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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PDW는 Event-Process-Data-Work의 약자로 소 트웨어 아키텍처이다. 이 아키텍처는 Event 지향 인 

로그래  아키텍처이다. Event 가 발생하면 Process에서 가공하고 Data로 만들어 Work가 처리하는 기

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든 Event는 EventDivider 흐름이 리되며 Process는 EventDivider에 등록된다. 
Work는 하나의 기능단 로써 필요한 controller들과 Process들을 가진다. 이를 통해 Event 가공의 코드의 

재사용  분산방지가 된다. 그리고 Event 흐름의 단순화와 추 의 용이성을 증 해 디버깅에 이 을 

가진다.

1. 서론

   최근 그래픽 분야에는 아키텍처와 이 라인 간소화, 

수  근으로 인한 거 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로 

Mentle API 이다. 소 트웨어 아키텍처의 변화만으로 

30~40%에 육박하는 성능향상을 이끌면서 기존의 ‘하드

웨어 성능이 충분하니 최 화보다는 개발 용이성’ 이라는 

통념에 일침을 놓았다. 노후화된 아키텍처들은 Event를 

달하고 명령을 달하는데에 약간씩의 딜 이가 발생한

다. 이 딜 이는 작아 보이지만 모여서 큰 차이를 이룬다. 

최근의 IT는 기 와 공간  제약이 은 데스크탑의 시

장은 후퇴하고 모바일을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아키텍처 한 연구를 해 구조  최 화를 이끌어

내 소 트웨어의 사용자에게 최 의 력사용과 최고의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2. 아키텍처의 목

   ①EPDW는 Event 흐름의 통합된 제어를 목 으로 한

다. Event 지향 인 소 트웨어에서는 Event의 흐름이 소

트웨어의 작동방식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로인해 버그

의 발생은 Event의 흐름을 도 에 일어나게 된다. 만약 

Event의 흐름이 여러 갈래로 분할되어 있다면 어느 갈래

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기 어려워 진다. 하지만 Event

의 흐름이 통합된다면 문제가 일어난 치를 탐색하기가 

수월해진다. ➁Event 가공 로세스의 분할을 통한 재사

용을 목 으로 한다. Event를 달받았을 때, Event의 정

보를 그 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의 경우 

Event의 정보를 가공하여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Event를 

가공하는 로세스가 Event를 받는 함수를 Override한 곳

에서 이루어 진다면 Event가공의 로세스와 그 Event를 

이용하여 유용한 일을 하는 로세스의 결합이 이루어진

다. 이것은 코드분리가 안됨으로 인한 디버깅 효율 하

와 재사용성의 하락을 부를 수 있다. 하지만 Event 가공 

로세스의 분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Event 달의 간소화를 목 으로 한다. 부분의 아키텍

처들은 Event를 달하는데에 큰 그룹 단 에서 작은 그

룹 단 로 내림차순으로 달하게 된다.

(그림 1)기존 아키텍처의 Event 흐름 

하지만 Event를 달하는 데에는 메모리 이동이라

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것은 작은 비용이지만 매우 

자주 지불하게 될 비용이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

므로 Event 달 이 라인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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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기능단 로의 View들과 Controller들의 리

르 목 으로 한다. 각 기능들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한 View들과 Controller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과 

Event를 처리하는 로세스를 하나의 클래스로 

리하고 기능을 수행해서 각 기능의 제어와 그 기능

의 손쉬운 사용이 가능해진다. 

3. 아키텍처에 한 설명

   EPDW 아키텍처로 짜여진 소 트웨어에서 Event가 발

생하면 EventDivider에 의해 그 타입의 Event를 필요로하

는 Shared Process 와 Work Process 에 달된다. 

Process는 달받은 Event를 Data로 가공하여 Work 에 

달하고 Work 는 Data를 필요한 Controller에게 보내 주

어진 기능을 행하고 그 결과에 맞게 View를 조작하게 한

다.

   ①EventDivider는 Event를 흐름을 리한다. Event의 

Type을 이용하여 어떤 Process가 필요로 하는지를 단

하고 필요한 Process 에 보내 다. , Shared Process의 

수요를 측정해서 수요가 많은 경우, 같은 Process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내어 최 화를 수행한다. 

