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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엔터프라이스 아키텍처 (EA)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정보기술 요소들 사이의 상호 운영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EA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이다. 본 논문은 엔터프라이스 아키텍처 유닛(AU), 참조모델, 그 

리고 도메인 모델 사이의 연관관계를 조합하여 정의한 ENAF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이라 

는 엔터프라이스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설계 기법을 정의한 것이다. 이 기법에서 정의하는 AU는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및 기술요소들을 연관관계를 포함하여 조합한 최소단위의 

EA로서 서로 연관이 있는 AU들의 조합을 통하여 EA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UML과 같이 범용 

성있는 모델링 언어의 사용은 비즈니스 도메인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즈니스 도메인의 기술에 

적합한 DSM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DSM으로 정의된 AU 들은 토픽 맵을 이용하여 EA를 생성할 수 있다.

논문의 2장은 EA 관련 연구 및 DSM, 토픽 맵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3장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A 
프레임워크의 설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4장에서는 본 설계 기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 

였다.

ABSTRACT

An Enterprise Architecture (EA) Framework is a tool which supports implementation of the Enterprise 
aKhitecture that is used to enhance the interoperability of the IT compon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amework named as ENAF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which combines enterprise ar사litecture unit 
(AU), reference model, and association relationship between domain model. Architecture Unit is defined as a 
minimum set of a business process and its associated components such as application system and technical 
components. An EA can be designed and implemented by the aggregating the related AUs including association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Units. Because UML model has limitations to describe business domain semantics 
because it is designed for general purpose, we adapt the DSM (Domain Specific Modeling) concept. We describe 
association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Units designed by Domain Specific Modeling through Topic Map.

Session 2 describes related works about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s, Domain Specific Modeling, and 
Topic Map, while Session 3 explains components of the ENAF. Finally Session 4 아lows the case study for 
implementation of the new Framework called ENAF.

키워드 : 기업구조, 기업 구조프레임워크 도메인 기반 모델링, 토픽 맵

Enterprise Architecture,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Domain Specific Modeling, and Topic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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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A(Enterprise Architecture)는 기업 내의 

업무 및 관리 프로세스와 정보기술 간의 현재 

및 목표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문서[1]로 

서 정보 전략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 및 프로 

세스 구조를 제공한다[2丄 EA 프레임워크는 

EA 구축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EA가 다루어 

야 할 항목, 즉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정보 

기술, 그리고 정보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비 

즈니스에 대한 IT활용측면에서의 기업 구조 

를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EA를 구축하 

는 방법에는 참조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2]과 

Template을 이용하는 방법[1]으로 나눠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참조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 

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 도메인에 

표현하는 템플릿보다는 일반화된 템플릿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해당하는 EA 

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혼합하는 EA 구축 방 

안 즉, 참조모델과 도메 인 모델들 간의 연관 

관계를 포함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EA를 개 

발하는 ENAF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관관계 

모델은 EA에서 사용되는 이들 간의 연관 관 

계를 정의하고 모아놓은 것으로서, 본 논문에 

서는 사용한 연관관계는 Henk[3]등이 정의한 

연관관계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AU(Architecture Unit)는 하나의 비즈니스 프 

로세스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기술 요소들 

간의 연관관계를 포함하여 조합한 최소단위 

의 EA로, AU를 조합함으로써 EA의 생성이 

가능하다. AU 구성요소들 간의 연관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연관관계의 고려 없이 EA의 

생성 이 가능하게 하며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 

해준다.

EA 모델에 UML과 같이 도메인을 고려하 

지 않는 모델링 언어의 사용은 특정 도메 인 

에 한정된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DSM(Domain Specific Modeling)[4] 

을 이용하여 EA로 구현하였다. Domain 

Specific Model로 정의된 AU들은 토픽맵(Topic 

Map)을 이용하여 EA내의 각 관점들의 연관 

관계를 표현에 이용하고, 'merging" 과정을 이 

용하여 EA의 빠른 생성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개발된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급 

망(supply chain)을 위한 EA 모델의 Domain 

Specific Meta Modeb을 정의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참조 모델인 

SCOR[5]모델을 참조하여 DSM인 EA 참조 

모델, 연관모델 그리고 AU를 생성 하였다. 그 

리고 생성된 EA모델들을 기반으로 국제 표 

준인 [ISO1325이 토픽 맵 [6] 형태로 EA들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EA 프레임워크들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한 DSM과 토픽 

