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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y SEI and HP 의공통점및차이점분석
- 1.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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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y SEI and HP 의공통점

■ Documenting software architectures 국제 표준에서 파생

 ISO/IEC/IEEE 42010:2011

– AD 에 대한 Requirements 명시

– Template 을 특정하지 않도록 하고, Architecture, system 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 다양한 접근방법 사용 가능

– 다양한 stakeholders 의 concerns 이 AD 에 architecture views 형태로 구성

Architectural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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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y SEI and HP 의공통점

■ Similar purpose of ADs

 1) Project 구성원이 Architecture 를 이해하기 위한 설계도

 2) 문서를 통해 구축, 수정, 운영할 수 있도록이해하기 쉽게 문서화

 3) 잘못 구축하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문서화

Purpose of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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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y SEI and HP 의공통점

■ Views and Viewpoints 로 구성

 Stakeholders 의 concerns 에서 관심있는 시점을 정의하는 Viewpoints 와 그를 따라 작성된 산출물인 Views

를 통해 문서가 구성됨

– AD by SEI

– Module view type, Component and connector (C&C) view type, Allocation view type 으로 구성

– AD by HP

– 4+1 view model (logical, process, physical, development views + other view) 로 구성

Styles of AD by SEI Styles of AD by HP

Logical viewProcess, physical, and developme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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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y SEI and HP 의공통점및차이점분석
- 2.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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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y SEI and HP 의차이점

■ AD 문서의 Architecture 를 제안한 stakeholder 의 viewpoint 차이!

 SEI 에서 설계한 AD 는 연구소에서 학술적인 가치를 위한 viewpoint 를 가지고 작성

 HP 에서 설계한 AD 는 기업에서 Software architecture 설계 문서의 실무적인가치를 위한 viewpoint 를 가지
고 작성

Viewpoint of AD by SEI Viewpoint of AD by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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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y SEI and HP 의차이점

■ View 구성에 대한 차이

 SEI 는 5가지 View + beyond view 로 구성되어 고려 가능한 stakeholder concerns 을최대한 표현하는 데에 집중

– Module view type, Component and connector (C&C) view type, Allocation view type 등 다양한 view style 제안

– 각 view type 별다양한 template 제공

 HP 는 software, firmware 개발을위한 구조에 집중

– 4+1 view model (logical, process, physical, development views + other view)

Styles of AD by SEI Styles of AD by HP

Logical viewProcess, physical, and developme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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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y SEI and HP 의차이점

■ Non-functional requirements 명시 여부

 HP template 은 system purpose section 의 subsection 으로 NFR 이존재

– Qualities, constraints, principles 를 명시

Example for NFR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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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y SEI and HP 의장단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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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y SEI and HP 의장단점분석

■ 차이점으로부터 오는문서 구조에따른 장단점

요소 AD by SEI AD by HP

View 구성
각 View 마다 문서화되므로 viewpoint 에 따라 구

조 파악 용이

Paper template 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원하는
viewpoint 에 대한 부분을 찾기 상대적으로 어려

움

실용성
실무 사용자 입장에서 관심 없는 부분까지 있어

복잡
매뉴얼과 같은 구성이므로 Architecture 의 목적, 

골격 등 시스템 구성 흐름 파악 용이

Non-functional 
requirements

NFR 이 문서에 녹아들어가 있어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움

NFR 이 명시되어 있어 Quality attribute 파악 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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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Architecture Description (AD) 에대하여 SEI style 과 HP style 의 공통점 분석

 1. ISO/IEC/IEEE 42010 에 대응하기 위한 Style

– 다양한 stakeholders 의 concerns 을문서에 view 형태로 구성

 2. 문서의 주 목적이 동일

– Project team member 의 설계도교육 및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

 3. Views and Viewpoints 로 구성

■ Architecture Description (AD) 에대하여 SEI style 과 HP style 의차이점 분석

 1. stakeholder 의 viewpoint 차이!

– 학술적인 SEI style, 실무적인 HP style

■ SEI style 과 HP style 의 장단점분석

 View 구성, 실용성, NFR 차이로부터 오는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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