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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연구 배경 

• 소프트웨어 특성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 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시간, 비용, 자원(인적, 

물적) 예측이 힘들다. 
– 업무 분할과 분담이 어렵다. (부 프로젝트 및 

모듈 정의가 어렵다) 
– 각 부분간 연결 및 호환성 유지가 힘들다. 
– 프로젝트 진행평가(Progress check)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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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연구 배경 

•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기
법을 도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화를 추
구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은 일반적으로 다음 생명주기를 
따른다. 
– 요구사항 분석 
– 소프트웨어 설계 
– 시스템 구현 
– 시스템 시험 및 평가 
– 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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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연구 배경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시
스템 변경이 어려워진다. 

• 프로젝트 전반부(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꾀하는 길이
다. 

• 일반적으로 분석 및 설계에 40%, 구현에 
20%, 시험 및 평가에 40%의 시간이 소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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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연구 배경 

• 소프트웨어 개발의 초점은 다음과 같은 추
세로 변화되어 왔다. 
– 60년대: Function library 등을 이용한 소스코

드레벨 재사용 
– 70년대: 구조적 방법(Structural method)을 이

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 80년대: 객체지향 방법(Object-oriented 

method)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 90년대 이후: 아키텍처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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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연구 배경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이용한 소프트웨
어 개발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프로젝트 관리(Planning, Organizing, 

Implementing, Measuring)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능적인 특성과 비기능
적인 특성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한다. 

– 아키텍처 레벨의 재사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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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아키텍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골격이다. 
•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건축물의 구조를 253

개의 패턴으로 집약하여 1977년 “A Pattern 
Language – Towns Buildings Construction”
을 출판하였다. 

• 전문가들은 어떤 새로운 문제(problem) 해결
을 위해 이미 유사한 문제에 적용되었던 해법
의 재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 소프트웨어 분야도 아키텍처를 이용한 개발
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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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건축에서의 아키텍처
와 유사하지만 건축 아키텍처보다는 ‘추상적’
이다. 

• IEEE Std 1471-2000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Architectural Description of 
Software-Intensive Systems)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련 표준이 제안되었다. 

• 현재 미국 Carnegie Melon University(CMU)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에서 소프
트웨어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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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아키텍처 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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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RUP (Rational Unified Process) 
–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성방법에 대한 중대한 결정사

항을 모아 놓은 것. 
• ANSI/IEEE standard 1471-2000 

–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component)들, 이
들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 각 구성요소들의 특성 및 
이들이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진화를 위한 
각종 원칙들의 집합. 

• CM SEI (Carnegie Melon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 중

에 외부에 드러나는 특성, 그리고 구성요소들의 관계
를 표현하는 시스템의 구조나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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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아키텍처는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아키텍트에 의해 

구상되는 시스템의 상위레벨 설계이다. 
•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고객, 사용자, 마케팅 담당자, 개

발 조직 관리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
들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기능적 또는 비기능적 요구사
항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 아키텍트는 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여건상 임시적으로 조직될 수도 있지만 기능적
으로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한다.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물리적인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나 세부적인 구현 사항은 포함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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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이전의 아키텍처와 시스템을 수립한 경험과 지식은 유사
한 프로젝트, 또는 기업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순환을 통해 관리한다. 

• 피드백 순환은 아키텍처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아키텍
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 
피드백은 결국 새로운 요구사항이 되어 기존의 요구사항
에 영향을 준다. 

• 개발 경험이 축적되면 특정 회사에서 개발하는 시스템들
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Domain-specific 아키텍
처 패턴이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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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아키텍처 비즈니스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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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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화
모델이 되어 광범위한 재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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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아키텍처는 
– 개발 제약사항을 결정한다. 
– 개발 구조를 결정한다. 
– 시스템의 품질속성을 장려하거나 억제한다. 
– 시스템 품질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 시스템 변화 이유 파악과 관리를 용이하게 한

다. 
– 점진적 프로토타입 개발에 도움이 된다. 
– 정확한 비용과 일정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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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 아키텍처는 
– 시스템 요소를 외부에서 개발해 구현할 수 있

게 한다. 
– 설계방법을 적당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 템플릿 기반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팀원 훈련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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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 모든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특정 아키텍처
로 표현될 수 있다. 