맵에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였고, 3장에서는 

ENAF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4 

장에서는 ENAF 내의 AU와 관계모델을 공 

급망의 EA를 위한 DSM로 표현하였으며, 5 

장에서는 AU를 토픽맵으로 구현한 예를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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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EA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FEAF와 같이 참 

조모델을 이용하는 방법과 Zachman 프레임 

워크와 같이 Template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눠진다. EA 프레임워크들 중 FEAF는 보 

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EA의 생성을 위하여 

참조모델을 EA생성의 도구로서 제공한다. 참 

조모델 방법은 EA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하 

여 관점 별로 참조 모델을 만들고 이를 이용 

하여 EA를 생성하는 방법 이다. 참조모델 방 

법은 참조모델내의 요소들이 컴포넌트로 구 

성되어있기 때문에, 컴포넌트들 간의 연관관 

계를 고려하여 조합하면 EA가 생성된다. 참 

조모델 방법은 참조 모델을 이용하는 참가자 

들 간의 상호운용성 이 확보되고, 컴포넌트의 

특징 인 모델의 재사용성 (reusability) 이 확보 

됨으로써 EA의 초기 모델 생성이 용이한 장 

점을 갖는다. 이러한 참조모델 방법은 EA의 

생성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참조모델 

에 EA의 생성 시에 필요한 도메 인 모델들 간 

의 연관관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EA생 

성에 필요한 연관관계를 사용자가 직접 찾고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도메인 모델들 간의 연관관계에 대 

한 연구는 Henk[3]등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Henk[3]등은 EA의 영 역을 비즈니스 애플리 

케이션, 기술 레이어 (layer)로 표현하고, 레 

이어 내부와 외부의 연관관계를 나누어서 표 

현함으로써 EA내의 모든 연관관계를 표현하 

였다. 그러나 Henk[3]등의 연구는 EA내의 연 

관관계의 표현은 적절하나 참조모델 방법과 

같이 컴포넌트에 의한 체계적이고 쉬운 EA 

의 개발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2.1 Zachman 프레임워크

Zachman 프레임워크는 EA의 대표적인 프 

레임워크의 하나이며, 하나의 기업의 아키텍 

처를 이차원적으로 분류[7,8]하는 프레 임워크 

다.〈그림 1〉과 같이 Zachman 프레임워크의 

세로축은 관점 (perspective) 에 따라 scope 

(planner), business model (owner), system 

model (designer), technology model (builder), 

detailed representation (sub-contractor)로 분 

류하여 상위로 갈수록 조직의 일반적 인 관점 

을 표현하며 하위로 갈수록 현실적인 관점을 

표현한다. 가로축은 육하원칙에 따라 data 

(what), function (how), network (where), 

people (who), time (when), motivation (why) 

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셀에 

이 셀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매핑하여 프레임 

워크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비즈니스 도메인 

에 따라서, 그리고 생성되는 셀의 특징에 따 

라서 다른 템플릿이 생성되므로 이를 관리하 

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2 DoDAF(Departm어砒 of Defense 

Architecture Framework

DoDAF[9] 는 미 국방성의 표준 EA 프레 

임워크며〈그림 2〉와 같이 크게 3가지의 관점 

(view)로 구성되어 있다. 3가지 관점은 

0V(Operational View), SV(System View), 

TV(Technical standards view) 이며 이들 3가 

지 관점을 총괄하는 AV(AU view)가 합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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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Zachma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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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oDAF 뷰들 간의 연관관계

서 DoDAF를 구성한다. 각각의 뷰는 뷰를 상 

세호］게 기술하는 여러 개의 product들로 구성 

된다. OV, SV, TV는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 

으며 EA를 구성할 경우 관점에 따라 각 관점 

에 속한 필요한 product를 조합하여 EA를 구 

성한다.

OV는 미 국방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와 활동, 조작요소 그리고 정보교환을 기 

술하며, SV는 미 국방부의 업무를 위한 상호 

관련 및 시스템을 기술하고 시스템 리소스를 

OV에 연결시킨다. TV는 시스템을 실행하는 

과정 있어서 기술적 인 근거를 제공한다. AV 

는 OV, SV, TV를 지배하는 형태를 지니며,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DoDAF는 각 관점들 간의 연관관계가 정 

의되어 있어서 EA생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쉽게 한다.

