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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비전 및 미션 달성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단위 기능까지, 정 

보기술 자원을 통합된 관점으로 구성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제시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기업의 정보기술 환경 이 개방화되고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영역을 명확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영역을 효과적으로 포 

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이를 포함하는 엔터 

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추상화 수 

준을 고려하여 메타 아키텍처, 개념적 아키텍처, 논리적 아키텍처, 물리적 아키텍처인 네 개의 하부 아키 

텍처를 가지는 계층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조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엔 

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눈높이(Perspective)와 관점 (View)별로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 

키텍처 프레 임워크를 분석하여 아키텍처 이해관계자와 아키텍처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새롭게 설계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기업의 전사 영역에 걸쳐 통합 관점에서 정보기술 구성 및 엔터프라이즈 아키텍 

처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가능하다.

ABSTRACT

Nowadays most enterprise want to organize all Information Technology elements for their vision 
and mission accomplishments by integration view. Enterprise architecture is used by the solution. But 
IT is so more complex that it can't cover application development. This research defines software 
architecture framework by enterprise view and designs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for 
embracing application development. Software architecture framework consists of meta architecture, 
conceptual architecture, logical architecture, physical architecture. For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including enterprise software architecture framework, this research analyzes its 
perspectives and Views. After all, This research able to apply to systematic application development 
based on enterprise architecture and completely IT elements organization by enterprise view.

키워드: 전사적 아키텍처, 아키텍처, 프레임 워크

Enterprise Architecture, Architecture, Framwork



72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1권 제2호

1. 서 론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 자신 

의 정보화 대상 분야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 

다. 즉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기업의 경 

쟁력 및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면 

서, 정보기술 활용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보기술을 기업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 업 

의 노력은 경영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의 

전통적인 기업혁신 분야에서 정보시스템 개 

발, 운영, 표주 통합 등 세부적인 요소 기술 

개발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정보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공학적인 방법 적 

용이 미흡하여, 정보기술에 대해 종합적인 접 

근 보다는 특정 기술이나 업무 또는 일부 기 

능이나 일부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정보기술 

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였다.

엔 터 프라 이 즈 아 키 텍 처 (Enterprise 

Architecture)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써 조직 및 업무 활동과 정보기 

술 간의 관계를 현재의 모습과 향후 추구해 

나갈 모습을 별도로 정의해 둔 청사진(미 

OMB회람 A-130, 2000)으로 조직의 정보기술 

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1]. 그러나 기업의 정 

보기술 환경 이 개방화되고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를 기업의 성숙도가 따라잡지 못하게 되 

면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Application Development) 영역을 명확 

하게 포함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엔터프라이 

즈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구조를 

표현하는 대상이 불명확하고 응집된 정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확보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영역 

을 효과적으로 포함하는 엔터프라이즈 아키 

텍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시한다. 이 

것은 전사적인 원칙 및 표준에 기반을 둔 체 

계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함께 기업의 모 

든 구성 요소 간 상호운영성을 확보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상위수준 지침 및 

원칙을 애플리케이션 개발 영역까지 실질적 

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련연구

21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수립 프 

로젝트의 경우, 먼저 아키텍처 정보를 담아둘 

구조와 체계를 정의흐卜는 과정 이 선행된다. 미 

국 OMB A-130의 회람에서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수립 시에는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Framework)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프 

레임워크란 복잡한 정보를 분류하고 조직화 

하기 위한 틀 또는 구조를 의미한다. 엔터프 

라이즈 아키텍처 개념을 이해하고 구성흐)•는 

사고의 틀로서 프레임워크의 가치는 매우 크 

다. 또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된 

기능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사전 

에 방지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막고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을 증진시키며, 이미 투자된 정보 

기술 자원 활용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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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크만 프레임워크 

(Zachman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이하 Zachman Framework), 미 연방 정부 프 

레임워크(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이하 FEAF), 미 재무성 프레임 

워크(Treasury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이하 TEAF), 미 국방성 프레임 

워크(Department of Defence Architecture 

Framework, 이하 DoDAF), 오픈 그룹 프레 

임워 크(The Open Group Architecture 

Framework, 이하 TOGAF)등이 있다.

2,1.1 Zachman Framework[2]

자크만(John A. Zachman, 1987)은 IBM 시 

스템 저널에서 정보시스템 구현의 규모와 복 

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아 

키텍처의 논리적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프레 

임워크 개념을 소개하였다. 자크만은 정보 전 

략과 실제 정보시스템 구축 간의 간극을 메우 

고 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도구로 건축 및 

제조업의 아키텍처를 참고하여 기업 운영의 

아키텍처를 구상하였다. 초기 프레 임워크에 

서는 데 이터, 기능(Function), 네트워크를 기 

준으로 기 업의 정보시스템을 추상적으로 개 

념화 하였다. 그 이후 1996년에 사람(People), 

시간(Time), 동기(Motivation) 개념을 추가 

하여 기업 운영의 모든 측면을 6하 원칙 (5W 

1H)과 논리적으로 관심 이 있는 사용자의 눈 

높이 (Perspective)에 따라 5단계로 자크만 엔 

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소개하였 

다.

