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는2회에걸쳐아래와같은여섯가지의주제를통해프레

임워크를논하고자한다. 

● 조직 (가장 강력한 설계 툴)

● 계획 (프레임워크를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한 계획)

● 아키텍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품질 좋은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고려사항들)

● 설계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것들)

●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팀 플레이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 그 외에 고려해야 되는 것들 (가독성, 문서화)

지난연재에서는프레임워크설계시고려해야되는사항들로,

조직, 계획, 아키텍처에 해서 논의했다. 이번 호에서는 못다한

아키텍처 부분과 설계, 개발, 부가적인 애기들을 여러분들과 나

누고자한다. 

아키텍쳐 (Architecture)

호환성(Compatibility)

새로 나온 강력한 기능을 가진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라

도예전버전과호환이되지않는다면, 잘사용될수있을까? 

● NET 3.0 버전 프레임워크에서 .NET 2.0으로 구현했던 애플리케이션

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 JDK 1.6버젼 에서 JDK 1.4 프레임워크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

가지 않는다면?

프레임워크 설계 시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이 바로 호환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NET 에서는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 기

존2.0 라이브러리들을BCL (Base Class Library)라고하고그

위에 확장된 WPF, WCF, WF 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추가했고,

Java 에서도 역시 기존 기능들을 그 로 유지한 채 별도의 기능

들을추가하는형태를유지하고있다. 

그럼우리가고려해야하는호환성의종류들은어떠한것이있

을까?

●버전간호환성(Cross-Version Compatibility)

동일한 제품의 다른 버젼에서 만들어진 코드가 호환성을 가지

는 지를 언급하는 말로, 예를 든다면 마이크로소프트 SQL 2000

에 사용했던 SQL 스크립트가 2005에서도 잘 돌아가고, 역으로

도가능한것을말한다. 

●하위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과 상위 호환성 (Forward

Compatibility)

하위 호환성은 하위 제품의 소스, 포멧등이 최신 제품과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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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는우리개발자에겐매우익숙한물건이다. 다양한도메인에여러프레임워크가 쏟아지면서, 우리는프레임워크홍

수의시 를살고있다. 하지만왜우리나라에서만든유명한프레임워크는없을까? 이러한현실을안타까워하며, 부족하지만

몇가지논문과번역중인책의지식들을합쳐여러분이프레임워크작성시고려해야될사항들을2회에걸쳐공유하고자한다. 

연 재 순 서

1회 | 2009. 1 | 애플리케이션과 프레임워크 동시 개발

2회 | 2009. 2 | 프레임워크 엔지니어링 1

3회| 2009. 3 | 프레임워크엔지니어링2  

4회 | 2009. 4 | Spring.NET

5회 | 2009. 5 | iBatis.NET 

연 재 가 이 드

운 체제 | 윈도우2K/XP 

사용도구 | VS 6.0/2003, OllyDBG, 

IDA, PDK

기초지식 | C/C++, ASM, Win32 API,

응용분야 | 리버스 엔지니어링/시스템

프로그래밍/해킹/보안

손 수, 장진호, 고상원, 전재민 arload@live.

com, http://www.arload.net (아키텍트로 가

는길)｜개발자가 인정하는아키텍트를꿈꾸는아키텍

쳐 마니아들이다. 현재 함께 Framework Guidelines

2nd Edition을 번역하고 있으며, PLoP 2009 학회 참

석을 준비하고 있다. 프레임워크 및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 자료들을 블로그(http://fdg.springnote.com)를

통해공유하고있다.  

프레임워크설계및구축

프레임워크엔지니어링2 



될때를 말하며, 상위 호환성은 상위 제품의 소스, 포멧등이 하위

제품과 호환될 때를 말한다.  보통 많은 프레임워크나 소프트웨

어들이 하위 호환성을 잘 지원하는 편이지만 상위호환성을 지원

하는것은어렵다.

●타제품간호환성 (Cross-Redist Compatibility)

서로 다른 제품에서 만들어진 코드가 호환이 되는 경우를 말

한다.