2.3 FEAF(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FEAF［1 이는 미 연방정부의 표준 EA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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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E臥의 참조모델

임워크며 정부 내의 IT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며 IT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 연방정부가 재 

정한 EA 프레임워크다. FEAF는 크게 

BRM( Business Reference Model), SRM(Service 

Reference Model), TRM(Technical Reference 

Model), PRM(Performance Reference Model), 

DRM(Data Reference Model)등 5가지의 참 

조모델로 구성되어 있다〈그림3〉. BRM은 비 

즈니스 참조모델로서 FEA의 기본이 되는 모 

델이며 미 정부 내의 각 부서들의 공통적인 

비즈니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SRM은 컴포넌 

트를 기반의 모델로서 애플리케이션, 애플리 

케 이션 성능, 컴포넌트,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 

스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TRM은 기술 

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CBA 

(Component Based Approach)를 지원한다. 

PRM은 IT의 성능 측정지표로서 활용되며, 

DRM은 FEA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와 정보 

의 분류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러한 참조모델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EA를 생성할 수 있으 

나 각 참조모델 간의 연관관계가 표현되 어 있 

지 않기 때문에 EA생성 시 연관관계를 찾아 

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4 ESA(Enterprise Solution Architecture)

ESA[11]는 IT투자에 대한 결정과 IT 솔루 

션solution)의 지침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ESA는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한 요 

구에 반응하여 개발되며, EBA(enterprise 

business architecture), EIA(enterprise information 

architecture), 미래 지향적 인 컴포넌트 모델인 

ETA (enterprise technical architecture) 과 연 

결되어 있다. ESA에서 솔루션은 그림4와 같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EBA와 

EIA가 만들어 지며, EBA와 EIA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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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SA(enterprise solution architecture) 모델

구가 발생하면 적절한 애플리케 이션과 데 이 

터, 그리고 ETA 컴포넌트가 선택된다. 완성 

된 솔루션 모델들은 기업 내의 각 조직에 따 

라 다를 수 있으며 EA 내에서 서로 연관관계 

가 표현된다.

ESA는 솔루션 안에 여 러 가지 관점에 따른 

모델이 합쳐져 있고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AU와 같다. 그러나 ESA는 애플 

리케이션 중심의 방법론이며 EA 전체가 컴 

포넌트로 모델링 되지는 않는다.

2.5 Topic Maps

토픽맵［6, 12］은 주체(Subject)중심의 언어 

로서 Topic, Association, Occurrence# 기본으 

로 연관관계의 표현이 가능하며, 정보가- 여러 

〈그림 5> 토픽 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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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관점에서 표현되어 정보 검색에 유용하 

다. 토픽맵은 ISO 13250에 정의 되어 있고, 오 

늘날 대부분은 XTM 1.0 [이에서 정의된 문 

법을 사용한다. 토픽맵의 기본 구조는 그림5 

와 같으며, 적용분야는 (1)정보의 접근성향 

상 (2)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 (3)기존의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이다 [12],

본 논문에서는 토픽맵을 EA내의 각 관점 

들의 연관관계를 표현에 이용하고, "merging" 

과정을 이용하여 EA의 생성에 이용한다. 토 

픽맵은 EA내에서 비즈니스와 시스템 그리고 

기술 등 각 모델들 간의 연관관계를 표현함으 

로써, EA내의 각 모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각각의 AU 

들이 토픽맵의 “merging"과정을 이용하여 특 

정한 EA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2.6 DSM (Domain Specific Modeling)

하나의 도메인 내의 개념과 이러한 개념을

실행하는 최종 제품사이의 연결은 매우 어려 

운 일 이다.[4] UML과 같은 대중적 인 언어들 

을 개념 모델에 사용하면, 언어가 도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해당 도메인과의 매핑 이 요구된 

다. 이에 따라 최종 제품 즉 코드 생성을 하는 

데〈그림 6〉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DSM은 해당 도메인의 개념을 그대 

로 반영하여 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모델들이 

해당 도메인의 최종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최종제품의 생성과 반 

응성 그리고 지식습득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 

다. DSM은 Domain Specific Model의 생성을 

위한 메 타모델 인 D omain Specific Meta Model, 

이를 이용하여 생성된 모델인 Domain Specific 

Model, 그리고 라이브러리 형태로 Domain 

Specific Model과 최종 제품의 연결을 도와주 

는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

〈그림 6>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DSM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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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AF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인 

ENAF는〈그림 7〉과 같이 참조모델과 관계 

모델 그리고 AU들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며, EA개발 방법으로서는 DSM방법을 

이용한다. ENAF내의 참조 모델들과 AU들 

은 관계모델을 통하여 서로 호환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다. 즉 참조모델과 관계모델을 결 

합하면 AU들이 생성되며, AU들은 관계모델 

을 고려하여 분해하면 참조모델로 변환이 가 

능하다. 따라서 ENAF는 관계모델과 AU들 

만으로 구성 이 가능하며, 참조모델의 생략이 

가능하다.

