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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중요성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뭐죠?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가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뭐죠?

구조기능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가치

보통 우리는 기능에 집중합니다.

구조기능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가치

구조가 더 중요하다. by 엉클 밥

구조기능

*엉클 밥 = 로버트 C. 마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코드

Sourc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366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코드

Source: https://pixabay.com/ko/photos/아파트-침대-침실-책-보류-2558277/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코드

Source: https://live.lge.co.kr/tip_lifestyle/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가치

기능과 구조, 나란히 서도 괜찮나요?

구조기능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구조

구조



좋은 아키텍처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것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

코딩



기능

신규 프로젝트 생성

코드 작성

• 목적: 컴퓨터에게 원하는 일(기능)을 시키기 위해
• 행위: 신규 프로젝트 생성, 코드 작성

코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것 – 프로젝트 시작



기능

코드 읽기

코드 이해하기

코드 수정/추가

• 목적: 컴퓨터에게 원하는 일(기능)을 시키기 위해

• 행위: 코드를 읽고, 이해하고, 코드 수정/추가

코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것 – 유지보수

더 정확히 (버그 수정)
더 빠르게 (성능 개선)
더 많이 (기능 추가) 구조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가치

기능과 구조?

구조기능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가치

구조

기능은 구조에 의지한다.

기능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목표 by 엉클 밥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데
투입되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



기능 잘 동작 + 구조 엉망 기능 부족 + 구조 좋음 논외

좋은 아키텍처의 중요성 by 엉클 밥
가정: 구조가 좋다 = 수정하기 쉽다 = 수정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든다

• 지금은 좋다.
• 수정하는 데 비용(인건비 등)이

너무 많이 든다.
• 곧 버려질 프로그램

• 지금은 부족하다.
• 수정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든다.
• 기능 추가해서 사용하면 된다.
•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면 된다.

• 기능이 완성되어 앞으로도
변경 사항이 없을 프로그램

•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좋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방법



좋은 구조? 좋은 아키텍처? 어떻게 만드나요?



좋은 아키텍처 만드는 방법

코드를 쉽게 파악하고,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돕는 규칙!!
잘 지켜서 코딩해 봅시다~

#절대지켜 #아키텍처_원칙

설계 원칙
(SOLID)

컴포넌트
응집성 원칙

패러다임 컴포넌트
결합 원칙



더 쉽게 가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아키텍처를 잡기 위한 레시피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앞의 원칙들이 일부는 이미 지켜지고,
앞의 원칙들을 지키며 코딩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아키텍처 패턴
클린

아키텍처

헥사고날
아키텍처

계층형
아키텍처



더 쉽게 가는 방법은 없나요?

1. 일단은 레시피를 따라해 보기
2. 원칙들을 학습하고 이해한 후에 다시 레시피 대로 따라해 보기
3. 각자의 프로젝트에 레시피를 적용해 보기
4. 고민이 되는 지점들은 원칙에 맞게, 혹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며 적용해 보기

레시피(패턴) 사용법



어떤 아키텍처 패턴을 써야 하나요?



후보 1. 계층형 아키텍처

장점

• 구조 단순
• 처음 시작할 때 적합
• 보편적이라서 모두가 익숙함

단점

• 업무 도메인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음
• 소프트웨어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조직화에 도움 안 됨
• 데이터베이스 주도 설계 유도

특징

• 전통적인 수평적 계층화
웹

도메인

영속성



Source: https://blog.cleancoder.com/uncle-bob/2012/08/13/the-clean-architecture.html

The Clean Code Blog - The Clean Architecture

후보 2. 클린 아키텍처

장점

• 규칙 단순
• 도메인이 세부 사항에 의존하지 않는다.

• DDD 적용 용이(도메인 주도 설계)
• 비즈니스 규칙에 집중 쉽다.

단점

• 패키지 구조가 계층형보다 복잡하다.
•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버벅일 수 있다.
• 레퍼런스가 적다.

특징

• 도메인이 중심(의존성 역전을 이용)
• 이 발표의 주인공

웹

도메인

영속성



클린 아키텍처?



클린 아키텍처가 뭐죠?



클린 아키텍처란?

Hexagonal Architecture with Java and Spring

헥사고날 아키텍처

BCE
(Boundary-Control-Entity)

Boundary Control Entity Architecture Pattern

DCI
(Data, Context and Interaction)

Data Context Interaction:
The Evolution of the Object Oriented Paradigm

The Clean Code Blog - The Clean Architecture

여러 아키텍처를 하나로 통합 시도
• 공통의 목표: 관심사의 분리
• 공통의 핵심 규칙: 의존성의 방향은 안쪽, 고수준을 향함

Source: https://vaclavkosar.com/software/Boundary-Control-Entity-Architecture-The-Pattern-to-Structure-Your-Classes
https://www.sitepoint.com/dci-the-evolution-of-the-object-oriented-paradigm/
https://blog.cleancoder.com/uncle-bob/2012/08/13/the-clean-architecture.html
https://reflectoring.io/spring-hexagonal/



클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핵심 1. 중요도에 따라 계층을 나눔
핵심 2. 의존성의 방향은 항상 안쪽, 고수준을 향함
← 다형성을 이용하여 의존성은 어디서든 역전 가능

Source: https://blog.cleancoder.com/uncle-bob/2012/08/13/the-clean-architecture.html

The Clean Code Blog - The Clean Architecture



클린 아키텍처 어떻게 학습하나요?



