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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개발기간 단축, 에러없는 품질, 수시 유지보수에 대한

적응성, 거대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등과 같은 과제가 제기되었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시 이러한 품질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 신뢰성, 확장성, 단순성 등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통적 개발방법론으로는 품질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 기반한

개발 방법론이 필요하다. 애플리케이션 품질은 애플리케이션 로직, 데이터, 아키텍처 전체 영역에서 별도의 방법론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시큐어코딩의 최대 현안인 웹 애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하여 웹애

플리케이션 아키텍쳐 설계절차를 제안한다. 본 제안은 ISO/IEC9000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쳐

설계절차의 하나의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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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most common application development of software development time, error-free quality, adaptability to fre

quent maintenance, such as the need for large and complex software challenges have been raised. When developing

web applications to respond to software reusability, reliability, scalability, simplicity, these quality issues do not take

into account such aspects traditionally. In this situation, the traditional development methodology to solve the same q

uality because it has limited development of new methodologies is needed. Quality of applications the application logi

c, data, and architecture in the entire area as a separate methodology can achieve your goals if you do not respond.

In this study secure coding, the big issue, web application factors to deal with security vulnerabilities, web applicatio

n architecture, design procedure is proposed. This proposal is based on a series of ISO/IEC9000, a web application ar

chitecture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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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디바이스의 등장 만큼 다양한 운영체제와

다양한 기술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에서 품질을 고

려하지 않은 시스템 개발과 실증적 검증 같은 매우

중요한 품질을 관리하지 않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품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

신뢰성, 확장성, 단순성 등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통적 개발방법론으로는 품질을 해결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제안은 ISO/IEC9000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여 품

질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쳐 설계절차 사용

예제를 새롭게 정립한다. 새로운 접근방법은 웹 개발

방법론의 품질보증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발

굴하여 프레임워크로 정립하는 접근방법 이다. 연구순

서는 서론, 웹 애플리케이션 품질보증 한계 진단,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쳐 설계 절차, 결론의 순서이다.

2. 관련연구

2.1 품질의 개념

품질이란 사용자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종합한 개념으로 정의된다(ISO/IEC

9000). 소프트웨어 품질체계 설계를 위해서는 품질의

정의를 기초로 품질 속성, 품질요구사항, 품질 속성

시나리오가 정의되고 설정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

질은 정의된 품질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하며 소프트웨

어 제품이나 중간 제품의 품질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

사용된다. 품질특성은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체계를 제공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을 상세화 하거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

성, 유지보수성 및 이식성과 같은 특성간의 균형을 맞

추기 위한 기본적 체계를 제공한다[1][2].

2.2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국제표준(ISO/IEC 9126-1)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을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 및 이

식성으로 규정하는데 이 특성은 다시 세부적인 부 특

성들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품질 특성은 여러 자원에

종속적이며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품질 요소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 품질은 9126-3

의 내부 메트릭 개발계의 측정에서 규정하고 제품 개

발완료 후 실행코드 상태에서의 품질은 9126-2의 외

부 메트릭, 완성단계 측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ISO/IE

C 9126-1 에서 정의된 품질특성은 펌웨어(fifmware)

에 수록된 프로그램과 데이터 포함 모든 종류의 소프

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다[2][3].

3. 웹 애플리케이션 품질보증 한계

3.1 웹 개발방법론의 품질보증 한계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의

내용은 선언적이고 방대하다. 각 구성 요소 별로 기술

된 내용이 모두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프로젝트 수행

시 모두 고려하는가, 최소한 어느수준 까지 하면 되는

가가 문제이다.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 개발방법론

기반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 하더라도 상세 이행

계획을 수립 시 개발방법론의 선언적 내용, 어렵게 기

술되어 있는 관련 기법 등을 어떻게 구체화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현실은 소프트웨

어 품질보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3][4].