2.1.2 FEAF[3]

FEAF는 미 연방차원의 아키텍처 개발 및 

구축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1999년 미국 CIO 
협의회에서 개발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이 

다. FEAF는 공통 업무 영역 중에서 선정된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 영 역을 묘사하고 아키 

텍처 요소를 식별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아키텍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FEAF의 기본 구조는 Zachman Framework 

구조와 유사하다. FEAF는 Zachman 

Framework의 데 이터, 기능, 네트워크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열 방향에는 데이터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가 배치되어 있으며, 

행 방향으로는 Zachman Framework와 같은 

관련자들의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각 아키텍처의 상 

단에 존재 하며 여기에 업무와 자원과의 관계 

를 표현하고 있다.

2.1.3 TOGAF[4]

오픈 그■룹의 정보기술구조 포럼에서 조직 

의 정보기술구조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방법 

론인 TOGAF는 미국 국방성에서 개발한 

DoDAF에 기반을 두고 1995년 1차 버전이 개 

발되었다. TOGAF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정 

보기술구조의 개발방법에 대한지침 

(Architecture Description Method)과 기술참 

조모델(Technical Reference Model), 표준 저 

장소(Standard Information Base)를 제공하 

고 있다.

TOGAF의 내용이 기술 아키텍처에 집중되 

어 있으며, 방법론상에서 단계 선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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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을 받아 2002년 12월 문제점을 보완하 

여 'TOGAF 8' 을 발표하였다. TOGAF 

Version 8에서는 준비 단계 (Preliminary Phase) 
를 통해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구성과 개발 방법상의 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아키텍처 비전(Architecture 

Vision) 단계를 추가하여 조직의 목표, 전략에 

따라 아키텍처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키텍처의 범위를 엔터프 

라이즈로 확장하면서 비즈니스 데이터, 애플 

리케이션 아키텍처까지 대상을 확대하였 

다.TOGAF는 개별 조직의 환경에 맞는 아키 

텍처의 설계 평가 구축을 위해 주로 사용된 

다. 이에 따라 TOGAF의 경우 여타 프레 임워 

크에 비해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 

라서 TOGAF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다른 프 

레임워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업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술로 구성된 체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

2.2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의 관점

2.2.1 4 + 1 관점 [5]

4+1 관점은 Philippe Kruchten이 1995년에 

발표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중심으로 바라 

보고 있는 관점으로써 유스케이스(Use Case) 

관 점 , 설 계 (Design) 관 점 , 구 현 

(Implementation) 관점, 배치(Deployment) 

관점, 프로세스(Process) 관점으로 구성한다. 

유스케 이스 관점은 다른 관점들을 이끌어 가 

는 중심 관점 이다 유스케이스 관점에는 시스 

템의 주요 기능을 다루거나, 많은 아키텍처 

구성요소의 협력 이나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 

해 주는 유스케이스 모델이 있다. 설계 관점 

은 아키텍처 스타일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작 

은 단위 인 중요 서브시스템, 중요 패키지, 중 

요 클래스와 같은 순서로 쪼개 나가면서 각 

구성요소의 책임과 관계를 설명한다. 또한 이 

런 아키텍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

End* 낞됺얂 r 
Functionality

Programmers
Software management

설계관점 ----► 구현관점

유스케이스 

관점

프로세스관점 ——> 배치관점

Performance
Scalability
Throughput 
System integrators

渉t셚n Topology 
Deliver, installation 
TBlecommynication 
System engineering

〈그림 1> 4+1 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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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중요 유스케이스를 실현하는 지 설명한 

다. 구현 관점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계층이나 

컴포넌트丿卜 실제 어떤 구현체로 이루어져 있 

는지 설명한다. 직접 설계하지도 않고 구현하 

지 않은 것이라도 아키텍처를 설명할 때 중요 

한 것이라면 구현 관점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배치 관점은 하드웨 어 네트워크 구성 및 주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배치되어 상호 연관되 

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프로세스 관점은 실행 

을 위한 모듈(프로세스 쓰레드)들과 그들 간 

관계를 설명한다.

2.2.2 소프트웨 어 아키 텍 처 관점 [6]

소프트웨 어 아키텍처 관점 (View of Software 

Architecture)은 Christine Hofmeister가 정의 

하였으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심으로 바라본 관점 이다. 이 관점 

은 개념(Conceptual)관점, 모듈(Module)관점, 

코드(Code) 관점, 실행(Execution)관점이라 

는 4개의 하부 관점으로 구성한다. 개념 관점 

은 가장 상위 수준의 뷰로 애플리케 이션 도메 

인과 가장 관련 있는 관점이다 개념 관점은 

전반적인 아키텍처가 어떻게 시스템이 갖는 

비전에 부합하는지를 보여준다. 모듈 관점은 

시스템 이 모듈이나 레이어로 구분된 모듈들 

로 분할하고 이들 간의 인터페 이스를보여준 

다. 코드 관점은 소스코드가 구성된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실행 관점은 시스템 이 동작하 

기 위한 실행 요소들을 설명하고 이들이 데 이 

터, 컨트롤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한다.