바이블과 쿡북

Source: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033082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66486

클린 아키텍처(로버트 C. 마틴)
저자: 로버트 C. 마틴(엉클 밥)

유형: 바이블
특징: 수많은 원칙

만들면서 배우는 클린 아키텍처
저자: 톰 홈버그

유형: 쿡북
특징: 실제로는 헥사고날 아키텍처 다룸



[책] 클린 아키텍처

수많은 원칙과 실천법
클린 아키텍처는 다이어그램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클린 아키텍처의 바이블
좋은 아키텍처를 위한 규범서

Source: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033082 



클린 아키텍처 책에서 클린 아키텍처

Source: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033082
https://blog.cleancoder.com/uncle-bob/2012/08/13/the-clean-architecture.html

16쪽/406쪽

406쪽



[책] 만들면서 배우는 클린 아키텍처

실제로는 헥사고날 아키텍처를 다룸
애매하지 않고 단정적인 말투 – 따라가기 쉬움
처음에 쭉 따라하며 기본 개념 익히기에 좋아요

아주 얇은 쿡북
클린 아키텍처를 위한 실천서

Source: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766486



헥사고날 아키텍처?



어떤 구조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클린 아키텍처 기본 다이어그램과 가장 비슷함
따라할 수 있는 쿡북이나 레퍼런스가 가장 많음

(번역된 쿡북 3권)

잘 모르겠을 땐 헥사고날 아키텍처

• 테스트주도개발로배우는객체 지향설계와실천
• 만들면서배우는클린아키텍처
• 만들면서배우는헥사고날아키텍처설계와구현



헥사고날 아키텍처

Hexagonal Architecture with Java and Spring

Source: https://reflectoring.io/spring-hexagonal/



클린 아키텍처 vs 헥사고날 아키텍처

Hexagonal Architecture with Java and Spring

The Clean Code Blog - The Clean Architecture

Source: https://blog.cleancoder.com/uncle-bob/2012/08/13/the-clean-architecture.html
https://reflectoring.io/spring-hexagonal/



아키텍처별 패키지/클래스 구조 비교



계층형 아키텍처

service

controller

repository

Company
Service

<<Interface>>

Company
ServiceImpl

Company
Controller

Company
Repository

<<Interface>>

Team
Service

<<Interface>>

Team
ServiceImpl

Team
Controller

Team
Repository

<<Interface>>

Member
Service

<<Interface>>

Member
ServiceImpl

Member
Controller

Member
Repository

<<Interface>>

장점

• 구조 단순
• 처음 시작할 때 적합
• 보편적이라서 모두가 익숙함

단점

• 업무 도메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음
• 소프트웨어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조직화에 도움 안됨

특징

• 전통적인 수평적 계층화



기능 기반 패키지
company

Company
Service

<<Interface>>

Company
ServiceImpl

Company
Controller

Company
Repository

<<Interface>>

Team
Service

<<Interface>>

Team
ServiceImpl

Team
Controller

Team
Repository

<<Interface>>

Member
Service

<<Interface>>

Member
ServiceImpl

Member
Controller

Member
Repository

<<Interface>>

장점

• 코드의 상위 수준 구조가 업무 도메인에 대해
무언가를 알려줌

• 유스케이스가 변경될 경우 변경해야 할 코드를 모두
찾는 작업이 더 쉬워짐

단점

• 계층 구조가 분리되지 않음

team member

특징

• 서로 연관된 기능, 도메인 개념에 따라 수직의 얇은
조각으로 나눔

• 수평적 계층화의 문제를 깨닫고 수직적 계층화로 넘어
오는 경우 많음



포트와 어댑터(헥사고날)
company.controller

Company
UseCase

<<Interface>>

Company
Service

Company
Controller

Company
JpaRepository

<<Interface>>

Team
UseCase

<<Interface>>

Team
Service

Team
Controller

Team
JpaRepository

<<Interface>>

Member
UseCase

<<Interface>>

Member
Service

Member
Controller

Member
JpaRepository

<<Interface>>

장점

• 도메인이 다른 세부 사항에 의존하지 않음
• 수직, 수평형 계층 구조의 장점을 모두 가짐

단점

• 클래스와 패키지 구조가 더 많아짐

team.controller member.controller 특징

• 수직, 수평으로 나눔
• DB 계층에 대한 의존성 역전

company.domain team.domain member.domain

Company
Port

<<Interface>>

Team
Port

<<Interface>>

Member
Port

<<Interface>>

company.database team.database member.database

Company
DbAdapter

Team
DbAdapter

Member
DbAdapter



클린 아키텍처는 애매합니다.



