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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문서화의 개요 

•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에게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연결해 주는 
개념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 

• 아키텍처 문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의 다양한 관점에서 문서 기술 
–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한 뷰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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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문서의 용도 

• 아키텍처 문서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빨
리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추상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석 시 청사진으로 사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해야 한다. 또한 규
범적(prescriptive)이면서 동시에 설명적
(descriptive)이여야 한다.  

• 아키텍처 문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
사소통이 원활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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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문서의 용도 

• 이해관계자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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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활용 

아키텍트와 요
구사항 수집가 

상충되는 요구사항들을 두고 협상과 절충하는데 활용 

아키텍트와 부
품 설계자 

자원 경쟁을 해소하고 성능이나 다른 종류의 실행 시간 
자원 소비 규모를 설정하는데 활용 

구현자 
추후의 개발 활동 중에 준수해야 할 제약 사항과 자유롭
게 활용할 재량권 설정하는데 활용 

테스트 담당자
와 통합 담당자 

서로 들어맞아야 하는 부분의 행위를 블랙박스 수준에서 
정확하게 명세하는데 활용 

유지보수인력 장래에 변경이 발생할 영역을 나타내는 데 활용 

연동 시스템의 
설계자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아야 하는 동작들을 정의, 그 동
작들의 통신 규약을 정의하는 데도 활용 



아키텍처 문서의 용도 

• 이해관계자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2/2) 

2014-12-15 6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문서화 

이해관계자 활용 

품질 전문가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델을 제공할 때 활용 

관리자 
작업 할당된 내용에 맞춰 개발팀을 조직하고, 프로젝트 
자원을 계획해서 할당하며, 여러 팀의 진척 상황을 추적
하는데 활용 

프로덕트 라인 
관리자 

제품군에 들어갈 잠재적 신규 구성원이 대상 제품군의 
범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 범위 밖에 있다면 격
차가 얼마나 큰지 판단하는데 사용 

품질 보증팀 
구현 결과가 아키텍처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합성 검사의 기반으로 
활용 



이해관계자 
모듈 뷰 

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할당 뷰 

분할 사용 클래스 계층 여러 가지 배포 구현 

프로젝트 관리자 B B B A 

개발팀 구성원 A A A A A B B 

테스터와 통합자 A A B B B 

유비보수 인력 A A A A A B B 

프로덕트 라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 B C B B B 

고객 B C 

최종 사용자 B B 

분석가 A A B A B A 

하부구조 지원인력 B B B B A 

새로운 이해관계자 X X X X X X X 

현재와 미래의 

아키텍트 
A A A A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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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별로 가장 유용한 아키텍처 문서(출처:[Clement 03]) 
표지: A=매우 상세, B=약간 상세, C=개략적 수준, X=상관 없음 



뷰 문서화 

• 뷰는 아키텍처 요소들을 일관되게 표현해 
놓은 것으로써, 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작
성하고 사용한다. 어떤 뷰도 아키텍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뷰는 아키텍처를 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아키텍처 문서화 작업 방법 
– 관련 뷰들을 문서화 
– 하나 이상의 뷰에 적용되는 문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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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문서화 

• 아키텍트가 고려해야 할 사항 
– 구현 단위 집합으로서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인

가 
– 실행시간 행위와 상호작용을 가진 요소의 집

합으로서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인가 
– 주위 환경 안에 있는 비소프트웨어적인 구조

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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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문서화 

• 뷰 문서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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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설계 뷰 산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 

 
뷰 문서화  

 
1. 후보 뷰 목록 작성 

 
 

2. 관련 뷰들의 집합으로 구분 
 
 

3. 뷰 집합별 우선순위 선정 
 
 

4. 뷰 문서화 
 



뷰 문서화 

• 뷰 문서화에 필요한 일곱 가지 
1. 1차 표현(primary presentation) 
2. 요소 목록 
3.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4. 가변성(variablitiy) 지침  
5. 아키텍처 배경 
6. 용어집 
7.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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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1. 뷰의 기본 표현 
 
 
 
 
 
 
 
 
 
 2. 요소목록 
     • 요소와 요소 프로퍼티 
     • 관계와 관계 프로퍼티 
     • 요소 인터페이스 
     • 요소 행위 
 
 3.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4. 가변성 지침 
 
 5. 아키텍처 배경 
      • 설계 근거 
      • 결과 분석 
      • 가정 
 
 6. 용어집 
 
 7.기타 정보 
 
 
 
 
 
 
 
 
 
 
 
 
 
 
 
 
 
 
 

또는 
글자  
위주의  
1차 표현 



뷰 문서화  
1. 1차 표현(primary presentation) 

– 뷰를 만들어 낸 요소와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표와 
UML을 이용하여 보여준다. 