•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요구사항이 
수집되면 아키텍처 설계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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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관점에 따라 하나 이
상의 뷰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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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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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 ANSI/IEEE std 1471-2000의 뷰포인트와 뷰 정의 
 
– 뷰포인트: 뷰를 생성 및 묘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관점. 

 
– 뷰: 구성요소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 또는 구조들

의 부분 집합. 
 

• ANSI/IEEE std 1471-2000에서는 시스템 아키텍처
를 비롯한 시스템 전체에 걸쳐 연관된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적인 모델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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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 범례 
– Box: 객체들의 클래스을 표현 
– Line: 객체들간의 연관을 표현 
– 연관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 라벨로서의 역할: System과  Environment 사이의 역할
들을 알 수 있다. 

• 다중성을 표현하는 역할: “1..*”는 ‘1대다’ 또는 ‘다대다’
라는 관계의 ‘다중성’을 표현한다. 

– Diamond: 객체의 한 부분이라는 관계 표현 
• 뷰들은 개념적인 모델의 Architectural Description의 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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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 아키텍처 뷰는 개발 시스템과 회사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다. 

• 아키텍처 뷰는 다음 세가지 사항들을 명확히 보
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어떻게 코드 단위 집합(모듈)로 구성되는가? 
– 시스템 요소들은 실행 시 어떻게 행동하고 연동되는

가? 
– 시스템은 어떻게 비 소프트웨어 구조(CPU, 파일 시스

템, 네트워크, 개발팀 등)와 관계를 맺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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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 SEI가 제안하는 뷰 
– 모듈(Module) 뷰: 구현과 관련된 모듈을 아키텍처 

요소로 정의하는 구조적 뷰 
– 컴포넌트와 커넥터(Component & Connector) 뷰: 

실행 시에 발생하는 컴포넌트와 커넥터를 아키텍
처 요소로 하는 기능적 뷰 

– 할당(Allocation) 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실행
되는 외부환경과 소프트웨어 요소 간에 어떤 관계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당하는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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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 모듈 뷰 

 
– 분할 뷰 (Decomposition View): 큰 모듈에서부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작은 단위로 분할하면서 표현하는 뷰 
 

– 사용 뷰 (Uses View): 새로운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하거나 
유용한 기능의 부분집합을 추출하는 데 사용 
 

– 계층 뷰 (Layered View): 계층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들의 일관된 집합. 이러한 계층으로 표현한 뷰 
 

– 클래스 뷰 (Class View): 모듈 단위가 클래스라면 클래스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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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 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 프로세스 뷰: 프로세스나 스레드 간의 연결이나 상태 일치, 

독립된 행위를 프로세스 뷰에 표시 
 

– 동시성 뷰(Concurrency View): 연산 작업의 연속을 표현한 
아키텍처 요소인 논리적 스레드로 단위 사용 
 

– 공유 데이터 뷰: 변화가 없는 데이터를 생성, 저장하고 이
용하는 컴포넌트와 커넥터로 구성 

 
– 클라이언트/서버 뷰: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이고 

커넥터는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서
버가 사용하는 통신규약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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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 할당(Allocation) 뷰 

 
– 배치 뷰(Deployment View):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프로

세스 혹은 대화 요소에 어떻게 할당되는지 보여주는 뷰 
 

– 구현 뷰(Implementation View): 소프트웨어 요소(일반적으
로 모듈)가 시스템의 개발환경, 통합환경, 형상관리환경에
서 파일 구조에 어떻게 대응되는지 보여주는 뷰 
 

– 업무할당 뷰(Work Assignment View): 개발팀에게 구현이
나 통합 모듈의 개발 책임을 적당히 할당하는 것을 보여주
는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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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 Kruchten이 제안한 “4+1” 뷰 
– 논리적(Logical) 뷰: 논리적 뷰의 요소는 ‘핵심 추상화’

로 객체지향 분야에서 객체와 객체 클래스로 분명하
게 표현하는 뷰 

– 프로세스(Process) 뷰: 동시성과 기능 분산에 초점을 
두는 뷰 

– 개발(Development) 뷰: 소프트웨어 모듈과 라이브러
리, 하위시스템, 개발 단위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는 뷰  