ENAF내의 관계모델과 AU를 사용하여 EA 

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면〈그림 8〉과 같 

다. 기업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에 EA 프레임워크를 적용 

하여 EA를 생성하면, EA가〈그림 8〉의 (a) 

와 같이 참조모델들로 나누어져서 모델링 된 

다.〈그림 8〉의 (b)는 AU를 생성하는데 기본 

이 되는 연관관계를 모아놓은 연관 관계 모델 

을 표현한다.〈그림 8〉의 ("는 AU를 설명한 

것으로 AU는 (a)의 참조모델들과 (b)의 연 

관 관계모델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AU를 비 

즈니스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합하면 (d)과 

같은 하나의 특정 EA를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성된 EA는〈그림 8〉의 (e)와 같이 참 

조모델에서 생성된 EA 모델로 변환이 가능 

하다.

3.1 AU

AU는 EA의 체계적이고 쉬운 생성을 목적 

으로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심의 EA 

Unit으로서 Tony Clark등의 [13] language unit 

과 유사한 개념이다. AU는〈그림 8〉의 (d)와 

같이 비즈니스 중심으로 관련된 시스템 요소 

기술 요소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 간의 연관관 

계가 표현된 가장 작은 단위의 EA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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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NAF를 이용한 EA 구축

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AU의 특징

(1) 기업 내의 모든 AU들의 합집합은 기업 

의 EA가 된다.

기업의 EA가 비즈니스 시스템 그리고 기 

술요소들로 구성 이 되어 있으므로, AU는 비 

즈니스 프로세스 단위를 중심으로 관련된 시 

스템과 기술 요소들을 외부연관관계를 참조 

하여 생성된다. 즉 Al*  기업의 EA에서 비 

즈니스를 분리하여 먼저 모델링하고 시스템 

과 기술이 연관된 외부연관관계를 찾고, 외부 

연관관계에 따라 시스템 그리고 기술모델들 

을 찾아서 연결하면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된 

모든 기업 내의 AU들의 합집합은 기업의 전 

체적인 EA가 된다.

(2) AU는 그 자체로도 EA의 특징을 갖는다.

AU는 EA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비즈니 

스 프로세스 중심으로 관련 요소들을 외부연 

관 관계를 통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비즈 

니스 프로세스 중심의 소규모 EA로서 전체 

적 인 EA의 특징을 그대로 갖는다.

(3) AU는 EA의 컴포넌트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AU는 컴포넌트와 같이 필요한 AU를 조합 

하면 원하는 EA를 구성할 수 있다. 두 기업 

또는 한 기업 내의 두 부서가 공통의 AU를 

사용할 경우, 각 회사 또는 각 부서 마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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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U들간의 상호운영성

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AU를 조 

합하면 각 조직의 운영을 정보기술의 관점에 

서 기술한 EA가 생성된다.

(4) AU을 사용하는 기업들 또는 기 업 내의 

부서들은 서로 상호운용성을 갖는다.

기업에서 EA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AU들이 생성 되면, Al*  컴포넌트와 같이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조합으로 기업의 EA 

와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EA를 형 

성한다. 비즈니스 조직의 AU를 중심으로 EA 

가 형성이 되면, 기업의 각 부서들은 관련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AU들을 조합하여 각 

부서의 기능을 반영하는 EA를 생성한다. 이 

와 같이 생성된 부서별 EA들은 기업 전체적 

인 EA를 기준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각 부 

서별 EA들 간의 상호운용성 이 보장된다.

