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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바 프로그램언어를 이용한 개발이 많아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배포되고 

있다. 오픈 된 자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특정 부분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개발한 것도 있지만 개

발환경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하나이

상의 프레임워크를 선정하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는데 각 프레임워크의 역할은 모든 

프로그램이 동일하지는 않다. 그래서 프레임워크간의 관계 및 역할 등의 정보가 문서화가 이루어져

서 개발자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오픈 소스는 빈번하게 업그레이드되

어 변화하는 프레임워크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혼란스럽게 된다. 본 연구는 자바 오픈 프레

임워크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할 때 프레임워크의 정보 관리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

처를 설계 후 작성해야 하는 문서의 표준안을 제시한다. 이는 개발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구조

를 표준화된 문서로 배포하면 사용자는 그 문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의 구조 뿐 아니라 오픈 소

스 프레임워크의 역할과 환경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향후 효과적인 유지보수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Open Source Framework; Development Documentaion; J2EE Architecture 

1. 서론 

자바 프로그램언어를 이용한 개발이 많아지면서 사용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배포되고 있다. 배포

된 소프트웨어 중에 특정 기능을 구현한 소프트웨어

는 요구사항의 다양성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프레임워크는 프로

그램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틀로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2007 년 8 월 25 일 현재 소스포지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자바 관련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14516 개중 

JBoss.org, jEdit, Hibernate, Spring Framework, Eclipse 

Checkstyle Plug-in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대

부분이 개발에 성능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워크나 에

디터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아파치 그룹에서 

오픈한 자바 프로젝트도 iBATIS, Jackrabbit, Cocoon, 

Struts 등이 프레임워크에 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프레임워크는 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발 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만 대부분은 여러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활용하여 개

발을 하게 된다. 이러다 보면 프레임워크 간의 특징

적인 기능도 있지만 중복되는 기능도 있어서 설계자

가 프레임워크간의 관계 및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

으면 개발 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특히 빈번

하게 업데이트 되는 프레임워크 때문에 정보를 관리

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된 프

레임워크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바 오픈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려고 할 때 프레임워크의 정보 관리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 후 작성해야 하는 문서

의 표준안을 제시한다. 이는 개발자는 개발된 소프트

웨어의 구조를 표준화된 문서로 배포하면 사용자는 

그 문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의 구조 뿐 아니라 오

픈 소스 프레임워크의 역할과 환경정보를 빠르게 이

해하고 향후 효과적인 유지보수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관련연구 

이번 연구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의 종류와 이를 배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329 

치할 수 있는 J2EE Architecture Design Patterns 을 이해

한다. 오픈 소스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

을 알아보고 현재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설계된 아키텍처를 확인한다. 

 
2.1 Open Source Framework 
 

아파치 그룹, 소스포지, KLDP 등의 사이트를 보편 오

픈 소스 프로젝트 정보를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자

바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주로 개발을 좀더 효율적으

로 하고 디자인 패턴을 구현해 놓은 프레임워크가 대

부분이다. 프레임워크 관련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JBoss, Hibernate, String, Ant, Beehive, iBATIS, Jackrabbit, 

Struts, Tapestry 등 매우 다양하다. 이중 Struts 는 MVC 

Model2 디자인 패턴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로 가장 활성화되다. 

 
2.2 J2EE Architecture Design Patterns 
 

J2EE Platform 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일

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디자인 패턴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이를 J2EE Architecture Design Patterns 이라고 

한다.  

 

 
(그림 1)J2EE Architecture Layer 

 

J2EE Architecture Design Patterns 에서 Client Layer 와 

Resource Layer 를 제외한 Presentation Layer, Business 

Layer, Integration Layer 를 자바 소프트웨어 개발영역으

로 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자바 개발 영역에 맞는 Open Source Framework 이다. 

� Presentation Layer 
: MVC Model 2, Structs, Velocity, SiteMesh, JSF 

� Business Layer 
: Spring, HiveMind, EJB-SessionBean 

� Integration Layer 
: Hibernate, EJB-EntityBean, MessageDrivenBean, iBatis, 

SpringDAO, JDO, Castor 
 

2.3 Architecture Framework Method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한 개발 방법론은 Zachman’s 

EA(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TOGAF(The Open 

Group Architecture Framework) EA, RUP’s 4+1 Views, 

UMLComponents, TTAS.KO-11.0030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컴포넌트 기반으로 아키텍처 설계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중 TOGAF 는 미 국

방성의 TAFIM(Technical Architecture for Information 

Management)을 비 영리 단체인 오픈 그룹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이를 산업계의 특성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TOGAF 를 포함하여 ADM(Architecture 

Development Method)는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방법론을 

수립하였다. 

 

ADM 은 다음 7 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 Phase 1: Initiation and Framework 
� Phase 2: Baseline Description 
� Phase 3: Target Architecture 
� Phase 4: Opportunities and Solutions 
� Phase 5: Migration Planning 
� Phase 6: Implementation 
� Phase 7: Architecture Maintenance 
 

Phase 6 에서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배포하는데 개별적

인 프로젝트의 범위, 전술적인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의 요구사항, 아키텍처 관련 계약 사항 등에 대한 문

서화를 한다. Phase 7 에서는 기술적인 환경 및 비즈니

스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ADM 은 IT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방법론으로서 검증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설계를 위한 프로세스의 제안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프로세스 정의가 필요하다. 