예를 들어 Oracle에서 사용한 Query가 마이크로소프트 SQL

에서도잘호환이되는지?

Turbo C에서 동작하던 코드가 비주얼 C++ 에서도 잘 동작

하는지?

●바이너리호환성 (Binary Compatibility)

예전버전에서만들어진바이너리파일이새버전에서도재컴

파일없이호환되는경우를말한다.

●소스호환성 (Source Compatibility)

서로다른버전이지만변경없이소스코드가컴파일되는경우

를말한다.

●API 호환성 (API Compatibility)

서로다른버전의API간에호환성을제공하는것으로, 호환성

레벨이 소스 호환성보단 크고, 바이너리 호환성 보다는 약한 경

우를말한다. 

이러한다양한호환성을전부다지원하는것은불가능하다. 실

제프레임워크설계시어느선까지호환성을지원할지초기부터

명확하게정의하는것이중요하다. 

호환성을버릴수밖에없는경우

●정책적으로호환성을버리는경우

‘.NET의적은Java가아니라, 이전버전의.NET이다.’

이말의의미는.NET 프레임워크3.0, 4.0이나와도.NET 2.0

기반의API들이잘동작하기때문에, 굳이새로운버전의.NET

프레임워크를사용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는실제마이크로소

프트직원들이조사한결과다. 

이문제는새로운기능을넣은프레임워크설계자나벤더입장

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다. 훨씬 뛰어난 기능을 추가했음에도 불

구하고, 많이사용하지않는다면정책적으로버리는경우도존재

한다.

●급변하는 IT 환경으로인한이전버전을버리는경우.

그리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해 현재의 프레임

워크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

오 6.0 제품군들과 비주얼 스튜디오 .NET의 관계가 좋은 예다.

웹과웹서비스와같은새로운패러다임의부상으로과감히예전

스타일을버릴수밖에없다.

만약 .NET 프레임워크에 기존 String 형을 버리고 새로운

String2 형이 추가된다면 어떠한 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답이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의 전체적으로 미치는 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때에만 호환성을 버려야 한다. 더불어 오래된

API를사용한코드의마이그레이션패스를제공해야한다. 가능

하다면 자동 마이그레이션 툴을, 최악의 경우는 코드 기반의 마

이그레이션매뉴얼이라도제공해야한다.

설계 (Design)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은 거 한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다.

많은비용과시간을투자하는것이기때문에, 끊임없이피드백을

받아 프레임워크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

하다.  

메인시나리오를작성하고그에부합하는코드샘플을만든후, 

객체모델을정의하라

지난 연재에서 언급한 마천루 이야기처럼, 시나리오가 기준이

되어프레임워크를설계해야만실제사용자가원하는프레임워크

를구축할수있다. 파일을읽는간단한시나리오를작성해보자

필자와같이C나C++로첫언어로작성한개발자라는위시

나리오는별이견이없을수있다.

위 시나리오가 과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일

까?  그래서다른언어에경험이있는몇몇개발자에게피드백을

받았고, 그결과아래와같은시나리오가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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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treamReader sr = File.OpenText("MyFile.txt");

string s = sr.ReadLine();

while (s != null)

{

s = sr.ReadLine();

Console.WriteLine(s);

}

}

<리스트 1> 파일읽기시나리오



이것이바로피드백의힘이다. 프레임워크설계자는자신이익

숙한관습이나언어의문화를그 로받아들여프레임워크를구

축하는우를종종범한다. 실제프레임워크API 설계시구현이

전부터 프레임워크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자연

스럽게정제된시나리오가나오게되고이것을취합해실제객체

모델을 구축하면 좋은 API를 설계 할 수 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워크의 운명을 결

정하기때문이다.

설계에도움이되는프레임워크디자인스튜디오

위에서 언급한 시나리오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때 매우

유용한툴인프레임워크디자인스튜디오를소개하고자한다. 