3.2 개발요원의 품질 전문가 역할 문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기술영역을 책임

지는 품질보증 전문가 가 투입된다면 프로젝트는 품

질보증에 유리하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멀티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므로 개발방법론을 준수하면서 품질보

증을 수행하기에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 개발방법

론을 지원하는 실무적으로 완전하고 정확한 실습이

있다 하더라도 품질 전문가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채우기 어렵다. 진행은 되더라도 시점별 주요 산출물

에 대한 납기와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품질 전문가

의 적절한 투입 및 시점, 책임있는 역할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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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절차 제안절차
아키텍쳐
설계의 범
위

일반적인 애플리
케이션 설계절차

웹 애플리케이션 아
키텍쳐 설계방법론

품질관리
접근방법 일반적인 절차

품질보증 한계 3개요
소 극복방법 발굴

요구사항
설정방법

품질요구사항
기준 모호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품질요구사항 설정

아키텍쳐
설계 절차

구체적아키텍쳐
설계절차의 모호

이해관계자 관심 도
출부터 아키텍쳐 평
가까지 7개절차 모델

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실

행력을 가질 수 없다[5].

3.3 프레임워크의 실효성 문제

많은 프레임워크 중에서 품질과 지속적인 개발능력

을 가진 프레임워크는 많지 않다. 제품 수준에 다다르

기 전에 사장되는 프레임워크도 있으며 현장에서 적

용되고 검증되는 제품은 매우 적다. 비 효율성 프레임

워크 도입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을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흐름과 시대적인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외형적

인 수치만으로 프레임워크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또한 프레임워크의 기능적인 측면만 접근하

는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4].

4. 아키텍쳐 설계절차 예제

4.1 4개영역 아키텍쳐 설계 목표

본 연구에서는 품질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를 위해 기능요구사항과 품질요구사항을 발굴한다.

이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를

작성한다. 기능 요구사항은 성능, 신뢰성, 보안성, 안

전성, 가용성 5개 항목을 선정하며 이에 대한 품질 요

구사항의 목표를 개발한다. 개발 결과를 소프트웨어아

키텍쳐 기술서를 통해 표현하는 절차를 정립한다. 아

키텍쳐 설계 목표로서 모든 사항을 다 관리하지 않고

가장 중요사항을 집중하는 절차로서 아키텍쳐뷰(archi

tectural views) 개념을 채택한다.

<표 1> 4개영역 아키텍쳐 설계절차 목표

4.2 7개 단계 설계절차

4.2.1 이해관계자 관심사항 도출 단계

품질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먼저 이해

관계자 관심사항 도출을 시행한다. 웹 애플리케이션

이해관계자들의 품질 관심은 아키텍처로 수렴된다. 아

키텍처는 여러 이해 관계자 들의 관심을 조율하고 절

충해서 만족 시켜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상호 작용 하고 자신의 관심을 만족 시킨다.

웹 애플리 케이션 이해관계자는 사용자(user), 시스템

인수자(acquirer), 시스템 개발자(developer), 시스템

유지보수자(maintainer)로 설정한다.

4.2.2 아키텍처 동인(driver)결정 단계

품질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기능 요구

사항과 비기능이 아키텍처로 구체화되는 요구사항을

아키텍처 동인, 즉 드라이버로 정립 한다. 아키텍처가

다뤄야 할 기능 요구사항과 품질 요구사항을 결정하

는 과정에서 많은 요구사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구

사항들을 뽑아서 아키텍처 동인으로 선택한다. 모든

요구사항중에서 아키텍처 동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가

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비즈니스 목표를 찾는다. 찾

은 비즈니스 목표를 품질 시나리오나 유스케이스로서

아키텍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나 유

스케이스를 선택한다.

4.2.3 기능 요구사항 설정 단계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요구사

항을 분석한다. 요구 사항은 기능적 요구사항과 품질

요구사항으로 구분된다. 의료정보 접근제어 기본 메커

니즘 설계방법의 첫번째 과제는 의료정보의 다양한

사용자를 파악하고 각계 각층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각 시스템 간 연계를 위

해 개발자 간 조화를 이루는 일이 요구된다. 접근제어

를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예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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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내 용

성능

Rep01 사용자가 모션을 취하면 3초 이내
에 동작이 된다.

Rep02
5킬로 거리 이내의 다른 사용자들
에게 자신의 위치를 보낸다.