– 물리적(Physical) 뷰: 소프트웨어 요소들이 어느 프로
세스와 노드에 대응되는지 보여주는 뷰 

– 유스케이스(Usecase) 뷰: 시스템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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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 기타 뷰 
– Siemens의 Four 뷰 

• 개념(Conceptual) 뷰 
• 모듈(Module) 뷰 
• 코드(Code) 뷰 
• 실행(Execution) 뷰 

 
– Rational ADS (Architectural Description Specification) 

뷰 
• 요구사항(Requirements) 뷰 
• 디자인(Design) 뷰 
• 실현(Realization) 뷰 
• 확인(Verification)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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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립 

• 뷰포인트와 뷰는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 예
를 들어 시스템이 실행되면 분할 뷰의 모듈은 
하나의 컴포넌트와 커넥터 뷰나 일부분, 아니
면 여러 개의 컴포넌트와 관련이 있다. 
 

•  각 뷰는 서로 협력해, 하나 이상의 품질속성
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여러 가지 
구조를 사용하면 관심사항을 분리
(separation-of-concerns)해 아키텍처를 수립
할 수 있고, 수립된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이
해관계자에게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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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미 개발된 유

사한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먼저 고려한다. 
• 시스템의 특정 품질 속성을 만족시키기 적합한 아키텍처

가 존재하고 이를 아키텍처 패턴이라 한다. 
• 아키텍처 패턴은 시스템 요소들과 그 요소들 사이의 관

계를 특정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게 하는 제약사항들의 
집합이다. 

•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축적되면 특정 회사에서 개발하
는 시스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Domain-
specific 아키텍처 패턴이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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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 참조 모델은 기능성으로 구분된 모듈과 모듈 간
의 데이터 흐름을 표시한 것으로 특정 문제를 효
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
다. 

• 참조 아키텍처는 참조 모델에서 정의된 기능들
을 구현 대상인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과 요소 
간 데이터 흐름으로 대응시켜 놓은 것이다. 

• 아키텍처 패턴, 참조 모델, 참조 아키텍처는 아키
텍처 자체는 아니지만 아키텍처의 요소를 획득
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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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 참조를 통한 아키텍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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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참조 아키텍처 

아키텍처 패턴 참조 모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 아키텍처 패턴 유형 
– 구조화 시스템(Structural system) 

• Layers 아키텍처 패턴 
• Pipes and Filters 아키텍처 패턴 
• Blackboard 아키텍처 패턴 

– 분산 시스템(Distributed system) 
• Broker 아키텍처 패턴 

– 상호작용 시스템(Interactive system) 
• MVC(Model-View-Controller) 아키텍처 패턴 
• PAC(Presentation-Abstraction-Control) 아키텍처 패턴 

– 적응 시스템(Adaptable system)  
• Microkernel 아키텍처 패턴 
• Reflection 아키텍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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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 구조화 시스템(Structural system): 작업 초기 단계의 

상태를 조직화된 구조로 변환한다. 
– Layers 아키텍처 패턴 

• 애플리케이션을 구조화하기 위해 서브태스크들을 그룹으로 묶
어 분해한다. 이때 특정 추상 레벨에 있는 서브태스크들끼리 묶
어서 서브태스크들을 각각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 Pipes and Filters 아키텍처 패턴 
•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시스템 구조를 제공한다. 각 프로세

싱 단계는 필터 컴포넌트로 캡슐화된다. 데이터는 파이프를 통
해서 인접한 필터들 간에 전달된다.  