 
2.4 Open Source Framework Architecture 
 

일반적으로 자바의 Open Source Framework 를 이용하

여 아키텍처를 설계하려고 할 때 함 어려움이 많았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선정하는데 시 모

든 프레임워크를 분석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막막한 

점이 있다. 

 

다음과 오픈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설계된 아키텍처

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거나 연구되고 있다. 

  

 

(그림 2) OnJava’s Architecture 

(그림 2)는 오라일리가 운영하는 OnJava.com 에 소개

된 별도의 프레임워크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Struts, Spring, Hibernate 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설계

하였고 가장 보편화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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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JOSA 

EJOSA(Enterprise Java Open Source Architecture)는 오픈 

소스 및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자바에서 엔터프라이

즈 환경을 구출할 수 있는 아키텍처 구조이다. 이전

에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면 

EJOSA 는 WAS, 개발도구 등을 모두 제공하였다. 

 

 
(그림 4) VSSH 

이전의 오픈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아키텍처 설계와 

달리 VSSH(Velocity Structs Spring Hibernate)등 프레임워

크를 중심으로 방법론, 동작환경, 개발환경, 활용 샘

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VSSH 포

럼으로 여러 개발자가 아키텍처 설계에 참여 하고 있

다. 

 

3. 자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

발 문서 표준안 

관련연구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오픈 프레임워크

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Structs 와 같이 항상 언급 되

는 기술도 있지만 초기엔 Hibernate 를 기반으로 설

계되었지만 최근엔 iBatis 를 연계한 프로젝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픈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아키텍처를 살펴 보면 

공통점은 개발 영역이 J2EE Architecture Layer 를 기반

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업무에 맞는 프레

임워크를 선택하고 J2EE Architecture 를 기반으로 각 

Layer 에 정의된 Design Patterns 에 따라 설계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키텍처를 설계하

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오픈 된 

프레임워크를 선별하여 배치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한

다.  

오픈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일

련의 과정을 UML Component, ADM 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림 5)J2EE Architecture 기반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설계 프로세스 

 

3.1 논리아키텍처 설계 

정의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논리 아키텍처를 설계한

다. 논리 아키텍처란 개발 환경이나 시스템이 정해지

지 않았을 때 업무의 흐름을 도식화 함으로써 세부 

업무를 정의하기 전 개발환경 선정, 오픈 프레임워크 

선정에 기준이 된다. 이때 작성되는 문서는 컴포넌트 

명세서라고 한다. 

 

컴포넌트 명세서 세부 요소 다음과 같다. 

� 컴포넌트명 

� 컴포넌트 개요 

� 컴포넌트 배경도(외부 상호작용) 

� 관련 요구사항 

� 전제조건 

� 우선순위 

� 사용자(Actor) 

� 관련 요구사항 

 

3.2 오픈 프레임워크 선정 

오픈 프레임워크에는 고유한 기능과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는 업무에 맞는 오픈 프레임워크를 선정하여 

이후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제공할 정보를 관리한다. 

오픈 프레임워크 선정 단계에서는 오픈 프레임워크 

기능 명세서를 작성한다. 

 

프레임워크 기능 명세서 세부 요소 다음과 같다. 

� 프레임워크 이름 

� 개발 영역 분류(J2EE Architecture Layer) 

� 적용 가능한 디자인 패턴(표 1, 2, 3 참고) 

� 출처 

� 버전 

� 참고문서 

� 구현 컴포넌트(.jar) 

� 사용성 

 

다음은 Presentation Layer, Business Layer,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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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등 J2EE Architecture 에서 영역에 해당하는 

Design Patterns 이다. 

<표 1> Presentation Layer Design Patterns 

 
<표 2> Business Layer Design Patterns 

 
<표 3> Integration Layer Design Patterns 

 
 

3.3 프레임워크 배치 

프레임워크 기능명세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선정하여 배치한다. 이때 프

레임워크간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명확하게 하고 작

성되는 문서는 프레임워크 배치 명세서를 작성한다. 

 

프레임워크 배치 명세서 세부 요소 다음과 같다. 

� 프레임워크 이름 

� 관련 컴포넌트 

� 업무 영역 

� 관련 라이브러리 

 

3.4 프레임워크 역할 정의 및 문서화 

배치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시 

배포해야 하는 명세서를 정리하고 작성한다. 프레임

워크 배치 명세서를 기반으로 세분화된 아키텍처 설

계 명세서를 작성하고 개발환경 명세서, 프레임워크 

관련 문서 관리, 용어 사전을 작성한다. 

 

개발환경 명세서 세부 요소 다음과 같다. 

� OS 

� JVM 
� Editer 
� WAS(Web Application Server) 
� Builder(Ant) 

� 프레임워크 

� UI 환경 

프레임워크 관련 문서 관리 세부 요소 다음과 같다. 

� 프레임워크 관련 라이브러리 

� 프레임워크 관련 문서 

용어 사전 세부 요소 다음과 같다. 

� 용어명 

� 용어내용 

� 출처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이번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설계되는 

아키텍처를 오픈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이후 작성해야 하는 문서의 표

준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표준화된 문서안을 기반

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 환경에 대한 아키텍처 구조

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면 개발 시 일관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고 향후 유지 보수시 이해를 쉽게 함으로 

작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오픈 프레임워크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좀더 상세한 문서표준안에 대한 연구 및  사

례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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