   ➁Process는 Event를 가공한다. 가공된 결과물은 

Data로 목표에 달된다. Process는 Shared Process와 

Work Process로 나뉜다. Shared Process는 이름그 로 

공유되는 Process이다. 여러 Work에 같은 로직으로 

Event를 가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Shared 

Process는 Work와는 별개로 리되며 Work는 Shared 

Process를 사용할 것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공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된 Work들에 결과 Data를 달한

다. Work Process는 해당 Work에서 독립 인 로직으로 

Event를 가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Work 

Process는 Work에 의해 리되며 Work에 맴버로 포함된

다. 가공이 종료된 후에는 포함된 Work에 결과 Data를 

달한다. 

   ③Work는 하나의 기능단 이다. 소 트웨어에서 기능

하나는 여러 가지 화면과 로직이 모여서 구 된다. 그러

므로 Work는 기능을 수행하기 한 Controller들, 

Process들을 포함한다. , Data를 별하여 한 화면에만 

필요한 Data는 해당 Controller 에게 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공통 으로 필요한 Data는 스스로 처리하는 

로직을 가진다. Controller에게 가공없이 바로 Event를 요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 EventDivider에 요구를 등록

해 바로 달해 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④Controller는 View에서 발생하는 가공안된 Event에 

한 로직과 가공된 Data를 활용한 독립 인 로직을 가진

다. 독립 인 로직을 통한 결과로는 View를 조작해 사용

자에게 정보를 달한다.

   ⑤View는 결과를 달받아 화면을 구성한다.

4. 아키텍처의 장

   EPDW 아키텍처를 활용하면 Event 가공 과정을 

Process로 정의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 Process라는 

이름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Event 가공 과정에 한 코드

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발과 디버깅의 용이성을 높

인다. EPDW 아키텍처는 Event는 일정한 사이클을 통해

서만 소모된다. 그리고 로그램 체의 흐름을 리하는 

EventDivider 와 기능 단 로 흐름을 리하는 Work 가 

존재해서 Event 흐름을 추 하는데 용이하다. EPDW 아

키텍처는 화면은 View 화면로직은 Controller 기능로직은 

Work, Event흐름 로직은 EventDivider가 담당해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로직이 한 곳에 기술되는 일을 방지한

다. 역할이 다른 로직들을 구분해 로직을 찾아 해매는 일

을 여 다. EPDW 아키텍처는 Event 달횟수가 고정

되기 때문에 Window 와 View가 어떤 계층구조를 가지든 

Event 달의 성능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

5. 아키텍처의 용과 이득에 한 연구

   EPDW에 해 평가하기 해 소 트웨어 개발에 용

하여 구조도의 복잡성, 디버깅 이 을 심으로 연구해 

보았다. 먼  구조도의 복잡성의 경우, 기능단 로 로직이 

분리되어 하나의 소 트웨어를 여러개의 구조도로 쪼개어 

한번에 야하는 로직의 수가 어들어 복잡성이 어들

었다.

(그림 3) EPDW가 용된 소 트웨어 구조도 

디버깅의 이 으로는 버그의 치를 탐색 할 때에 Work 

와 Controller 사이, Process와 Work 사이의 Event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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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Event나 Data가 정상 인지를 별하여 

Process, Work, Controller  어느 부분에 버그가 존재

하는 지 알아내기 수월해 졌다.

6. 결론

   EPDW 아키텍처를 통해 로그램을 개발함으로 개발, 

디버깅의 용이성과 성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더구나 

개발  디버깅의 용이성은 소 트웨어의 안정성을 높이

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EPDW 아키텍처를 통해 더 좋

은 품질의 소 트웨어가 고객에게 달되길 희망한다. 마

지막으로 EPDW 아키텍처를 통해 개발, 디버깅 용이성과 

성능, Event 달 시간을 하게 비율맞추어 사용자에게 

더 나은 소 트웨어를 경험하게 해주는 아키텍처 연구가 

더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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