– Blackboard 아키텍처 패턴 
• 명확히 정의된 해법 전략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도메인에서 문

제를 해결할 때 유용 
• 부분적인 해법 혹은 대략적인 해법을 수립하기 위해 몇 가지 특

수한 서브시스템들의 지식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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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 분산 시스템(Distributed system): 최근의 하
드웨어 기술의 경향은 경제성, 성능과 범위성, 
고유 분산성등의 이유로 분산 시스템을 채택
하고 있으며 분산 시스템에는 중앙집중적 시
스템(centralized system)이 가지고 있는 것과
는 근본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 Broker 아키텍처 패턴 

• 분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조화할 때 유용 
• 분산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Broker 패턴을 적용할 경우 

브로커 컴포넌트가 (요청 전달 등의) 통신을 관할하며 
결과와 예외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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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 상호작용 시스템(Interactive system): 상호 작용 기능이 지원

되는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유의할 사항은 핵심 기
능을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유
지하는 것이다. 
– MVC(Model-View-Controller) 아키텍처 패턴 

• 상호작용 애플리케이션을 세 개의 컴포넌트로 분리 
– 모델(model)은 핵심 기능과 데이터를 포함한다.  
– 뷰(view)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출력한다.  
– 컨트롤러(controller)는 사용자 입력을 처리한다.  

– PAC(Presentation-Abstraction-Control) 아키텍처 패턴 
• 계층구조를 이룬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을 이루어 상호작용 소프트웨

어 시스템의 구조를 형성하고 애플리케이션 기능의 특정 측면을 담당한
다.  

• 각 에이전트는 프레젠테이션, 추상, 컨트롤,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어떤 에이전트의 핵심 기능 및 그와 통
신하는 다른 에이전트들을 사람-컴퓨터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분
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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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 적응 시스템(Adaptable system): 시스템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가며 개발자는 서비스를 고객마다 각기 다른 요구사항
에 맞춰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아키텍처
를 정의할 때 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변경에 유연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 Microkernel 아키텍처 패턴 

• 변해가는 시스템 요구사항에 적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
할 때에 적용한다.  

• 최소 핵심 기능을 확장 기능과 특정 고객에 맞춰진 부분으로부터 분리
해낸다. 또한 마이크로커널은 확장 부분을 플러그처럼 장착하며 협력 
관계를 조정하는 소켓과 같은 역할을 한다. 

– Reflection 아키텍처 패턴 
•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조와 동작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을 제공한다.  
• 애플리케이션은 메타 레벨과 기본 레벨,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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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 Microkernel 패턴 
– Mach: 다른 운영체제를 에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

반을 형성하기 위해 개발 
– 아메바(Amoeba): 마이크로 커널 자체와 아메바 

주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서버들의 집합 
– 윈도우 NT: 세 가지의 외부 서버, 즉 OS/2 1.x 서

버, 포직스(POSIX) 서버, Win32서버를 제공 
– MKDE(Microkernel Datenbank Engine) 시스템: 

물리적 데이터 액세스, 데이터 캐싱, 트랜잭션 관
리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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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 디자인 패턴은 중간 정도 규모의 패턴으로
, 일반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며 특별한 
정황에서 일반적인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컴포넌트들 간의 구조
를 표현한다. 

• 디자인패턴은 아키텍처 패턴보다는 작지
만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합하게 맞춰
진 이디엄(Idiom)보다는 상위 레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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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 디자인 패턴 유형 
– 구조 분해 

• Whole-Part 디자인 패턴 
– 작업 조직화 

• Master-Slave 디자인 패턴 
– 액세스 제어 

• Proxy 디자인 패턴 
– 관리 

• Command Processor 디자인 패턴 
• View Handler 디자인 패턴 

– 통신 
• Forwarder-Receiver 디자인 패턴 
• Client-Dispatcher-Server 디자인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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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 구조분해: 서브시스템과 복잡한 컴포넌트를 
서로 협력하는 여러 부분들로 분해하도록 지
원하는 패턴을 포함하고 서브시스템과 복잡
한 컴포넌트는 작고 독립적인 컴포넌트들로 
구조화되어 있을 경우에 더욱 쉽게 처리된다. 
–  Whole-Part 디자인 패턴 

• 의미적 단위로 컴포넌트를 모으는(aggregate) 데 도움
을 준다. 

• Whole 객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컴포넌트(constituent 
component)들, 즉 Part 객체들을 캡슐화한다. Whole은 
Part간의 협력(collaboration) 관계를 조직화하며, 자체 
기능에 대한 공통 인터페이스(common interface)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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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 작업 조직화: 복잡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서는 대체로 여러 컴포넌트들이 협력관계를 
맺어야 하고 특별한 종류의 서비스들을 위해
서 작업 조직화를 이루려는 패턴은 원천 기법
(enabling technique)들에 근거하고 있다. 
–  Master-Slave 디자인 패턴 

• 장애 허용성(fault tolerance), 병렬 계산(parallel 
computation), 계산 정확도(computational accuracy)를 
지원한다.  