2. 요소 목록 
– 1차 표현에서 표시된 요소와 관계 상세히 설명하고 빠진 

뷰와 관련된 요소나 관계 추가한다. 
3.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 뷰에 표기된 시스템과 주변 환경의 연결을 뷰의 용어로 
표현한다. 

4. 가변성(variablitiy) 지침  
– 해당 뷰에 나타난 아키텍처의 가변점을 활용하는 방법 제

시하고 아키텍처 내에 있는 각 가변점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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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문서화  

5. 아키텍처 배경 
– 뷰에 특정 설계가 반영된 이유 설명한다. 

6. 용어집 
– 그 뷰에서 사용된 용어 각각에 대한 설명한다. 

7. 기타정보 
– 아키텍처와 함께 기록하는 것이 편리한 정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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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문서화  

• 행위 문서화 
–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순서, 동시수행 가능성, 

상호작용시 시간 의존성 등을 밝혀주는 정보 
추가 

– UML  
• 시퀀스 다이어그램 
• 상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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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문서화  

• 인터페이스 문서화 
– 인터페이스 식별 후 이름 붙이는 작업 
– 인터페이스의 형태 정보와 의미 정보 문서화  
– 인터페이스 명세 형태로 문서화  
– 문서 템플릿 사용 

2014-12-15 16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문서화 



 

2014-12-15 17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문서화 

요소 인터페이스 명세 
 
1. 인터페이스 명칭 
 
2. 요소 제공 자원 
  • 자원 형태 
 • 자원 의미 
  • 자원 사용 제약사항  
 
3. 자료형 정의 

 
4. 예외 정의 

 
5. 가변성 

 
6. 품질속성 특징 

 
7. 요소 요구사항 
 
8. 논리적 근거와 설계이슈 
 
9. 활용 지침 



뷰 문서화  

• 하나 이상의 뷰나 문서집에 공통 적용되는 정
보를 문서화할 때는 ‘ 어떻게-무엇을-왜 ‘ 3가
지 측면에서 구성한다. 
– ‘어떻게’ 문서 내용을 배치, 구성해서 이해관계자

가 정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할 것인가 : 목록, 뷰 템플릿을 통해 해결한다. 

– ‘무엇을’ 아키텍처로 볼 것인가 : 뷰에 담을 수 없
었던 정보 기록한다. 

– ‘왜’ 아키텍처가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 시
스템이 처한 상황, 외부적 제약사항, 주요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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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문서화  

• 어떻게 문서가 구성돼 있는가 
– 뷰 목록  

• 뷰의 이름과 뷰에 사용된 아키텍처 스타일 
• 뷰의 요소 타입과 관계 타입, 속성 등에 대한 설명 
• 뷰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 뷰 문서에 대한 관리 정보 
• 뷰 템플릿  
• 뷰의 표준 구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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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문서화  

• 무엇을 아키텍처로 봤는가 
– 시스템 개요 

• 시스템에 대해 심리 모델 제시 
• 시스템의 목적을 밝힘 

– 뷰 간의 대응  
• 뷰들과 관계를 명확히 제시 

– 요소 목록 
• 뷰에 나타나는 요소 정의 위치 표시 

– 프로젝트 용어집 
• 시스템 내의 용어 정의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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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문서화 

• 왜 현재의 아키텍처가 나왔는가 
– 요구 사항에 맞추고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시스템 차원의 설계 선택이 가지는 의
미 

– 예상됐던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존 
요구 사항을 변경할 경우 아키텍처에 미치는 
영향 

– 개발자들이 설계 해결책을 구현할 때 적용될 
제약 사항 

– 기각된 결정사항 대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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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 
•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 UML은 시스템의 산출물을 명세하고, 생성하면, 문서화하
기 위한 시각적인 언어[OMG03a] 

• UML은 소프트웨어(주로 객체지향 소프트웨어)에 관련
된 그림을 그리거나 표현하기 위한 사실상의 표준다이
어그램 표기법이다. 

• UML에서는 컴포넌트, 커넥터, 계층, 인터페이스의 의
미체계를 비롯해 시스템에서 가장 아키텍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측면들이 직접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UML 그림들을 보강할지는 전적으로 아키텍트의 판단
에 달려있다. 

• 모듈뷰, 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할당 뷰를 UML로 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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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사용법 

클래스 

클래스를 설명하기 위한 UML로 일반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사용. 때에 

따라서는 각 칸별로 의미를 두는데 맨 윗 칸은 클래스 분류자 이름(클래스 네임 

등)을, 중간은 속성(변수 등), 아랫 칸은 오퍼레이션(메소드 등) 담기도 한다. 