●Assembly 추가

프로젝트에 Interface만 구축한 Assembly를 추가한다. 메뉴

에서 Project → Add → Assembly 또는 툴바에서 해당 아이콘

을 선택하면, Assembly나 실행 파일을 선택하는 다이얼로그 박

스가나타난다.

Assembly를 추가하면, Assembly Explore라는 Tab에서

Treeview형태로 Assemblie들, Namespace들, 그리고 다양한

타입들을 계층구조로 보여준다. 그럼 Tree Node에서 적당한 개

체를 선택하면 오른쪽의 API View에서 해당 Node 정보가 출력

된다

●설계된프레임워크검토의견제시

위에서언급한것처럼, 설계한프레임워크를외부로공개해이

러한 인터페이스는 좋고 나쁘다 라는 것을 프레임워크 사용자로

부터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돕기 위해 프레

임워크 디자인 스튜디오 에서는 프레임워크 사용자로부터 피드

백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축된 API에 의견을 추가

하기위해서는단지해당하는타입이나관련멤버들을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게 되고, 박스에 의견을 적으

면Defect DB에검토의견들이쌓이게됩니다. 단DB와의연동

을 위해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Reference를참고하길바란다.

●API간버전비교기능

검토 의견을 받은 후, 새롭게 API를 재 구성한 후, 이전 버전

과의 API와의 차이점들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동일한

Assembly 간의 버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Assembly Explore

에 있는 Assembly Group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버전을 추가

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선택한 다음, ““Select Assem

blies to Compare””라는 메뉴를 선택한 후, ““Swap Old with

New””를 클릭한다.오래된 Assembly의 새로운 버젼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럼 툴이 분석을 마친 후 Diff 탭이

활성화되고색상으로변경정보를알려준다.

빨간색은 제거된 것을 의미하고, 녹색은 새로 추가된 것, 회색

은상속을받은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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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void Main(string[] args)
{ 

foreach (string s in File.ReadAllLines("MyFiles.text"))

Console.WriteLine(s);
}

} 

<리스트 2> 피드백을받은파일읽기시나리오

<화면 1>  Assembly 추가

<화면 2> 검토 의견 받기

<화면 3> 버전 간의 차이점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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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View와 동일하게 검토 기

능을 제공하므로, 팀들 간에 의견

을나누실수있다. 프레임워크디

자인스튜디오가설치된디렉토리

에 fxdiff.exe라는 command line

명령을 통해서 Assembly들의 그

룹들도비교하는기능을제공하고

있다.

●MS Word로변환기능

그리고 활동한 의견이나 내용

들을Word 포멧으로변환해서배

포할 수 있다. 메뉴에서““Tools -

> Export””를 누르거나 Tool bar

에서 Word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현실적인프레임워크구축하기

다양한 사용자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는

것은어쩌면불가능하다. 또한요구사항들이서로충돌하는것도

종종 경험할 수 있다. 빠른 메세지 전송뿐만 아니라,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한다거나, 자원의 제약이 심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고성능PC에서나가능한성능을요구하는것들을예로들수있

다. 

사용자에게정말기간내구축가능하며, 필요한기능들이모인

현실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피드백 들을

취합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구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API나 개념들을 이용해 확장

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스프링같은경우널리알려진Aspect

나Hibernate와같은툴들을잘흡수해많은개발자들에게사랑

받고 있다. 또한 Ralph Johnson이 언급한 것처럼, 구축된 프레

임워크로 3개의 샘플(Three Example)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

면서리펙토링하면, 안정화된프레임워크를얻을수있다.

품질을측정하고측정해라(ATAM 이야기)

사용성시나리오에지나치게초점을맞추다보면, 품질이떨어

지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기능들마다 정확

한품질에 한기준을확립하는것이중요하다. 

예를 들어 XML 파서를 만든다고 하면 XML 파싱의 속도에

한 목표를 만들어 놓고 이 목표에 부합하도록 개발해야 하며,

네트워킹 관련 라이브러리들은 신뢰성과 보안의 품질 기준을 정

하고최악의경우를기반으로품질측정을하고이기준을통과할

수있도록개발해야한다. 