2.3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애플리 

케이션 개발

2.3.1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애 

플리케이션 개발간의 비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접근 방법은 기

실행 관점

〈그림 2>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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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전사 차원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큰 청사진 

을 의미한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지금 

까지 수행해 왔던 다양한 정보기술 혁신활동 

을 모두 포괄하여 관리, 통제하는 개념 이다. 

기업들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통해 기 

존 정보기술 자산을 평가하고 이런 자산을 더 

욱 유연하게 재배치하거나 전사 관점으로 다 

시 설계할 수 있는 방법 및 방향, 지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해 기업 내 정보 

기술 환경을 평가해 정보기술의 효율성 및 투 

자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민 

첩성 획득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기업이 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 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 

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애플리케 이 

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분석, 설계, 구현 인도 

단계에 의해 애플리케이션 내부 모듈들을 개 

발하고 내부 모듈들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상호 작용하고 배치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지 

원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 

되었고 사람에 의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자 

동화 할 수 있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현 기업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연구되었으나 

여러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표 1〉은 엔터프 

라이즈 아키텍처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 

한 비교표이다.

2.3.2 기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한계

Zachman Framework는 시스템 모델과 기 

술 모델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접근하고 있어 

최근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하 

는 컴포넌트 기반 환경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며, FEAF는 각 영 역의 규모가 너무 커서 

대형시스템의 경우 내부 애플리케이션 간 상 

호연관성 정의가 불명확 하다 또한 TOGAF 
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단편적인 관점으 

로만 접근 하고 있어 애플리케 이션 간 상호연 

〈표 1>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교

항 복 엔터坐라이스 이키데처 애플미커미션 개발

범위
전사영역: 업무영역에서 부터 컴 

퓨터 영역까지 포함함

일부 영역: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단위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한정함

표현 방법

자크만 프레임워크 

미연방정부 프레임워크 

오픈그룹 프레임워크

4+1 관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점

눈높이

자

자

자

자

 

획
 유
계
 축
 

계
소
 설
구

설계자

구축자

동인
업무적 동인

예. 비전, 전략

정보 기술적 동인 

예. 사용자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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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정의가 쉽지 않다.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 

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이고 중요한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하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전략이 미흡하다. 즉 상위 수준 

의 가이드 및 원칙 표준이 명시되어 있어 상 

세한 수준의 지침 원칙 표준이 없다. Zachman 

Framework의 경우 너무 복잡하고 세부적 인 

산출물의 정의가 미흡하다. 엔터프라이즈 아 

키텍처 프레임워크의 산출물들은 우선 Top- 

down 방식으로 개발되고,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인 눈높이가 가지는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역들만을 보완하고 추가하는 형식 이기 때 

문에 단위 시스템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들 

을 포함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서 소프트웨어 모듈 

간 연계성을 정의하지 않았다면, 이 정보들은 

프레임워크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동안에도 

표현되지 않는다.

둘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프레임워크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소 

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및 그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소프 

트웨어간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 

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Zachman 

Framework, FEAF, TOGAF 모두 仝프乓웨 

어 아키텍처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극히 일 

부만 다루고 있다.

셋째, 아키텍처 국제 표준인 ANSI/IEEE 

Std 1471-200아;8］의 아키텍처 명세를 위한 개 

념적 프레임워크와 일치하지 않는다. 아키텍 

처는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활용되어 왔다. 에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키텍처라는 단어가 주는 기술적 

의미에 집착하여 아키텍처를 시스템, 소프트 

웨어, 하드웨어 등의 구성도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 아키텍처에 대한 혼란된 접근을 제거하 

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을 준용하여 아키텍처 

가 정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TOGAF의 경 

우 현재 버전(version 8.1)에서 국제 표준을 준 

용하지 못하다는 점을 시 인하고 있다.

2.3.3 기존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점 

의 한계

4 + 1 관점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점을 

보았을 때, 애플리케이션 개발 접근 방식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체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 전사 관점의 아키텍처를 표현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개 

발 방식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이고 중요한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위 시스템을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 

에 대규모 분산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을 높이 

는 것이 어렵다. 이는 대규모 시스템들을 포 

괄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관점 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체에 너무 집중 

이 되어 있어 그 외의 영역에는 활용성이 떨 

어진다. 예를 들면, 기업 이 가지는 애플리케 이 

션은 기업의 비전 및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 및 미션이 애 

플리케이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연구과 

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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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향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설계

3.1 설계전략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애플리케이션 개 

발은 적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엔터 

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 

을 포함하는 정보 시스템 조직에 대한 이용 

가능한 옵션을 강제하는 표준과 가이드라인 

을 정립한다. 비즈니스 로직의 재사용과 데이 

터 공유,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영성 개선, 기술 

희석도제어를증진함으로써 이러한제약 사 

항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조직을 도와준다.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가 얼마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전하게 지 

원할 수 있는가 '가 중요하다. 본 연구의 엔터 

프라이즈 아키텍처 설계 전략은 애플리케이 

션 개발영역을 포함한완전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설계를 위함이며, 그 프 

로세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3〉은 이를 도식화 하였다.