일반적으로 공통의 EA에서 개별적인 EA 

의 생성 시, 공통의 EA내의 구성 요소들의 관 

점은 개별적인 EA의 특성에 따라 각 구성요 

소들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구조의 일관성 

이 유지가 어렵다. 예를 들어 공통의 EA (기 

업의 공통적인 EA) 에서 기술모델에 

"barcode”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면, 개별적 

인 EA(한 기업 내의 부서 또는 기업과 관련 

있는 기 업으로, 예를 들면 七arcode”를 개발 

하는 부서 및 하청기업) 입장에서는 'barcode”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개별적인 EA들 간의 상호운용성 이 보 

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AU를 이용하여 EA를 

생성하면 개별적 인 EA들은 공통의 EA의 구 

조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모델의 일관성 

이 확보되고 상호운용성도 보장된다. 그림 9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과 기업 간의 연관 

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참조모델 또는 관련 기 

업들 간의 참조모델형태로 AU를 형성하고 

각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면, 기업들 간의 상 

호운용성이 보장되어서 협업이 용이해진다.

(5) AU은 분해 (decomposition)가 가능하며 

분해 된 AU들은 AU의 특징을 그대로 갖는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필요에 따라 하위의 

프로세스로 분해되면, AU들도 보다 상세한 

하위 AU들로 분해된다. 분해된 하위 AU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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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의 AU과 같은 특징을 지니며, 하위의 

AU들을 조합하면 하위의 EA가 생성된다.

(6)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른 빠른 응답성

AU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심으로 모델링 

되어있고,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만을 기 

준으로 모델링 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요구가 발생하면 해당하는 비즈니스 프로세 

스를 수정하여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빠르 

게 반응할 수 있다.

(7) AU들은 연관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AU내에는 AU내외의 모든 요소들과 관련 

된 연관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관 

관계는 AU의 이해에 도움을 주며, AU들이 

결합하여 EA를 생성할 경우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3.2 연관 관계모델

ENAF에서 관계모델은 비즈니스, 시스템, 

데이터, 기술 참조모델들 간의 연관관계들을 

표현한 것으로서, AU의 기본이 되는 연관관 

계를 표현하다. 관계모델은 EA에 필요한 연 

관관계를 정의한 일종의 템플릿으로서 EA를 

생성할 때 명확하고 체계적인 연관관계의 설 

정을 돕는다.〈그림 8> (b)에 표현한 바와 같 

이, 관계모델은 크게 AU안에서 각 관점별 요 

소들 간의 연관관계를 표현한 외부연관관계 

(external association), 기존의 EA 프레임워 

크내의 모델들 내의 요소들 사이의 연관관계 

를 정리한 내부연관관계(internal association), 

일반적 인 연관관계를 표현하는 일반연관관계 

그리고 AU들 간의 연관관계를 정의한 AU연 

관관계 4가지의 종류를 갖는다.

외부 연관관계는 EA 프레임워크를 나타내 

는 필수적 인 기본 구조를 표현하는 연관관계 

로서 AU내에서 EA 프레임워크에 나타나 있 

는 관점들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system

technology" 연 관관계 는 “system” 과 

“technology”의 역할을 갖는 외부연관관계로 

정의 되며, “business-system” 연관관계는 

'business”와 “system”의 역할을 갖는 외부연 

관관계로 정의 된다. AU내에서의 외부연관관 

계는 EA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표현한다.

내부연관관계는 기존의 모델들 내에서 정 

의되어 있는 연관관계를 AU들 간의 연관관 

계로 나타낸 것이다. AU 연관관계는 AU들 

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AU들 간의 연관관계는 AU가 비즈니스 중심 

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비즈니스 간 

의 연관관계를 표현한 것이 된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모델에서 **buy'\  "sell” 은 "process 

flow”란 연관관계에 “previous process", 'next 

process” 란 역할을 갖는 연관관계를 정의함으 

로서 비즈니스의 순서를 정의 할 수 있다.

3.3 Domain Specific Model

DSM 방법을 이용한 ENAF의 구현방법은 

〈그림 10〉에서와 같이 우선 ENAF를 따르는 

EA 모델을 모델링 하기위하여 domain specific 

meta model을 정의하고 이 meta modeb을 이 

용하여 domain specific model을 생성한다. 그 

리고 domain specific model을 최종 형태인 토 

픽맵 파일에 직접 연결하거나 컴포넌트 라이 

브러리 형태로 토픽맵과 연결하게 된다. 즉, 

ENAF내의 EA는 연관관계 모델과 AU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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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Specific Modelling

〈그림 10> EA 구축을 위한 DSM 방법

%心，J；..
推密 <E) 題자 (M) 보기(보> 快겨敏기 (E 모;MD 冬备鬱由) 质

W.熟 Sc魚 急糕篇 Qp.^,n 前 We^ R 쑹整税LS 의色#憶d Spe.dal.Topis
____ _ Remove M

Current Level : EAfram운Work !
%

7

rwit^Level

Current l은vet O EAfram스work

Component cO Association mode! CO business CO system

CO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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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되어진 형태로 토핍 맵을 이용하여 표현 

하게 된다. EA에서 결합된 AU들은 분리되어 

각 각의 토픽 맵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분리 

되어진 각 각의 AU들이 결합하여 생성한 EA 

를 토픽 맵의 "merging" 과정을 이용하여〈그 

림 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구현할 수 있다. 