Rep03 자신이 지정한 지인들에게도 자신
의 위치를 보낼 수 있다.

Rep04 긴급구조기관에 연락이란 설정을
하면 1초 이내에 연결 된다.

신
뢰
성

Rep05 GPS가 1킬로 이내의 거리로 수신
되어야 한다.

Rep06
최대한 500m내의 사람들에게 전송
이 되어야 한다.

Rep07
위급사항 시 최대 6초 이내에 사람
들에게 전송이 되어야 한다.

보
안
성

Rep08 회원가입된 사용자 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안
전
성

Rep09 모션이 기타 어플리케이션과 겹치
지 않아야 한다.

Rep10
SOS시스템이 작동중일 경우 다른
시스템은 사용이 될 수 없다.

가
용
성

Rep11 연락은 카카오 톡, skype 같이 무
료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표 2> 4개 영역 기능 요구사항 명세 예제

분류 ID 내 용

성능 Rep01
-04

시스템의 자원(CPU, 메모리 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즉
사용자가 입력에 대하여 얼마나 빠
른 시간에 얼마나 적은 자원을 활
용해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가

신 뢰
성

Rep05
-07

시스템이 주어진 요구사항을 준수
하여 동작하는 계량적 정도. 일반
적으로 장애 없이 동작하는 시간의
비율로서 정의된다

보 안
성 Rep08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사용자가 접근 권한이
없는 시스템의 정보를 접근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보안성은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계량적 요구

안 전
성

Rep09
-1
Rep10

시스템이 주변 환경, 인명,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계량적
요구사항이다.

가 용
성

Rep11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에 시스템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계량적
요구사항이다.

4.2.4 품질요구사항 설정 단계

품질요구사항은 시스템이 제공 할 품질 속성 수준

이다. 속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려면 작업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야 한다. 이들 각각의 정제된 엔티티

는 특정 시나리오로 더 나뉘며 이는 요구사항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품질속성은 관찰 할 수 있고 측정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품질 요구사항도 수치로

제시 되어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이 정의되어야 구체

적 품질관리 목표가 설정된다. 다음 표는 품질 요구사

항 명세 예제이다.

<표 3> 4개 영역 품질 요구사항 명세 예제

4.2.5 프레임워크 설계 단계

• 프레임워크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지만

품질을 어느정도 까지 보장해 준다. 품질기반 웹 애플

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프레임워크는 표준화된 심플한

코드를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개발 생산성을 높이

도록 한다. 반복된 작업을 단순화시켜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구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레

임워크가 제공하는 재사용 범위는 개별 문제를 해결

하는 재사용이 아니라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사용이기 때문에 패턴 언어의 인스턴스로 구성한다.

예를들면 자바 분야에서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 목

표 설정에 사례가 될수 있다.

• 프레임워크 설계

프레임워크를 기술/도메인에 의해 웹 개발 프레임

워크 사례로 구성도 프레임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워크, 테스팅 프레임워크, 로깅 프레임워크, 보안 프레

임워크, 도메인 프레임워크, 종합/애플리케이션 프레

임 워크로 구분한다. 품질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을 위해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한 개 이상 프레

임워크를 사용한다. 프레임워크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를 가지고 있는 반 제품 으로서 여러 개 프레임워크

조합은 프레임워크 간 호환성과 배타적 속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프레임

워크 구성요소, 각 구성 요소가 다루는 내용, 형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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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성 제조사

MFC(Microsof t

Foun dation

Classes)

MFC(Microsoft Foun

dation Classes), 클래스

라이브러리

마이크로소프

트

OW L ( O b j e c t

Windows Library)

Windows 클래스 라이

브러리
볼랜드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바 기반

수천개의 클래스기반

API 라이브러리

SUN

.NET 프레임워크

CLR, ASP.NET과 함께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

이브러리

마이크로소프

트

성요소 사이의 관계, 사용예제를 프레임워크로 설계한

다.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와 달리 애플리케이션의

틀과 구조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그 위에 개발된 개발

자의 코드 를 제어하므로 프레임워크는 구체적이며

확장 가능한 기반코드를 가져야 하며 설계자가 의도

하는 여러 디자인 패턴을 보여주도록 한다.