품질 지향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품질 속성 

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 

는 방법 이며, 품질 속성은 애플리케 이션의 요 

구사항을 반영하여 양이나 질로 관찰하여 수 

치로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 이 

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예전 

처럼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전체 애 

플리케이션 구조 안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한 

품질 속성에 기반을 두어 애플리케이션 내부 

구성요소들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진 

화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점점 더 복잡 

해졌지만, 시장에 적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빨리 개발해야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 

면서도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는 어려운 도 

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필수적 

이다

애플리케이션이 만족해야 하는 품질 속성 

〈그림 3>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향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설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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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의 제약을 받아 

완전해 진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은 비전 

실현을 위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되고 상용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애플리케이 

션 개발을 위한 비용, 일정, 마케팅 등은 해당 

조직의 전략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을 포함하는 엔터프라이즈 아키 

텍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 

발 간 연관성 정의가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간 완전한 협 

력을 위해서는 두 영역 사이의 연결 가능한 

매개체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소프트웨어 아 

키텍처 ［기가 수행한다. 또한 소프트웨 어 아키 

텍처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및 

그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간 상호 

운영성 확보가 가능하며, 이것은 엔터프라이 

즈 아키텍처를 통하여 확보하기 위한 목표와 

동일하다.

두 번째 단계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 

레임워크 설계 방법은 새롭게 정의한 소프트 

웨어 아키텍처 프레 임워크를 포함하여 엔터 

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 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 

임워크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왜냐하 

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 아 

키텍처와 기술 아키텍처의 가교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성하 

는 일부 뷰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포함 

될 수 있고 또 다른 일부 뷰는 기술 아키텍처 

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아키 

텍처의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 

성하는 뷰를 명확히 정의하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의 눈높이와 뷰별 연관성을 정의 

해 야 한다.

3.2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정의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목표가 되는 사 

명을 가지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환경에 영향 

을 받으며,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사명과 환경 

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애플리 

케 이션의 모든 부분에 똑같은 수준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기에게 중요한 부분에 관심 

을 더 많이 가지고 그 부분이 시스템에 어떻 

게 반영될지 궁금해 한다. 시스템 운영 담당 

자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 에 관심을 가지며, 개발 담당자 

는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기능에 관심을 

가진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들을 만족 

하기 위하여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관심사 

는 이해관계자들이 애플리케이션에 가지는 

관심을 관점에 맞춰 작성한 것이다. 이를 뷰 

(View)로 정의한다. 아키텍처 국제 표준인 

IEEE Std,1471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아키텍 

처 명세를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8］를 보 

면 아키텍처와 관련한 뷰는 설계 산출물에 해 

당하는 모델들 가운데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 

분을 모아서 만든다. 어떤 모델에서 어떤 부 

분을 모아 뷰를 만들지는 해당 뷰와 관련 있 

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결정한다.

IEEE Std.14기에서 정의한 아키텍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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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는 사용자, 인수자, 

개발자, 유지보수자이다. 사용자는 주로 시스 

템이 제공해주는 기능에 관심을 가진다. 인수 

자는 주로 시스템 이 비즈니스 목표를 완수하 

는지, 투자대비 효과는 좋은지, 시스템의 상품 

성은 있는지 같은 시스템의 경제성에 관심을 

가진다. 개발자는 주로 시스템 구현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유지보수자는 완 

성된 시스템의 확장이나 변경에 관심을 가진 

다. 이 외에 아키텍트와 관리자가 있을 수 있 

으며, 아키텍트는 아키텍처 전체에 대해서 설 

계 및 유지 그리고 관리에 관심을 가진다. 관 

리자는 아키텍처의 원칙 및 비전의 완전성과 

어떻게 이것들이 구현 되는지에 관심을 가진 

다. 이처럼 이해관계자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아키텍처를 기술해 

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이해관계 

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관심사들을 만족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일반적 뷰는 논리 뷰, 물리 

뷰, 프로세스 뷰, 코드 뷰, 배치 뷰 유스케이 

스 뷰, 개념 뷰 등이다.