〈그림 11〉은 SCOR를 기본으로 하는 공급망 

의 EA를 관계모델과 AU들이 결합되어진 형 

태로의 토픽맵을 보여준다. 여기서 ',business", 

“system”, "technology" 참조 모델을 가지며, 

부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관계모델이 

추가되어 있다.〈그림 12〉의 관계모델은 외 

부연관관계 인 “system~technology”와 “busine^s- 

system”, AU연관관계 인 "process Order”가 토 

픽맵으로 나타낸 것이다.

4. 적용 예

ENAF를 공급망에 적용하여 EA모델을 생 

성하기 위하여 SCOR모델을 이용하였다. 

SCOR모델은 프로세스 참조 모델로서 모든 

관점 이 프로세스 중심으로 결합되어 표현되 

어 있다. SCOR모델을 EA내로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EA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COR모델은 EA가 가진 관점에 따라 분해가 

되어 AU형태로 표현 되어야 한다. 따라서 

SCOR 모델은 비즈니스 시스템, 그리고 기술 

모델로 분리 되어야 하고 그 연관관계를 나타 

내는 관계모델이 나타나야 EA에 적용 가능 

한 모델이 된다.

4.1 Domain specific meta model

본 논문에서 사용된 SCOR모델에 대한 관 

계 모델 및 AU의 메타모델은 비즈니스 시스 

템 그리고 기술개념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정 

의하는 연관관계들을 정의하는 것으로서〈그 

림 13〉과 같이 그래픽 요소들로 정의할 수 있 

다. ENAF기반의 EA모델에서 사용되는 요소 

들은 비즈니스 시스템 그리고 기술요소 등이 

있으며, 관계모델에서 사용되어지는 연관관 

계들은 내부연관관계와 외부연관관계, 일반 

연관관계 그리고 AU연관관계 이다. EA 모델 

의 관점을 표현하는 외부 연관관계는 비즈니 

스 모델, 시스템 모델 그리고 기술모델의 요 

소들을 연결시켜 주며, 내부연관관계는 참조 

모델의 내부 요소들 간의 연관관계를 표현한 

다. 외부 연관관계는 비즈니스와 시스템의 연 

관관계를 표현 하는 ''business-system" 연관 

관계와 시스템과 기술과의 연관관계를 표현 

하는 'system-technology" 연관관계가, 내부연 

관관계로는 시스템과 시스템 그리고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connected to" 연관관계가, 

AU 연관관계로는 AU의 순서를 나타내는 

'"Process Order" 연관관계가, 그리고 일반연관 

관계의 하나로서 모델 요소들의 계층을 구분 

하기 위하여 “super-sub”관계가 사용되었다.

4.2 AU 의 Domain Specific Model

〈그림 14〉는 SC OR 모델을 기반으로 그림 

13에 정의 된 메 타모델 에 따라 D omain specific 

model로 AU들을 생성한 예 이다. 하나의 비즈 

니스 프로세스 요소와 이와 관련된 시스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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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ENAF의 Domain Specific meta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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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4> Domain specific model of AU

소 그리고 기술요소를 관계모델에서 정의된 

형태로 표현하면 AU들이 생성된다.〈그림 14〉 

(a)는 메타모델에 기초하여 SCOR모델의 

"S1: Source Stocked Product" 프로세 스를 AU 

로 표현하고, “S1"과 “S1.2”에 대하여 자세하 

게 표현한 것 이다. “S1”은 “S13”,

“S1.4” 그리고 “S1.5"의 하부 비즈니스 프로세 

스로 분해가 되며 하부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내부연관관계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순서를 

정의하는 연관관계를 가진다.〈그림 14> (b) 

는 "DR2 : D eliver Return MRO Product" 프 

로세스를 AU로 표현하고, “DR2”와 '*DR2.4"  

에 대하여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 

이 SCOR모델 전체를 AU로 구성하고, 협업 

적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AU를 활용 

하면 각 기업들의 EA가 협업적 공급망을 지 

원하게 된다.

