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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분산 자판기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객이 자판기에서 선택한 물품이 없을 경우 다른 가까운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안내하거나 쿠폰 선구매 의사가 있을 경우 쿠폰을 발급한다. 또한, 물류 및 자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해서 각 자판기 옆에는 물품저장고인 냉장고가 위치하며, 각 요소의 데이터 송 수신은 메인 서버를 통해 관리 된다.

⚫ 시스템 목표

사장
라이선스 비용이 저렴할 것

보고 냉장고 에 대한 제고 관리를 통해, 빈번이 부르게 되는 물류 비용을 줄일 것

유저

유저의 동기 부여 적인 측면에서 각 자판기의 위치 당 동기 부여

자판기 물품이 재고가 없을 경우, 분산 자판기 중 이동거리가 짧은 자판기부터 위치
안내

물류

자판기 재고관리 측면에서 재고관리가 휴대폰, PC 등으로 확인 가능

자판기 위치가 변경될 경우 자판기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외부(휴대폰 웹 등)에서
업데이트 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자
당장 해결 불가능한 오류 발생시, 해당 내용에 대한 조치를 유지보수에 연락하여 처리

자판기 위치가 바뀔 경우에 자판기 거리, 위치 내용 업데이트를 유지보수에서 변경

유지보수
자판기의 재고관리 측면에서 보조 냉장고의 재고관리 가능하도록 구현

자판기, 냉장고 재고관리에서 바코드 스캐너 등으로 입출

⚫ 이해관계자 식별 ⚫ 개발 고려사항
CRN1 라이센스비용이발생하지않거나저렴해야한다

CRN2
쿠폰사용성을위해쿠폰번호는휴대폰번호입력시휴대폰등
으로도전송되야한다

CRN3
자판기관리자와물류관리자가따로지정되어있고, 물류를제
외한전반적인시스템은자판기관리자가관리한다.

⚫ SEI VS HP

해당 세셕은 SEI에서는 Documentaion Roadmap을 통해서 그리고

HP에서는 Introduction 에서 비즈니스/ 아키텍처 문서의 목적 설명 및 내용 요약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ID Constraint

CON1
개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각 시스템은 동일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각 시스템에 최적화 되어야 한다.

CON2
네트워크는 불안정할수 있으며,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일부 기능(쿠폰
사용/발급 등)을 제외한 자판기 필수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야 함

CON3
각 자판기는 작동이 정지될 수 있으며, 작동이 정지되지 않은 자판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야 함

CON4
자판기를 관리하는 인원은 매우 적으며,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물류인력은 긴
시간 간극을 두고 인력을 호출함

ID Concern

CRN1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저렴해야 한다

CRN2
쿠폰 사용성을 위해 쿠폰 번호는 휴대폰 번호 입력시 휴대폰 등으로도 전송 되
야 한다

CRN3
자판기 관리자와 물류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고, 물류를 제외한 전반적인
시스템은 자판기 관리자가 관리 한다.

HP 탬플릿

• 시스템이 나오게 된 배경과 동기를 명시함

• 시스템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
는 상황을 묘사함

• 간단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
능과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 특성 을 묘사함

•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스템이 설계된 이유를 설명하는 context
- 시스템 이 제공 해야 하는 기능을 묘사한 인터페이스
- 시스템이 달성해야 하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묘사

• SEI대비 시스템의 타당성 등을 명시해 줌으로서 문서를 통
해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음

• 구성인원의 낮은 동기는 프로젝트 실패의 큰 원인이 됨

2.System Purpose



SEI 탬플릿

• 시스템이 나오게 된 배경과 동기를 명시하지 않음

• 시스템이 준수 해야 하는 내용(표준, 예산, 일정)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시스템과 연관있는 구성요소(사람 포함) 들이 시스템을 효율
적으로 이해하고 개발/사용하기 위한 문서 내 정보의 중요
도가 정리 되어 있음

• HP대비 사용자에 좀더 친화적인 매뉴얼이라는 장점이 있음

• 각 구성원은 문서내 중요도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
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 빠른 기간 내에 습득 할 수 있음

<Stakeholder/View Table Example >

2.System Purpose



<DVM architecture> <Interface>

• Overview Section에서 시스템 구조를 위해 선택한 Reference architecture를 통해
DVM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립하고 Interface Section에서 각 구성 요소의 인터페이스를 설명한다.

3.Structure



SEI VS HP
구분 SEI HP

설명

장점
시스템의 기능, 사용자 및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DVM 시스템에 적용되는 구조와 각 기능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파악이 쉽게 가능해진다.

단점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기능의 정의가 HP보다 다소 떨어진다
선택한 reference architecture에 대한 확실한 이해 관계가
요구된다.