만약 단위 애플리케 이션만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4+1 관점과 

같이 여러 뷰를 하나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로 포함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전사 애플리케 

이션 간 상호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 

나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는 불가능해진 

다. 전사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서로 접속하여 공유하기 위해 

서는 물리적인 기술 요소 간 결합뿐만 아니라 

비전이나 전략이 어떻게 소프트웨어 아키텍 

처에 영향을 주는지 바라봐야 한다. 또한 애 

플리 케 이 션의 규모가 크며, 기술 요소도 매우 

다양하고 애플리케이션 간 연계성이 매우 복 

〈표 2>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아키 텍치 징 의 이헤 관계자

메타 

아키텍처
아키텍처 비전 및 미션, 원칙을 정의한 것

관리자, 아키텍트, 

사용자

개념적 

아키텍처

아키텍처 구성 요소와 그 책임을 상위 수준에서 정의 

한 것
사용자, 아키텍트

논리적 

아키텍처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맞추어 기능 요구사항을 추상화 

및 모듈화 한 것

요구사항 관련 주요 다이어그램, 모델, 산출물들을 표 

현하며, 요구사항과 물리적 아키텍처 간의 가교 역 

할을 함

아키텍트

물리적 

아키텍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그리고 특정 플랫폼 관련 주요 

소프트웨어 자원들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여, 성능, 보 

안, 안정성, 확장성 등의 중요한 품질 속성들에 대한 

근거 및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한 사람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공함. 논리적 아키텍처에 표현된 아키텍처 

구성 요소가 매핑되어 표현함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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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다. 따라서 각 영 역에 적합한 다양한 뷰 

를 정의할 수 있는 메타 수준의 전사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 

다. 전사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 

워크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가지는 이 

해관계자의 관심사 별로 애플리케이션의 다 

양한 모습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구조 

이다. 전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는 4가지의 하부 아키텍처를 가진다. 그 정의 

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는〈표 2〉와 같다

전사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 

크는 아키텍처 기술서를 만들면서 쌓인 최고 

의 경험들을 문서화하고, 아키텍처 프레임워 

크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아키텍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한다. 또한 아키텍처를 평가 

를 원활하게 하며, 설계를 표현하는 수단을 

표준화하여 이해관계자간의사소통을도와준 

다. 이를 통하여 시스템의 상호운영성을 향상 

시킨다.〈그림 4〉는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형을 표현하고 있다.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 

워크의 각 하부 아키텍처는 관련된 하부 뷰를 

가진다. 메타 아키텍처는 개념 뷰를 가지고, 

개념적 아키텍처는 상위 수준의 모듈뷰, 유스 

케이스 뷰［9］를 가진다. 논리적 아키텍처는 

하위 수준의 모듈 뷰와 레이어 뷰 프로세스 

뷰를 가진다. 물리적 아키텍처는 배치 뷰와 

구현 뷰를 가진다.〈표 3〉은 하부 아키텍처와 

관련한 뷰를 정의하고 있다.

〈그림 5〉는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 

텍처를 구성하는 각 뷰간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다. 개념 뷰에 의해 아키텍처의 비전과 전 

략을 표현하면 상위 수준의 모듈 뷰는 이러한 

비전 및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상위 수준의 

아키텍처 모듈을 식별하고 그들간 관계를 표 

현하여 놓는다. 유스케 이스 뷰에서 시스템 이

〈그림 4> 전사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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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하부 아키텍쳐와 관련한 뷰 정의

아키 넥 처 관련 뷰 정의

메타 
아키텍처

개념 뷰 아키텍처가 어떻게 비전 및 전략에 부합하는지를 표현함

개념적 
아키텍처

모듈뷰 
（상위수준）

상위 수준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분된 모듈로 분할하고 
이들 간 인터페이스를 표현함

유스케이스 

뷰

유스케이스 뷰는 다른 뷰들을 이끌어 가는 중심 뷰임. 유스케 
이스 뷰에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다루거나, 많은 아키텍처 
구성요소의 협력이나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는 유스케이 
스를 표현함

논리적 
아키텍처

모듈뷰 
C하위수준）

상세 수준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분된 모듈로 분할하고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표현함

레이어 뷰

레이어 단위로 분할하여 이들간의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며,
각 레이어는 상호 작용하여 서비스를 수행함
개발 팀의 작업 할당 정의 및 의사전달의 역할을 수행함.
레이어 분할은 복잡도 관리와 구조에 대한 의사전달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

프로세스 
뷰

실행을 위한 모듈（프로세스 쓰레드）들과 그들 간 관계를 
표현함

물리적 
아키텍처

배치 뷰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및 주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배치되어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표현함

구현 뷰

시스템을 구성하는 레이어나 컴포넌트가 실제 어떤 구현체로 
이루어졌는지 표현함. 직접 설계하지도 않고 구현하지 않은 것 
이라도 아키텍처를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이라면 표현이 되어야 
함

달성해야 하는 기능을 정의 하면, 하위 수준 

의 모듈 뷰는 모듈을 상세하게 정의하여 기능 

을 실체화 한다. 이러한 모듈 뷰를 상세하게 

설계하기 위해 외부 이벤트에 의해 모듈이 수 

행해야 하는 프로세싱 정보를 프로세스 뷰에 

표현하고 구현 뷰는 프로세싱을 위한 실제 구 

현 정보를 표현한다. 모듈 뷰가 표현하는 모 

듈들을 물리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배 

치하기 위하여 모듈을 특성별로 집합하고 분 

할하여야 하며, 이 정보를 레이어 뷰에서 표 

현하고 레 이어 뷰는 모듈을 배치하는 기준 정 

보를 제공한다. 배치 뷰는 레이어 뷰를 기준 

으로 모듈을 물리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배치하기 위한 정보를 표현한다.