4.3 토픽맵 생성

D omain specific model은〈그림 15〉와 같■이 

각각의 요소들은 토픽맵의 “topic” 요소로 변 

환되어 지고 연관관계는 “association”요소로 

변환되어 토픽맵 코드로 작성되어 최종적으 

로 토픽맵 형태의 EA가 완성된다. domain 

specific model은 topic map이외에도 웹 서비 

스나 자바로의 맵핑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코 

드로 생성 이 가능하다.

〈그림 16〉은〈그림 14> (a)의 "S1 : Source 

Stocked Product" 프로세스와〈그림 14> (b) 

의 "DR 2 : Deliver Return MRO Product" 

를 토픽맵으로 구현한 것이며, SCOR의 기본 

프.루세스인 "plan", "source", "make", '"deliver", 

“return” 가 나타나 있다.

〈그림 17> (a)는 공급망상에서 필요한 비즈 

니스 프로세스들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그림 

이며, “Consumer"가 "S1”과 “DR2”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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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DSM에서 topic map cede로의 전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 

다. 통합된 EA는 AU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AU를 

추출하면〈그림 17〉의 (b)와 (c)같이 각각의 

AU가 하나의 컴포넌트 형태인 토픽맵으로 

만들어진다. 이때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선택하면 독립되어진 하나의 AU가 토픽 

맵으로 생성되며, 복수를 선택하면 AU들이 

결합되어진 형태로 토픽맵이 생성되어 진다. 

토픽맵으로 생성된 독립된 AU들을 토픽맵의 

“merging"을 이용하여 통합하면〈그림 17〉의 

(d)와 같이 선택된 AU들로 EA를 구축할 수 

있다. 즉 원하는 비즈니스가 “S1”과 “DR2”일 

경우 두 가지 비즈니스 중심의 AU 컴포넌트 

를 토픽맵의 “merging”을 이용하여 결합하면 

두 가지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EA가 생성된 

다. 이와 같이 AU를 활용하여 EA를 생성하 

면 쉽게 특정의 EA를 생성할 수 있다

5.결 론

본 논문에서 ENAF는 기존 참조모델 외에 

연관 관계모델을 추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EA의 단위 컴포넌트인 AU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ENAF의 관계모델과 AU를 활용한 

EA생성 방법은 구조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EA의 생성이 가능하며, 기존의 참조모델 방 

법에 비하여 모델들 간의 연관관계가 표현되 

어 이호H 흐!•기 쉽다. 특히 EA 의 생성 시에 AU 

들을 비즈니스 중심으로 결합하여 EA를 생 

성하는 구조를 갖게 함으로서 보다 쉬운 EA 

의 생성이 가능하게 하였다 AU는 비즈니스 

중심으로 각 관점에 따른 모델과 관계모델을 

조합한 컴포넌트이며 AU를 조합하면 쉽게 

EA의 생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ENAF의 개 

념을 이용하여 EA를 구현하기 위하여 DSM 

방법을 이용하였다. DSM방법은 일반적인 모 

델링 방법에 비하여 EA의 빠른 개발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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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opic maps for Enterprise Architecture

을 가능하게 한다. ENAF와 EA의 적용 예로 

서는 공급망을 위한 EA 모델의 Domain 

Specific Meta Model을 정의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참조 모델인 

SCOR모델을 참조하여 Domain Specific Model 

인 EA 참조모델, 관계모델 그리고 AU를 생 

성하였다. 그리고 생성된 EA모델들을 기반으 

로 Topic Maps형태로 EA들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EA에서 AU들은 컴포넌트 형태로 분 

리 및 결합이 이루어지며, 이를 토픽맵의 

"meTging”과정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4장의 도입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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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통하여 도메 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는 EA를 구현할 수 있음으로써, 보다 정확한 

Enterprise Architecture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현된 모델은 토픽 맵을 이용하여 검 

색이 가능하므로, 기업 간 거래에서 요구되는 

문제 중의 하나인 기 업 간에 존재하는 비즈니 

스 프로세스의 서로 다른 시멘틱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a)

◎而否쟈'T声지"'fl丽雁M3
„ EAframe 咨@次
Super Level Q
Current l£vel0 business

Business mod시[DR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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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림 17> 2개의 AU로부터 EA 생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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