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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기종??
검종검종??



  

좋은 소프트웨어좋은 소프트웨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프트웨어를 만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프트웨어를 만
든다든다. .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
리는 사람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리는 사람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좋은 소프트웨어는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고객이 장차 요구할 피할 수 없는 
변경에 대응하도록 유지보수와 수정이 쉬워
야 한다.



  

미녀라고 하더니미녀라고 하더니......



  

코드코드
코딩코딩

인인코딩코딩??



  

Author: Eric EvansAuthor: Eric Evans
Hardcover: Hardcover: 560560 pages pages
Publisher: Addison-Wesley (August 30, Publisher: Addison-Wesley (August 30, 20032003))
Language: Language: EnglishEnglish
ISBN-10: 0321125215ISBN-10: 0321125215
ISBN-13: 978-0321125217ISBN-13: 978-0321125217
Product Dimensions: 9.5 x 7.3 x 1.4 inchesProduct Dimensions: 9.5 x 7.3 x 1.4 inches
Shipping Weight: 2.8 poundsShipping Weight: 2.8 pounds
Average Customer Review: Average Customer Review: 4.2 out of 54.2 out of 5 stars stars
Amazon Bestsellers Rank: Amazon Bestsellers Rank: #47,075#47,075 in Books in Books
        #14#14  in …  Design Tools & Techniquesin …  Design Tools & Techniques
        #32#32 in … Systems Analysis & Design in … Systems Analysis & Design

Domain-Driven DesignDomain-Driven Design
Tackling Complexity in the Heart of SoftwareTackling Complexity in the Heart of Software



  

도메인 주도 설계도메인 주도 설계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다루는 지혜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다루는 지혜

도메인 주도 설계란 무엇인가도메인 주도 설계란 무엇인가??



  

구성 구성 8 - 8 - 칸딘스키칸딘스키

1923; 1923; 캔버스에 유화캔버스에 유화, 140 x 201 cm;, 140 x 201 cm;
솔로몬 솔로몬 R R 구겐하임 미술관구겐하임 미술관, , 뉴욕뉴욕

혼돈과 복잡성 안에서 질서를 찾음혼돈과 복잡성 안에서 질서를 찾음

추상적 언어 창조추상적 언어 창조

추상적 언어를 적용추상적 언어를 적용



  

도메인 주도 설계란?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다루는 지혜

도메인도메인
모델모델
협력협력{단순화단순화



  

도메인 주도 설계 구성

모델 주도 설계모델 주도 설계
리팩터링리팩터링

전략적 설계전략적 설계{보편적 언어보편적 언어



  

보편적uiquitous 언어

한 팀, 한 언어

언어적 불일치: 번역 문제
공통 언어 개발공통 언어 개발

모델과 일치모델과 일치

탐구 활동탐구 활동



  

모델 요소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domain

기반구조 infrastructure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형 아키텍처  

도메인에게 자유를도메인에게 자유를!!!!

모델이 사는 곳



엔티티엔티티  EntityEntity

고유 식별자고유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모델 객체를 가지고 있는 모델 객체

● 식별자는 유일하고 생애 동안 불변식별자는 유일하고 생애 동안 불변

● 비교는 식별자만 사용비교는 식별자만 사용

● 값은 계속 변할 수 있음값은 계속 변할 수 있음

연관 관계는 최대한 단순화연관 관계는 최대한 단순화



  

고유 식별자고유 식별자가 필요  없는 모델 객체가 필요  없는 모델 객체

담고 있는 값으로 비교담고 있는 값으로 비교

불변 객체 불변 객체 / / 부작용 방지 부작용 방지 / / 단순화단순화

값 객체값 객체  Value Value 
ObjectObject



  

단일 객체단일 객체((엔티티엔티티, , 값 객체값 객체))에 넣을 수 없는 행위 표현에 넣을 수 없는 행위 표현
관념적인 연산관념적인 연산

대부분 상태가 없음대부분 상태가 없음

응용과 기반 계층에도 사용응용과 기반 계층에도 사용

서비스서비스  ServiceService



  