클래스 개념적으로 클래스를 표현할 때 사용. 

모듈 개념적으로 모듈 단위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사용. 

패키지 계층이나 클래스를 표현할 때처럼 기능을 묶어주는 것이 중요할 경우 사용. 

하위시스템 인터페이스와 행위에 대한 명세가 필요한 경우 사용. 

모듈를 

포함한 모듈 
모듈의 구조를 하위 모듈과 함께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 

인터페이스 

다른 UML key에(클래스나 하위시스템) 부착해서 인터페이스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밑에 구현 key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를 표현할 경우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다.) 

구현 개념적인 UML key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지시자로 사용. 

복합 
모듈의 분할을 표현할 때, 하위모듈을 상위모듈에 내포 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지

만 복합 key를 통해 하위모듈로부터 상위 모듈을 지시하도록 표현할 때 사용. 

상속 
모듈이나 클래스 간의 상속을 표현할 때 사용. 

(상속받은 모듈이나 클래스 지시하도록 한다.) 

예비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예비 표시에 사용. 



UML-모듈뷰 
• 인터페이스: UML의 인터페이스 key를 이용하여 클래

스와 하위시스템에 인터페이스 모양을 붙일 수 있고 
또는 구현 key를 이용하여 클래스 표시로 인터페이스
를 스테레오타입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  

• 모듈: UML의 클래스 구조는 객체지향에 특화된 모듈
이다. 패키지는 계층이나 클래스를 표현할 때처럼 기
능을 묶어주는 것이 중요할 경우 사용한다. 

• 모듈간의 관계 표현 
• 복합: 모듈에 하위 모듈을 내포시켜 놓는 방법 
• 일반화: 주로 클래스 형태로 표현되는데, 간혹 하위시스템 형태

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 의존성: 계층을 나타낼 때는 여러 모듈이 묶여 있고 패키지들 사

이의 의존성은 ‘allowed to use’로 정해진다는 제약조건을 가지
도록 해야 한다 

2014-12-15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문서화 24 



UML-모듈뷰 

•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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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모듈뷰 

•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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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모듈뷰 

• 모듈간의 관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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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모듈뷰 

•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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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모듈뷰 

•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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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모듈뷰 

•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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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 컴포넌트 
– 최우선적 실체, 소프트웨어 추상화 표현에 필

요한 구조를 풍부하게 가진 존재 
– 속성은 클래스 속성이나 연관(association)으

로 표현 
– 행위는 UML의 행위 모델로 표현 
– 여러 컴포넌트 타입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 줄 

때 일반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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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 Pipe & Filter 패턴에서의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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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 인터페이스 
– 컴포넌트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포트라고도 한다. 
a. 선택 1 

• 단순표현 
b. 선택 2 

• 주석으로 표현 
c. 선택 3 

• 클래스/객체의 속으로 표현 
d. 선택 4 

• UML 인터페이스로 표현 
e. 선택 5 

• 클래스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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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 인터페이스 : 다섯 가지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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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 커넥터 
– 표현력, 적합성, 표현력과 복잡성 중에 선택 
a. 선택 1 

• 커넥터 타입을 연관으로, 커넥터 인스턴스를 연
결로 표현 

b. 선택 2 
• 커넥터 타입을 연관 클래스로 표현 

c. 선택 3 
• 커넥터 타입을 클래스로, 커넥터 인스턴스를 객

체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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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 시스템 
– 컴포넌트와 커넥터 사이의 복잡한 상호연결을 

캡슐화해 나타내는 것 
– 세가지 선택 존재 

a. 선택 1 : UML 하위 시스템으로 표현 
b. 선택 2 : 포함된 객체로 표현 
c. 선택 3 : Collaboration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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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컴포넌트와 커넥터 뷰 

• 시스템을 Collaboration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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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할당 뷰 

• 배포(deployment) 다이어그램  
– 노드들이 통신을 통해 연결돼 있는 그래프 

• 컴포넌트는 의존관계를 통해 다른 컴포넌
트에 연결 

• 노드  
– 실행시간에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  
– 기억장치 존재, 처리 능력까지 겸비한 수행처

리 자원 
– 인스턴스 타입 표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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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 – 할당 뷰 

• 배포 뷰 

2014-12-15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문서화 39 

Key: UML 

<<direct channel>> 

스케줄러 

<<database>> 
회의록 DB 

플래너 

서버:호스트 

클라이언트:사용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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