<DVM architecture> <Interface>



4. Dynamic Behavior 
⚫ Scenarios

USER ADMIN ADMIN2

유저는 자판기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재고가 없는 상품도 사고자 할 경우 쿠폰으로
선 결제 후 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을 통해 상품이 있는 곳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으며 자판기 오류시 관리자에게 연
락할 수 있다.

자판기 관리자는 자판기 내의 정보(재고, 자판
기 설정, 냉장고 정보)를 관리한다.

냉장고 관리자는 냉장고 내의 정보(재고, 냉장
고 설정, 자판기 정보)를 관리한다.



4. SEI VS HP
구분 SEI HP

설명

장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각 모듈 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
며, 현재 작성된 아키텍처에서 어떤 부분들이 미비 한지 쉽게 분
석이 가능하다.

시스템이 Use Case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각 뷰를 통
해서 관찰할 수 있으며, 개발 전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다.

단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각 모듈 별로 한눈에 분석 가능하지
만, 시나리오가 각 모듈 별로 잘 적용되었는지 보장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비즈니스 목
표가 목적을 달성하는지 이해관계자가 해당 문서를 한눈에 보기
가 쉽지않다.

모듈뷰 소프트웨어의 구현 단위

C&C뷰 런타임에 나타나는 요소들 구성

Allocation 뷰 소프트 아키텍처와 환경을 매핑 시키는 역할



HP 탬플릿

• 시스템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뷰를 묘사하고 논리적 뷰를 프
로세스 뷰에 매핑함
- 실행 작업과 프로세스를 분리하여 묘사
- 또한 물리적 환경은 따로 묘사함

• Physical View  에서 물리적 시스템 관점에서의 View를 묘사
함
- 시스템 배치 등을 설명하며 하드웨어 노드의 아키택쳐나
배포 패턴 등을 정의함

• HP탬플릿은 물리적 시스템 관점에서의 View를 따로 묘사함
으로서 문서 사용자는 물리/비물리적 혼동 없이 시스템을
이해 할 수 있음

• 물리적 시스템을 구분하여 묘사함으로서 물리적 시스템에서
의 연동 과정의 습득이 느릴 수 있음

<Process View(VM)>

5. Other Views Section



SEI 탬플릿

• 시스템 또는 시스템의 일부를 환경으로서 묘사함

• 다이어그램내 객채는 사람이나 컴퓨터 시스템 등 물리적 개
체도 포함할 수 있음

• 뷰 또는 시스템의 일부의 위치 , 다른 개체와 주고받는 데이
터나 작업 등 상호작용을 다이어그램으로 묘사함

• SEI 탬플릿은 물리적 시스템을 포함한 다이어그램을 제공
함으로서 문서 사용자는 시스템이 물리적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되어 구성되는지 이해 할 수 있음

• 물리적 시스템을 포함하여 묘사 함 으로서 물리/비물리적
시스템간 혼동이 있을 수 있음

<Context Diagrams Example>

5. Other Views Section



구분 HP SEI

설명

장점

용어집과 같은 형태의 도메인 렉시콘 등을 통해 시스템에서 사용
되는 용어를 용어집 형태로 정리하고,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스템
을 가장 큰 부분부터 개념 간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정리 하고 있음

Other View 에서 간단하게 다루고 있으며, 시스템이 어느 부분에
위치 하는지 파악 할 수 있음

단점
용어집이 별첨된 사전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 용어를 찾는데 시간
이 더 걸릴 수 있으며 다이어그램은 다른 단락과 중복 될 수 있음

용어집이 다른 단락으로 따로 정리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이해하
기 편한 가장 큰 부분에 대한 묘사가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DVM 시스템 설치 예상도>

6. Conceptual Framework

<Other View Example>



구분 SEI HP

장점

두 문서화 모두다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키텍처의 구조뿐만 아니라 동작도 문서화 하고 있습니다.

-
평가를 통해 아키텍처의 현재 미해결 과 해결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 충족하였는지 설명을
통한 시스템의 완성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단점
아키텍처의 평가 단계가 없어 어떤 문제점들이 해소 되고 아직
해소가 안된 점이 무엇인지 확인 할 수가 없다.

-

⚫ 비즈니스 및 아키텍처 목표

분산 자판기는 개발 인건비 감소와 분산 자판기 중 하나의 자판기가 오류로 인해 작동을 중지하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네트워크 불
안정시 필수의 기능은 유지 될 수 있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비기능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 평가

분산 자판기 시스템은 자판기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각각의 자판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 없을 시 다른 자판기를 통
해서라도 제공하여야 한다.

7. Conclu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