Source: https://breakyourownnews.com/
https://blog.cleancoder.com/uncle-bob/2012/08/13/the-clean-architecture.html



클린 아키텍처 왜 애매한가요?



왜 클린 아키텍처는 애매한가요?

핵심 규칙 2가지 외에는 case by case라서 애매한 지점이 많을 수밖에…

규칙이 너무 단순



애매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

1.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데 투입되는 인력 최소화에 유리한가?
2. 소스 코드 의존성이 안쪽으로, 고수준의 정책을 향하고 있는가?
3. 세부 사항이 변경되어도 도메인(핵심 규칙)에 변경이 없을 것인가?
4. 테스트하기 쉬운가?
5. 각각의 아키텍처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애매한 것을 판단할 기준



시작할 때 애매한 것들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하면 항상 좋은가요?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 개발자 모두가 클린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

혹은 모두가 사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땐 쓰지 마세요



코드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라인 수나 파일 수보다 패키지 수가 많이 늘어난다.



패키지를 꼭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하나요?

기존 3계층 아키텍처 헥사고날 아키텍처



패키지를 꼭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하나요?

방을 정리하려면 가구를 들여놔야 합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경계를 뚜렷하게 긋기 위해서는 패키지와 클래스가 더 필요

수납 가구 들여놓기, 정리정돈 하기



애매한 부분 혼자 할 때 경험담

내가 작업하는 부분에만 적용해 봐도 되나요?
팀 구성원 전부 합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코드 일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구조가 바뀝니다.

바뀐 패키지 구조를 다른 개발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작업하던 모듈에 적용했다가,
후임자가 걱정되어 결국 origin에

push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꼭 다 지켜야 하나요?



지름길, 건너뛰기, 괜찮을까?

처음부터 지름길로 가면 나중에 정석대로 못한다.
언제 지름길에서 돌아 나올 지 항상 주시해야 한다.

어느 부분이 지름길인지 코드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주석 이용).

알아서, 적당히, 잘, 조심스럽게
해도 되지만, 막 하지 말자.



JPA Entity와 Domain Entity, 분리해야 하나요?

헥사고날 아키텍처
(원칙대로)

헥사고날 아키텍처
(Domain Entity = JPA Entity)



하나로 쓰면…

• 클래스, 패키지 구조는 단순화
• 영속성 계층과 도메인 계층 강결합
• Domain Entity를 다룰 때

업무 규칙 뿐만 아니라
- 연관 관계 매핑,
- 즉시 로딩/지연 로딩
등을 고려해야 함

• 분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클린 아키텍처는 아닌…

분리하면… 경험담

JPA Entity와 Domain Entity, 분리해야 하나요?

분리했을 때 얻는 이득이 큽니다.

• 핵심 업무 규칙에 대한 고민에 집중 • 핵심 업무 규칙에 수정이 있을 때,
DB 스키마 변경이나 데이터 마이그
레이션을 먼저 고민



JPA Repository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출력 포트는 유스케이스가 필요로 하는 형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유스케이스가 DB의 세부사항(ex. 샤딩 등)의 변경에 의해 바뀌어야 한다면

클린 아키텍처는 아니다.
적어도 출력 포트의 로직이 한번의 호출로 해결되지 않게 되면 분리해야 한다.

JPA Repository는 출력 포트가 아니라 어댑터Member
UseCase

<<Interface>>

Member
Service

Member
Controller

Member
JpaRepository

<<Interface>>

member.controller

member.domain

Member
Port

<<Interface>>

member.database

Member
DbAdapter



유스케이스가 다른 유스케이스를 호출해야 할 때?

직접 호출해도 의존성 규칙에 위배되지 않음
별도 코드 베이스로 분리하려면 포트를 통해서 노출,

호출하도록 변경

컴포넌트를 별도 코드 베이스로
분리하려는 게 아니라면

직접 호출
Team

UseCase

<<Interface>>

Team
Service

Team
Controller

Team
JpaRepository

<<Interface>>

Member
UseCase

<<Interface>>

Member
Service

Member
Controller

Member
JpaRepository

<<Interface>>

team.controller member.controller

team.domain member.domain

Team
Port

<<Interface>>

Member
Port

<<Interface>>

team.database member.database

Team
DbAdapter

Member
DbAdapter



유스케이스를 꼭 인터페이스로 뽑아야 하나?

Controller가 Service의 구현에 대해
너무 많이 알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존재

사고의 경계를 그어주는 역할

인터페이스로 뽑아야 한다.Member
UseCase

<<Interface>>

Member
Service

Member
Controller

Member
JpaRepository

<<Interface>>

member.controller

member.domain

Member
Port

<<Interface>>

member.database

Member
DbAdapter



결론



지금까지 다룬 이야기

소프트웨어에서 아키텍처의 중요성
좋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방법

클린 아키텍처
클린 아키텍처는 애매합니다.



함께해요, 클린 아키텍처!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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