•애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application framework) 선택

애플리케이션은 다수의 개발방법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예외적 상황이 발생 시 개발방법론 적용

어려움이 가중된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프로젝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개발하게

되면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특성상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품질기반 웹 애플리

케이션 개발을 위해 ISO/IEC 9126-1에서 규정된 품

질 모델의 사용 예제를 통해 요구사항 정의의 완전성

확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확인, 소프트웨어 설계 목

적 확인, 시험 목적 확인, 완성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자 인수 확인방법을 제시한다. 애플리케이션프레

임워크는 아키텍처 설계를 실현하는 골격 시스템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며 아키텍처에서 정의한 시스템

구성요소를 가장 높은 추상화 수준에서 구현하는 방

법으로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사용 예제를 도출

한다.

<표 4>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사용 예제

• 플랫폼(platform) 설계

프로젝트는 다양한 패키지 솔루션, 개발 환경, 인터

페이스 방식으로 대내외 시스템과 연동 구축형태로

진행된다. 아키텍처에서 결정한 시스템 구성요소가 동

작 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구축 한다.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제품을 도입할 수도 있다.

OS, 미들웨어, 컴포넌트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플랫

폼이다. 관련 소프트웨어 구조 는 윈도우 운영체제 환

경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저장 및 색을 위해 PHP, JS

P, ASP등 스크립트 언어와 MS-SQL을 사용해 DBM

S를 연동한다.

(그림1) 플랫폼(platform) 예제

• 툴킷(toolkit)

반제품 형태로 공급되는 설계 템플릿이다. 아키텍

처에서 정의한 구성요소들을 추상화하고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의한다. 개발자는 프레임워크에

서 정의한 추상 클래스를 상속이나 포함관계로 재사

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프레임워크, 플랫폼,

툴킷은 위험을 줄이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구

현하거나 개발 조직의 역량이나 비즈니스 품질 요구

사항에 따라 급한 부분을 먼저 구현한다.

4.2.6 4개 계층 애플리케이션 Layer 설계 단계

Presentation Layer는 웹상에서 정보를 출력을 담당

하는 계층으로 HTML5 SVG와 SCRIPT 등을 이용하

여 구성된다. 모든 디스플레이를 이 컴포넌트에 묶어

통합 하여 관리하며,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서

버에 전달 하고 전달한 수행결과를 다시 서버에서 클

라이언트로 요구에 만족하는 정보를 전달한다. Found

ation Layer 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공통으로 사용

되어지고, 공통된 클래스들을 모아 놓은 계층이다. D

B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Business Layer는 비즈

니스 로직을 처리 하는 컴포넌트로 구성된 계층이다.

이 계층의 컴포넌트는 주요 기능인 카테고리 관련 컴

포넌트와 데이터 검색 컴포넌트, 데이터 관리 컴포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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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이해관계자 설명

논리 뷰

(Logical view)

정보시스템개발

자, 유지보수자

요구된 기능을 제공

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프로세스 뷰

(Process view)

정보시스템개발

자, 인수자, 유

지보수자

시스템의 동작 관점

(Activity)

개발 뷰

(Dep l oyment

view)

정보시스템개발

자, 유지보수자

시스템을 구성 하는

물리적인 배치 관점

유즈케이스 뷰

(Usecase view)

정보시스템사용

자, 인수자

실제 사용하는 사용

자 관점

(Use-Case)

물리 뷰

(Physical view)