앞에서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4개의 아키텍처로 정의하고 각 

아키텍처마다 관련된 뷰를 정의하였다. 아키 

텍처의 사상적인 완전성을 위하여 각 하부 아 

키텍처에서 바라보는 뷰와 그 뷰에서 표현하 

는 추상개념들을 상호연관성 이 유지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각 뷰에서 표현해야 하는 추 

상개념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UML을 만들 

기 위해 시도한 MOF（Meta Object 

Facility） [1 이에서 찾을 수 있다 메타-메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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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사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뷰 모형

델에서부터 실세계의 정보까지 네 계층에 걸 

쳐 MOF는 모든 추상개념을 분류하여 모델 

링 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화의 방법을 통해 상위수준의 비즈니스 

아키텍처부터 하위수준의 실제 프로그램 코 

드까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추상개념 간의 상 

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소프트 

웨어 아키텍처에 기반하고 있는 애플리케이 

션 개발 영역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 

임워크에 포함되어 상호운영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다.

3.3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설계

엔터프라이 즈 아키텍 처 프레 임 워 크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의 참여자들이 정보시스템을 

바라보는 눈높이 별로 소프트웨 어 아키텍처 

를 바라보기 위한 뷰를 정의하고 있다. 눈높 

이(Perspective)란 다양한 시각의 정보화 관 

련 의사결정 이해관계자를 식별하여 각 의사 

결정 계층간에 연계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 

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아 

키텍처 프레임워크 설계를 위해 눈높이와 관 

점으로 표현되는 4X4 매트릭스를 정의한 

다. 4 X 4 매트릭스에서는 각 눈높이 별로 소 

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그 관심사에 

적합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표 4〉는 소프 

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눈높이 별 관심사를 

정의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 임워크의 4 X 

4 매트릭스에서 일반적 인 뷰는 업무 뷰, 데 이 

터 뷰, 애플리케이션 뷰, 기술 뷰이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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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눈높이 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심 내역

눈높이 정의 관심사 산番물

계획자 
(Planner)

대상기업의 비전, 미션,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한 의사결정을 수행흐［는 층으로 전사 전략 

계획, 전사 상위 수준의 업무 프로세스, 주 
요 업무정보 및 기술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 전사 조직구조 및 사업지역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함

아키텍처 
비전, 원칙, 
주요 개념 
및 메카니즘

메타 아키텍처

소유자 
(Owner)

대상기업의 업무에 대하여 부서단위의 관리 
적, 운영적 측면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증 
진을 위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층으로써 
해당 업무 영역에 대하여 업무기능 및 연관 
도, 데이터 구조 및 흐름, 기술 구조에 대 
한 개념적인 구성정보를 필요로 함

시스템 구조 
에 영향을 
주는 최 상 
위 의사 결

개념적 아키텍 
셔

설계자 
(Designer)

개념적으로 설계된 모델과 업무 방향성을 
토대로 논리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 
논리적 정보모델, 컴포넌트 및 애플리케이션 
설계, 시스템 분산 및 배치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함

시스템 구조 
를 상세화 
하기 위한 
설계 활동

논리적 아키텍
처
물리적 아키텍 
처

구축자 
(Builder)

개념적으로 설계된 모델을 업무 방향성과 
비즈니스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인 구축을 수행하는 층으로 설 

계자(Designer)의 명세 , 내용을 구현하기 위 
한 의사결정을 수행함

구조와 관 
계, 정적과 
동적인 관점 
제공

물리적 아키텍
처
프레임워크컴
포넌트
지침, 표준, 패 

턴

의 뷰를 아키텍처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소프 

트웨어 아키텍처는 그 정의로 보았을 때, 애 

플리케이션 뷰 및 기술 뷰와 연관성이 매우 

밀접하다. 데이터 아키텍처와의 연관성도 크 

나 데이터 아키텍처는 데이터의 특성 상 그 

자체로 독립된 뷰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하부 아키텍 

처가 애플리케이션 뷰와 기술 뷰에 배치되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특성에 

의하여 배치 형태는 다양해 질 수 있다. 

TOGAF의 경우에는 뷰로써 배치되고 FEAF 

의 경우에는 모델로 배치된다.〈그림 6〉은 이 

를 도식화 하고 있다.