위에서언급한것처럼다양한요구사항을수렴하다보면, 품질

기준간에 충돌(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보안) 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품질 기준들 사이에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이때흔히사용하는방법이ATAM (Architecture Trade-

off Analysis Method)이다.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성능, 관리 용이성, 호환성과 같은 여

러 품질 이슈들을 뽑아놓고, 이해 당사자들(프레임워크 사용자

들)을모아재미난투표게임을하게되는데, 이때이해당사자들

에게 투표권을 하나씩 준다. 그리고 해당 모듈에 중요한 품질부

분이라는 것을 손을 들어 선택하게 한다. 그럼 어떤 품질 요소에

는 많은 표가 주어질 것이고, 어떤 품질요소는 적은 표가 주어질

것이다. 좀 더 공정한 품질 우선순위를 선별하기 위해 투표권을

두개씩준다거나, 한번투표를마친후또다시투표를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에게처음투표결과를보고좀더객관적으로품질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로서 품질 요소들 간에 우선순위

가매겨짐으로써, 품질에적합한아키텍처를선택할수있다. 

동일함의힘(The Power of Sameness)

외국에 나가서 차를 빌릴 때, 여러분은 렌트한 차의 메뉴얼을

읽는가? 자동차문을닫는방법, 차문을여는방법, 시동을거는

방법, 안전벨트를 매는 법등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매뉴얼

을왜읽지않는가? 그것은바로자동차를제어하는방법이기본

적으로어떤차량이든동일하기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동일함의 힘이다. Text 파일을 제어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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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Data latency (M,L)minimize storage latency on
customer DB to 200ms
(H,M) Deliver video in real time

Transaction throughput (M,M) Maximize average throughput tp
the authentication server

Modifiability New product categories
(L,H) add CORBA middleware in < 20
Person-months

Change COTS (H,L) change Web userinterface in < 4person-weeks

Availability Hardware failure (L,H)Power outage at Site 1 requires traffic
redirect to Site 3 in < 3 seconds
(M,M) Restart after disk failure in 5 minutes

COTS software failure (H,M) Network failure is detected and recovered
in < 1.5 minutes

Security Data confidentiality (L,H) Credit card transactions are secure
99.999% of time

Data integrity (L,H) Customer database authorization works
99.999% of time

<그림 1> 품질 속성 종류 및 기준 정의



XML 파일을제어하는인터페이스가거의유사하다면얼마나편

할까? 우리는한분야의경험을가지고, 다른분야에서도그 로

사용할수있게설계한다면프레임워크사용자의학습시간을줄

일수있고. 이것은곧사용하기쉬운프레임워크가될수있다. 

프레임워크가이러한동일성을유지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

코드 분석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NET 에서는 두 가지 툴

을 제공한다. 일명 .NET계의 투캅스라고 불리는데, FxCop과

StyleCop이다. 

FxCop은 Static Analysis Tool로 개발자가 작성하는 코드의

품질을동일하게할수있다. 변수초기화, 로직의홀이나논리적

에러를 검출하고, 미리 정의한 변수 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컴파

일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협업을 하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다. FxCop은 http://blogs.msdn.com/fxcop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 룰을 정의해서

추가할수있다. 지면상의한계로몇개의좋은포스트를소개하

니직접방문해보길바란다. 

● Visual Studio와 FxCop 통합하기 :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cc671605.aspx 

● FxCop Custom 규칙 작성하기 :

http://lazydeveloper.net/2297308

● FxCop Custom 룰 작성에 좋은 문서 :

http://lazydeveloper.net/2567072 

FxCop이 코드 분석 도구에 가깝다면, StyleCop (http://code

.msdn.microsoft.com/sourceanalysis)은 일관성 있는 코딩 스

타일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툴이다. 설치하면, isual Studio와

바로통합되기때문에별어려움없이사용할수있다. 물론별도

의 커맨드 실행 명령도 제공한다. 역시 지문상의 이유로 유용한

포스트를소개하니, 읽어보길바란다.