정보시스템개발

자, 인수자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를 구현하는 관

점

Layer 역 할

Presentatio

n Layer

웹상에서 정보를 출력을 담당하는 계층

으로 HTML5 SVG와 SCRIPT를 이용하

여 구성된다. 모든 디스플레이를 이 컴

포넌트에 하나로 묶어 통합하여 관리하

며,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서버에

전달하고 전달한 수행결과를 다시 리턴

Foundation

Layer

이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공통으로 사

용되어지고, 공통된 클래스들을 모아 놓

은 계층이다. DB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

Bus i ne s s

Layer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컴포넌트로

구성된 계층이다. 이 계층의 컴포넌트는

주요 기능인 카테고리관련 컴포넌트와

데이터검색 컴포넌트,데이터관리 컴포넌

트, 유저상태 에이전트가 있으며, 각 컴

포넌트는 DB에 저장,수정 삭제 변경

DataStore

Layer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및 SQL

을 관리하는 계층

분야 평가 항목

시스템

기능성

기능 충분성

보안성

표준 준수성

효율성

자원활용의 효율성

AP수행의 효율성

DB 액세스의 효율성

신뢰성

시스템 안정성

부하 내구성

데이터 안정성

트, 유저상태 에이전트 실시간 서브웨이가 있다.

<표 5> 웹 애플리케이션 Layer 예제

4.2.7 아키텍처기술서(Architecture Description)

작성 단계

아키텍처는 아키텍처기술서로 문서화 되어야 활용

될 수 있다. 아키텍처기술서는 아키텍처를 결정한 근

거를 제시하여 논쟁이나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 품

질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관점은 모델(mo

del) 작성 방법을 정의하고 어떤 모델의 어떤 부분이

어떤 뷰을 만들 때 꼭 필요 한 것 인지 정의한다. 관

점의 정의에 따라 모델 가운에 꼭 필요한 부분을 모

아 뷰를 작성 한다. 이해 관계자 관점을 논리관점, 프

로세스, 개발, 물리관점 기준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아키텍처기술서는 아키텍

처기술서 정보 작성->. 이해관계자와 관심 식별 ->

관점 선택 -> 관점에 대한 설명 작성 -> 뷰 작성 ->

전체 뷰 작성의 순서로 작성한다.

<표 6> 아키텍처기술서 뷰 예제

5. 아키텍쳐 평가 절차

평가 절차를 정의하고 품질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아키텍처를 평가한다.

•기능 충분성 : 운용시스템의 요구기능 만족도 및

시스템의 요구사항 충족도 점검

•보안성 : 인가자의 접근 허용 및 비인가자의 불법

접근 차단 여부 점검 및 데이터 보호의 적정성

여부 점검

•표준 준수성 : 운용 시스템이 채택한 기술 표준 또

는 관련 지침, 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표 7> 아키텍쳐 종합평가 항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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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만족도

제공정보의 유용성

사용 용이성

사용자 교육

운용
프로세스

시스템 관리

장애 관리

보안 관리

백업 및 매체 관리

사용자 관리

제목 체크사항

문서 품질

- 프레임워크의 기능, 특징, 구조, 도입효

과, 용도설명기본 문서 여부

- 개발동기와 배경, 상황 설명

- 충실한 레퍼런스 문서 및 API 문서를

보유

- 관련 문서 자료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 활동성 프로젝트인가(릴리즈주기)

- 커뮤니티의 규모와 활동 정도

- 개발팀의 지원 수준은 어떠한가

- 파생/서브프로젝트, 기술지원 업체

디자인 품

질

-프레임워크의 설계 원칙에 충실성

- 새 버전이 나올 때 호환가능성

-확장가능성

코드 품질 -오픈 소스의 경우 Clean Code 여부

테스트 품

질

- 테스트 코드가 존재 여부

- 테스트 규모, 코드 커버리지의 수준,

자동화된 테스트 결과 등이 공개

- 다양한 플랫폼에서 테스트 여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평가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에 대한 해답을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심플한

코드로 작성 되는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성능을 가졌

는가.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통일성이 있는가. 디자인

품질, 테스트 품질등 개발 생산성 검증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 8> 아키텍쳐 프레임워크 체크리스트 예제

6. 결 론

웹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하

지만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개발, 개발요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검증

하지 않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시 이러한 품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 신뢰성, 확장

성, 단순성 등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통적 개발

방법론으로는 품질을 해결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 방법론이 필요하다. 애플리케

이션품질은 애플리 케이션 로직, 데이터, 아키텍처 전

체 영역에서 별도의 방법론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목

표를 달성할 수 없다.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쳐 설계

절차 개발은 실질적이며 절실히 요구되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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