• 마스터(master) 컴포넌트는 자신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슬레이브(slave) 컴포넌트에 작업을 분산하고, 이 슬레
이브들에서 반환된 결과들로부터 최종 결과를 계산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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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 제어: 컴포넌트나 전체 서브시스템에 
클라이언트가 직접 액세스할 수 없거나 액세
스하지 말아야 하는 시스템에 사용된다. 
– Proxy 디자인 패턴 

• 컴포넌트의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컴포넌트 자체가 아
니라 컴포넌트의 대리자(representative)와 통신하도록 
해준다.  

• 위치보유자(placeholder)는 효율을 향상시키고 쉽게 액
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며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액세
스를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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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구조가 잘 짜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경우, 
대개 독립적인 ‘관리(manager)’ 컴포넌트가 동질
적인(homogeneous) 객체들의 컬렉션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 Command Processor 디자인패턴 

• Command Processor 디자인 패턴은 서비스에 대한 요청과 
서비스의 실행을 분리한다.  

• 커맨드 프로세서 컴포넌트는 요청을 독립적인 객체로 관리하
며 실행을 스케쥴링하고 추후 작업취소(undo)에 대비해 요청 
객체를 저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View Handler 디자인 패턴 
• View Handler 디자인 패턴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뷰 핸들러 컴포넌트를 사용
하면 클라이언트가 뷰를 열고 조작하고 닫으며, 뷰들 간의 종
속성을 조정하고, 뷰의 업데이트를 조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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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분산하려면 분산 서브시스템들은 서로 

협력해야 하므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분산시스템의 컴포넌트들과, 분산 시스템이 통신을 위해 사용
하는 메커니즘 간의 결합도(coupling)를 줄이기 위해 캡슐화
(encapsulation)와 위치 투명성(location transparency)이 필요
하다.  
– Forwarder-Receiver 디자인 패턴 

• Forwarder-Receiver 디자인 패턴은 피어투피어(peer-to-peer) 상호작용 
모델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위해서 투명한 IPC(inter-process 
communication)를 제공한다.  

• 기반 통신 메커니즘으로부터 피어(peer)들을 분리(decoupling)하기 위
해 송신기(forwarder)와 수신기(receiver)를 도입한다. 

– Client-Dispatcher-Server 디자인 패턴 
• Client-Dispatcher-Server 디자인 패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디스

패처(dispatcher) 컴포넌트라는 중간 레이어를 도입한다. 이 패턴은 네임 
서비스(name service)를 통해 위치 투명성을 제공하며 클라이언트와 서
버 간의 통신을 위한 세부 구현을 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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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밍의 역사는 복잡한 기능성을 표현하기 위한 추
상화 수단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다. 

• 1960년대 어셈블리 언어를 대체하는 high-level 프로그
래밍 언어 사용 초기에는 서브루틴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하위 코드레벨 추상화에 주력하였다. 

• 1970년대 정확한 기능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만족시키기 
위해 모듈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구조화에 관심이 옮겨졌
다. 

• 1980년대에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캡슐화와 상속을 
바탕으로 하는 객체 개념에 기반을 둔 객체지향 방법론
이 각광을 받았다. 

• 1990년대에는 프레임워크 형태의 표준 객체기반 아키텍
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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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미들웨어와 IT 아
키텍처가 표준 플렛폼으로 부상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서브루틴 모듈 객체 프레임워크 
미들웨어와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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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지향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분산 컴퓨팅 등의 특정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다
양한 아키텍처 패턴들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 아직 적절한 아키텍처가 정립되지 않은 보안 트
렌잭션 프로세싱, 병렬 컴퓨팅, fault-tolerance 
컴퓨팅 등의 많은 분야에서도 아키텍처 패턴 연
구가 필요하다. 

• 많은 회사들이 축적된 시스템 개발 경험을 바탕
으로 특정 문제 영역에 맞춰진 domain-specific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사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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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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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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