메타 아키텍처는 업무 뷰의 비전 및 전략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원칙을정의 

한다. 이는 전략으로부터 품질 속성을 추출하 

여 적용한다. 예로서 유연성과 확장성과 관련 

한 전략이 수립되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가지 

게 된다. 개념적 아키텍처는데이터 뷰와 애 

플리케이션 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고받 

는다. 개념적 아키텍처가 가지는 상위 수준의 

모듈 뷰와 유스케 이스 뷰 중, 상위 수준 모듈 

뷰는 애플리케이션 뷰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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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 이스 뷰는 기능 및 이벤트 정보를 공유하 

는 애플리케이션 뷰와 기능과 관련한 데이터 

및 엔티티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이터 뷰와 연관 

성이 있다. 논리적 아키텍처는 데이터 뷰 및 

애플리케이션 뷰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 

는다. 논리적 아키텍처는 하위 수준의 모듈 

뷰, 레이어 뷰, 프로세스 뷰를 가지며, 이 중 

하위 수준의 모듈 뷰는 내부 모듈 정보를 애 

플리케 이션 뷰 와 데 이터 뷰의 중복된 관점에 

서 표현하고 있고 프로세스 뷰는 애플리케 이 

션 내부 모듈의 프로세싱 정보를 표현함으로 

애플리케이션 뷰와 연관성이 있다. 레이어 뷰 

는 내부 모듈의 배치 형태를 위해 유사한 특 

성으로 묶어놓아 향후 배치를 위한 단위 기준 

의 정의함으로 애플리케이션 뷰 및 기술 뷰와 

연관성이 있다. 물리적 아키텍처는 애플리케 

이션 뷰, 기술 뷰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물리 

적 아키텍처가 가지는 구현 뷰는 애플리케이 

션 내부 모듈의 코드 정보이기 때문에 애플리 

케이션 뷰와 연관성 이 있으며, 배치 뷰는 내 

부 모듈의 물리적 환경에 배치하는 정보임으 

로 기술 뷰와 연관성 이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 임워크 4X4 매트릭스의 눈높 

이별, 뷰 별로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 

텍처 뷰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계획자는 업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뷰 

와 연관하여 개념 뷰를 가진다. 소유자는 업 

무, 더】이터, 애플리케이션 뷰와 연관하여 유스 

케 이스 뷰와 상위 수준의 모듈 뷰를 가진다. 

설계자는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뷰와 연관하 

여 하위 수준의 모듈 뷰와 레이어 뷰 프로세 

스 뷰를 가진다. 구축자는 애플리 케 이션, 기술 

뷰와 연관하여 구현 뷰와 배치 뷰를 가진다. 

결국 이해관계자의 각 눈높이 별로 보고자 하 

는 관심사가 다르며, 그 관심사는 업무, 데 이 

터, 애플리케이션, 기술 영역에 걸쳐 있다. < 

그림 7〉은 이를 도식화하고 있다.

3.4 평가

2장에서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 

레임워크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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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기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세 가지 문제점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을 위한 상세한 수준의 지침 및 원칙 부재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간과로 인한 상호운 

영성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아키텍처 명세와 

관련한 국제 표준과의 정의 불일치 이다. 새롭 

게 정의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 

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메타 아키 

텍처, 개념적 아키텍처, 논리적 아키텍처, 물 

리적 아키텍처의 계층 구조로 설계하여 최상 

위의 메타 아키텍처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을 위한 충분한 원칙 및 지침을 정의하고 이 

러한 원칙 및 지침이 각 아키텍처 계층에 걸 

쳐 진화하도록 구현 하였다. 둘째, 전사 관점 

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정의 

하여 각 하부 아키텍처들이 가지는 뷰를 정 

의하였다. 메타 아키텍처는 개념 뷰를 포함하 

고 개념적 아키텍처는 상위 수준 모듈 뷰와 

유스케이스 뷰를 포함하고 논리적 아키텍처 

는 하위 수준 모듈 뷰와 레이어 뷰 프로세스 

뷰를 포함하고 물리적 아키텍처는 배치 뷰와 

구현 뷰를 포함하도록 정의하였다. 셋째, 아키 

텍처 명세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정의하였다. 소프트 

웨어 아키텍처 정의 시 이해관계자의 관심사 

에서부터 시작하여 관심사를 가지는 관점으 

로 아키텍처를 기술하였다. 이는 아키텍처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통일하여 아키텍처에 

대한 혼란을 제거한다.

기존 애플리케 이션 개발 방식이 가지는 두 

가지 문제점은 단위 시스템 중심의 제한적인 

범위로 인하여 대규모 시스템에서의 상호 운 

영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과 애플리케이션 개 

발 자체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영역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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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의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새롭게 정의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첫째, 

단위 시스템 중심의 제한적인 범위를 극복하 

기 위하여 전사 관점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를 정의하였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내부 모듈 

들의 인터페 이스를 파악할 수 있는 뷰인 모듈 

뷰와 레이어 뷰를 정의하여 애플리케이션간 

상호운영성을 위한 인터페 이스 정보를 확보 

하였다. 둘째, 애플리케이션 범위 밖에 있으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전과 미션을 포함하 

는 뷰를 정의하였다. 이 뷰를 통하여 엔터프 

라이즈 아키텍처에서 정의하는 비전과 미션 

이 애플리케이션에 어떠한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3.5 TOGAF 적용 사례

TOGAF는 4개의 아키텍처 영역 안에 다양 

한 뷰를 정의한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새롭게 

설계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 임워크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영역과 기술 

영역이다. 우선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소프트 

웨어 공학 뷰와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영성 뷰, 

소프트웨 어 분산 배치 뷰를 포함한다. 소프트 

웨어 공학 뷰는 분석, 설계, 개발 구축 및 프 

로젝트 관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의 전 공정을 표현하고 있다. 새로운 프 

레임워크를 고려하였을 때, 이 뷰는 소프트웨 

어 아키텍처에 대한 원칙 지침을 일부 포함하 

고 있다 . 따라서 메타 아키텍처의 개념 뷰와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부是은 새로운 프레 임 

워크에서 포함을 하지 않으므로 이 부•是은 계 

속 존재해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공학은 

애플리케이션 영역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 

라 데 이터와 기술 영역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술 영역을 포함하는 형태로 존재하여야 한 

다.

