계 8 : 아키텍처 접근법 분석 
– 평가팀은 단계6에서와 같은 활동을 한다.  
– 새롭게 생성된 시나리오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현재까지 다루지 않은 아키텍처 산출물에 매
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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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M 평가단계 

• 단계 9 : 결과 발표 
– 평가 리더는 결과 발표에서 ATAM의 단계와 각 단
계에서 수집된 업무 배경, 요구사항, 제약사항, 아
키텍처 등 모든 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주고 
아래의 결과물을 제시한다. 
• 문서화된 아키텍처 접근법 

• 시나리오와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 

• 유틸리티 트리 

• 발견한 위험요소 

• 문서화한 비위험요소 

• 발견한 센서티비티 포인트와 트레이드오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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