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연구 분야 및 IEEE 1471 국제표준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CBD(Component-Based Development), 

MDA(Model-Driven Architecture), PL(Product Line) 등의 소프트웨어 재사용 개념이 최근에 강조

되면서 그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Software Architecture)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변화하는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적시에 저비용으로 개발하는데 가장 유용한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관한 이론 및 실무적 능력을 겸비한 고급 소프트웨어 아키텍

트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정의, 중요성 및 핵심 연구분야를 소개하고 IEEE 1471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아키텍처 표현을 위한 참조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소프트웨서 아키텍처 정의 및 배경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한마디로 개발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소프

트웨어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복잡도를 높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다루

기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학술적인 정의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 이들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 각 컴포넌트들의 특성 및 이들이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진화를 위한 각종 원칙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아키텍처는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관심사항과 이에 따른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모

델들의 집합이 된다. 

그렇다면 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중요해졌고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 비교적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소프트웨어가 달성해야 하는 목적과 그를 위한 기능 중심으로 설계를 

하여도 품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목적과 기능이 다양해지면 기능을 목

적에 맞게 정의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분할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복잡해진다. 또한 품질 특성을 

요구분석 및 설계 과정부터 기능과 함께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구현하려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양한 관점에

서 모형화하고 이를 개발 문제의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 핵심 요소로 

대두된 것이 아키텍처이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활용방안 및 표준화 이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개발의 친절한 안내도라는 기본 기능 외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가 구현되기 전에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모형으로부터 여러 품질 특성을 추론하

고 이를 바탕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와 

개발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기술 혹은 플랫폼 

독립적인 모형에 기반해서 향후 변화되는 정보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설계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관련한 표준화 이슈이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연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아키텍처는 궁극



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모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은 사용자의 요

구사항과 구현된 소프트웨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모델들

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개념, 원칙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프로세스 표준화의 핵심이 된다. 

둘째, 아키텍처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ADL(Architecture Description Language)이다. ADL은 주로 시스템을 

컴포넌트와 커넥터의 집합으로 보고 이를 활용해 아키텍처를 표현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ADL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모형화를 지원하기에는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의 마련과 실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활용 지침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셋째, 유용한 아키텍처

는 구현할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외에 다양한 품질 특성 (신뢰성, 유지보수성, 사용성, 이식성 등)

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

한 제공해주어야 한다. 품질 특성과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아키텍처의 설계 및 평가 방법의 연구 

및 표준화도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키텍처의 재사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아키텍처 스타일, 패턴 및 프레임워크 및 이에 대한 활용 지침의 개발을 핵심 연구 주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1) Conceptual Model for Architectural Description (Source: IEEE 1471) 

 

프트웨어 아키텍처 관련 국제표준 

 국제표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2000년에 제정된 IEEE 

소

마지막으로 아키텍처와 관련한 중요한

1471 국제표준(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Architectural Description of Software-Intensive 



Systems)은 아키텍처가 표현해야 하는 내용 및 이들간의 관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은 IEEE 

147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키텍처 표현을 위한 요소 및 이들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IEEE 1471은 어떤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 및 조직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표준은 아키텍처 표현의 일반화로 아키텍처 명세를 위한 메타모

델로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표준에서는 아키텍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다루지 않고 유

용한 아키텍처 명세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요소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관계자(stakeholder), 관심사항(concern), 뷰포인

트(viewpoint), 뷰(view), 모델(model) 등이 아키텍처 명세를 위한 중요한 개념이 된다. 뷰포인트

와 뷰의 관계는 메타모델 및 모델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데 뷰포인트가 뷰를 만들기 위한 기법 

및 모델을 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IEEE 1471은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키텍처상의 관심 사항의 파악 

재하는 불일치성의 파악 및 기록 

 (rationale) 작성 

 

한 위의 각 활동별로 아키텍처 명세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로 뷰포인트 

루어지는 이해관계자 

법론 

) 

 

EE 1471은 수년간 아키텍처 개발에 관련된 best practices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국제표준으로 

함동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공학연구팀 선임연구원, dhham@etri.re.kr)  

 

- 아키텍처 관련 문서의 파악 

- 이해관계자, 그들의 역할 및 

- 뷰포인트의 선택 및 명세 

- 뷰의 명세 

- 뷰들간의 존

- 선택되어 설계된 아키텍처에 대한 논리적 근거

또

명세를 위해 다음의 정보가 다루어져야 한다. 

- 뷰포인트의 이름 

- 뷰포인트에 의해 다

- 뷰포인트에 의해 다루어지는 관심사항 

- 뷰포인트에 근거한 뷰를 만들기 위한 방

- 뷰포인트 라이브러리의 출처 (적용 가능한 경우

IE

아키텍트가 유용한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하고 이를 바

탕으로 아키텍처 모델 및 이와 관련한 정보를 일관성 있게 조직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