애플리케이션 상호운영성 뷰는 상호운영성 

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간 인터페이스를 표현 

한다. 새로운 프레 임 워 크를 고려 하였을 때 , 이 

뷰는 애플리케이션 모듈간의 관계 정보를 표 

현하고 있으므로 개념적 아키텍처의 상위 수 

준 모듈 뷰와 논리적 아키텍처의 하위 수준 

모듈 뷰와 대체가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분산 

배치 뷰는 실행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내부 

모듈들의 배치 정보를 표현한다. 새로운 프레 

임워크를 고려하였을 때, 이 뷰는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내부 모 

듈의 구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물리적 아키 

텍처의 배치 뷰와 대체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기술 영 역은 네트워크된 컴퓨터/ 

하드웨 어 뷰와 통신 공학 뷰, 프로세싱 뷰, 코 

드 뷰, 표준 뷰를 포함한다. 네트워크된 컴퓨 

터/하드웨 어 뷰는 물리적 자원 정보만을 표 

현하고 통신 공학 뷰는 통신을 위한 기술 정 

보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 임워크 

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다. 프로세싱 뷰는 

애플리케이션 내부 모듈간의 프로세싱 하는 

정보를 표현한다. 새로운 프레 임워크를 고려 

하였을 때, 이 뷰는 논리적 아키텍처의 프로 

세스 뷰로 대체가 가능함으로 기술 영역에서 

는 생략하도록 한다. 코드 뷰는 애플리케 이션 

의 소스 코드의 구조 정보를 표현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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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였을 때, 이 뷰는 애 

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의 내부 정보를 표현하 

므로 물리적 아키텍처의 구현 뷰와 대체가 가 

능하다.

표준 뷰는 기술 영역의 표준 및 지침 정보 

를 표현한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였 

을 때 이 뷰가 가지는 정보 중 애플리케이션 

과 관련된 정보는 각 아키텍처의 정의에 맞게 

가지고 있으므로 대체가 가능하나 기술적인 

표준 및 지침 정보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한 

다.

〈표 5〉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향 엔터프 

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TOGAF의 구조를 보여준다.

〈표 5>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TOGAF 구조

어무 네이러 애픈리케이선 기 令
—..................................... .................................... . 一 -___________________

업무 기능 뷰 

업무 서비스 뷰 

업무 정보 뷰 

업무 위치 뷰 

업무 로직 뷰 

구성원 뷰 

워크플로우 뷰 

유용성 뷰

업무 전략 및 목표 뷰 

업무 목적 뷰 

업무 규칙 뷰 

업무 이벤트 뷰 

업무 성능 뷰

데이터 엔티티 뷰

데이터 흐름 뷰 

논리 데이터 뷰

소프트웨어 공학 뷰

메타 아키텍처 

개념 뷰 

개념적 아키텍却 

상위 수준 모듈 뷰 

유스케이스 뷰 

논리적 아키텍처 

상세 수준 모듈 뷰 레 
이어 뷰 

프로세스 뷰

물리적 아키텍처 

배치 뷰 

구현 뷰

네트워크된 

컴퓨터/하드웨어 뷰 

통신 공학 뷰 

표준 뷰

시스템 공학 뷰

엔터프라이즈 보안 뷰

엔터프라이즈 관리 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품질 뷰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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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 기업의 요구사항과 그 해 

결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애플리케이션 개 

발 영역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 

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설계 과정에 

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엔터프라이즈 아키 

텍처와의 연계를 위한 매개체로서 전사 관점 

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제시 하였으며, 엔 

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원칙 및 표준에 기반을 둔 실질적 

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고 전사 관점 

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기반을 둔 애플 

리케이션 구성 요소 간 상호운영성 확보가 가 

능하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한계인 상위 수준 

의 지침 및 원칙을 애플리케이션 개발 영역에 

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 

였다. 둘째,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한계 인 단위 

시스템 중심의 관점을 전사 관점으로 전환하 

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개념 뷰와 

상위 수준의 모듈 뷰를 정의하였다.

셋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엔터프라이 

즈 아키텍처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정의하였 

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특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무수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해결책을 정의하고 이를 재사용 할 수 있 

는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정형화 시 

킨 아키텍처 패턴, 디자인 패턴이 추후 연구 

를 통해 반영할 것이며, 아키텍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적, 기술적 상황에 대한 고려 

도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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