● StyleCop 작동 방법과 설정 변경법 : http://junyoung.tistory.com/3 

● StyleCop Custom 규칙 만들기 ( 문) : http://www.lovethedot.

net/2008/05/creating-custom-rules-for-microsoft.html 

개발 (Development)

Feature Crew (Feature를위한전담팀)를구성해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의 프로세스를 보면 매니저가 스펙

을작성하고, 개발자와협의해어떻게설계할지스펙을작성하게

된다. 그 후 테스터들은 어떤 식으로 기능을 테스트 할지 스펙을

작성한다. 문제는설계, 구현, 테스트가다별도의팀으로구성되

어 있어서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어려워진다. 결국 테스트

를 통해 버그가 발견될 경우, 관련 이슈 개발자들이 모여 스펙이

문제니, 구현이 문제니 서로간에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문제 해

결시간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Feature별전담팀을구축할필

요가 있다. 위 그림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은 여러 개의 PU

(Product Unit)으로 나뉘고, 각각의 PU마다 여러 개의 기능

(Feature)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물론 초기 잘 설계된 아키텍쳐

가 매우 중요하다. PM 1명, 개발자 1~2명, 테스트 1~2명으로

소규모의 기능팀 (Feature Crew)을 구성한다. 그린 팀원 간에

연계가 잘 되면서, 각각의 Feature가 매우 안정되게 구축될 수

있다. 테스트 팀이 초기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빠른 피드백을 제

공할수있고, 하나의Feature가완료되었을때, 기능성뿐만아

니라 테스팅적인 측면까지 검증된 모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속도적인 측면 역시, 한 Feature를 구현하는데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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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4> 코드 분석 도구 FxCop

PU-staging
Branch 

PU-staging
Branch 

PU-staging
Branch 

Feature
Branch 

Feature
Branch

Main

<그림 2> Tree 형태의 Feature 별 관리 구조



은 주기 (일반적으로 3~6주)를 할당함으로써, 하나의 마일스톤

안에서여러기능팀(Feature Crew)이동시에구현하게되므로

일정상으로는큰지장을주지않는다. 만약여러분의프로젝트가

요구사항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Feature

Crew 형태로팀을구축할것을추천한다.   

품질을통과하기위한Quality Gate를정해라

앞서 설계에서 말한 Quality를 끊임없이 측정하기 위해선

Featute별로구현완료를정하는기준을명확하게정립하는것이

중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Quality

Gate를지정한다. 

● 기능 스펙(Functional Specification)

● 개발자 설계 스펙(Developer Design Specification)

● 테스트 계획 (Test Plan))

● 위협 모델 (Threat Model)

● API Review

● 아키텍쳐 리뷰 (Architectural Review)

● 의존성 관리 (Dependency Management)

● 정적 분석 (Static Analysis)

● 코드 커버리지 (Code Coverage)

● Testing (Unit and Integration Tests)

● 0개의 Bug

● 성능 (Performance) 

그이외에도Milestone마다완성도를점검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방향성을 정립하는 Milestone Quality

라는것도존재한다. 

그외에고려해야되는것들

네이밍법칙들

혹시여러분중클래스를만들때앞에Class를상징하는““C””

를 붙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10의 9가 Charles Petzold의

프로그래밍윈도우를읽은분일것이다. 과연이표기법이객체지

향 시스템에도 맞는 것일까? 모든 것이 클래스인데 굳이 C를 붙

이고있지않은가? 먼저몇가지네이밍표기법을설명하고, 적합

한네이밍가이드라인을설명하겠다.

●네이밍법칙에적용되는표기법

- 파스칼 표기법 : PascalCasing 단어가 시작할 때 마다 문자를 사용

- 카멜 표기법 : camelCasing 첫단어는 소문자, 그 다음 단어부터는

문자를 사용

- Undersocre 표기법 : SCREAMING_CAPS  단어 마다‘_’로 구분하

는 방법

- 헝가리안 표기법: sHungarian  간 변수마다 특성을 앞에 기술

몇가지 질문을 하겠다. class1 MyClass가 보기 편한가?

Class1 myClass가 보기 편한가? 부분의 부분의 개발자가

후자가 편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리스트 3 처럼 외부로

노출되는 맴버들 (클래스, 메소드)들은 파스칼 표기법을 사용하

고, 매개변수는카멜표기법을이용하길권고한다.

외부로 노출되는 API들이나 파라메터 이름은 헝가리안 표기

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권한다. 그 이유는 Prefix 형태의 코드

가 처음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복잡한 표기법을 떠올

려야 하므로 직관성을 해칠 수 있다. 가능하다면 헝가리안 표기

법은메소드안에구현로직에서사용할것을권한다.

●약어사용을자제해라

프레임워크는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직관성을 제공하는

것이중요하므로JLT (jargon loaded term)와같은단어의사용

은자제할것을권한다. 하지마Html, Xaml과같이누구나아는

단어로되어있다면사용해도무방하다. 

●상황에맞는직관적인단어를사용해라

개수를 나타내는 Count와 NumberOfElement 무엇이 나은

가? XML 같은 같이 Element로 구성된 단어는 Count보다

NumberOfElement가낫다

●상식에맞춰네이밍해라

IFoo foo = new IFoo();  라는구문이있다. 이문장이컴파일

될까? 부분의 개발자들이 I가 Interface를 나타내는 Prefix이

므로 컴파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IFoo가

interface라고생각했는가? 그건바로상식적으로누구나그렇게

생각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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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엔지니어링2 

public class MemberDoc

{

public int CompareTo(object value) 

public string Name { get;}

}

<리스트 3> 외부로노출되는것들은파스칼표기법을사용하라



프레임워크매뉴얼구축하기

- 문서 로드맵(Documentation Roadmap) : 문서의 전체 구성

을 설명하는 곳으로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찾는 사용자에게 효

율적인힌트를제공할수있다.

- 프레임워크 전체개요(Framework Overview) : 프레임워크의

전체개요, 다루는 도메인 (DB,UI 등)을 설명하고, 제공하는

기능의범위를설명하는곳이다. 

- 실례과 조리법들 (Cookbook & Recipes) :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발생하는 특정 문제를 어떻게 프레임워크가 해결하는지 정

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제

공하는곳이다. 

- 단계적인예제들(Graded Example) : 다른종류의산출물(실례

와조리법, 패턴, 소스코드)을상호참조하여어떻게어플리케

이션을구축하고제공하는지설명하는곳이다.

- 확장 포인트(Customizable Points) :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않는기능들을지원하기위해확장지점을찾아어떻게후킹해

야 되는지 설명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확장 포인트를 쉽게 사

용하기 위해 어떻개 내부가 동작(Design Internals) 하는지에

해서도문서가필요하다. 

- 프레임워크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선, 실제 소스코드만큼 직관

적인 예가 없으므로, 관련 문서에

서 쉽게 소스코드를 찾을 수 있게

(Traversable Code) 제공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사

용하다가에러가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할수있는가이드라인(Error

Recovery Guide)도 제공해야 한

다. 이모든자료들을쉽게찾을수

있는 전체 인덱스 정보(Reference

Guide)도제공할필요가있다.

- 프레임워크 설계에 한 깊은 내

용은 필자들이 번역중인‘Frame

work Design Guidelines 2nd를

참고하길 바라며, JDK를 만든

Joshua Bloch가 정의한 좋은 프

레임워크의 특성을 소개하며

을맺고자한다. 

● 배우기 쉬워야 한다. 

● 심지어 도큐먼트가 없어도, 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어야 한다.

● 실수 하지 않도록 직관적이어야 한다. (Hard to misuse)

●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코드가 읽기 쉬워야하며, 유지 보수성도 뛰어

나야 한다.

●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 확장하기 쉬어야 한다.

● 프레임워크 사용자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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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좋은 프레임워크 문서를 만드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