모델 객체를 보관하는 저장소모델 객체를 보관하는 저장소
보관 관련 기능을 인프라 분리하는 도메인 모델보관 관련 기능을 인프라 분리하는 도메인 모델

자바의 자바의 Map Map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인터페이스 제공인터페이스와 유사한 인터페이스 제공

저장소저장소  RepositoryRepository



  

생명주기가 같은 모델을 원자적으로 격리생명주기가 같은 모델을 원자적으로 격리
모델을 복잡도를 낮춤모델을 복잡도를 낮춤
루트 엔티티루트 엔티티

집합체집합체  AggregatesAggregates



  

생성 과정이 복잡한 객체생성 과정이 복잡한 객체((예예, , 집합체집합체))를 생성를 생성
필수는 아님필수는 아님

팩토리팩토리  FactoryFactory



  

Talk is cheap. 
Show me 
the 
CODE!

Linus Torvalds 



  

DDDSample.sf.net

소개

에릭 에반스와 스웨덴 Citerus 사 제작

DDD 적용 예시 제공

Cargo 예제 구현

다양한 시도와 토론 유도



  

DDDSample.sf.net

<엔티티,루트>

Cargo

<값>

Itinerary

<명세,값>

RouteSpecification

<엔티티>

Location

<값>

Delivery

<값>

Leg

<값>

RoutingStatus

Cargo 집합체

Location 집합체

<엔티티>

Voyage

Voyage 집합체

<값>

Schedule

*

모델 구조

화물 선적 및 추적 시스템
DDD 모델 요소 사용

currentVoyage



  

DDDSample.sf.net

공유

서비스 모델

jms

ORM

서비스

서
비
스

RMI

WS

웹 MVC

인터페이스 App 도메인 기반 구조

계층 구조

도메인을 기반 구조에서 분리
하부 계층에만 의존
계층 마다 다른 의미의 서비스 존재



  

모델 리팩터링 

설계 품질을 개선하는 리팩터링이 설계 품질을 개선하는 리팩터링이 

아닌 도메인에 대한 아닌 도메인에 대한 새로운 통찰새로운 통찰을 을 

반영하거나 모델의 반영하거나 모델의 표현력표현력을 개선을 개선



  

도약!!

급진적인 리팩터링의 효과급진적인 리팩터링의 효과



  

● 객체지향객체지향
● 패턴패턴((설계설계, , 분석분석, , 아키텍처아키텍처))
● 리팩터링리팩터링
● 애자일애자일((반복 개발반복 개발))
● 테스트 자동화테스트 자동화, TDD, TDD
● 지속적 통합지속적 통합
● DSLDSL
● POJO/POCO/POJO/POCO/단순 객체단순 객체
●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
● ORMORM
● 함수형 프로그래밍함수형 프로그래밍

        MDA?MDA?

한 독자의 부정적인 평가
The book is rather wordy, and a lot of common-
sense ideas are repeated at length. I don't feel 
that the patterns in the book are much more 
than re-statements of basic principles of OO 
design관련기술관련기술

자바는 자바는 DDDDDD에 적합한가에 적합한가??  

가장 많이 보급된 객체지향 언어가장 많이 보급된 객체지향 언어
POJO POJO 지원 프레임워크 발달지원 프레임워크 발달
ORM ORM 발달발달
객체지향객체지향, , 패턴 보급패턴 보급
서술성 개선서술성 개선
동적 언어 지원 강화동적 언어 지원 강화



  

● 객체지향객체지향
● 패턴패턴((설계설계, , 분석분석, , 아키텍처아키텍처))
● 리팩터링리팩터링
● 애자일애자일((반복 개발반복 개발))
● 테스트 자동화테스트 자동화, TDD, TDD
● 지속적 통합지속적 통합
● DSLDSL
● POJO/POCO/POJO/POCO/단순 객체단순 객체
●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
● ORMORM
● 함수형 프로그래밍함수형 프로그래밍

        MDA?MDA?

한 독자의 부정적인 평가
The book is rather wordy, and a lot of common-
sense ideas are repeated at length. I don't feel 
that the patterns in the book are much more 
than re-statements of basic principles of OO 
design

관련기술관련기술



  

질문이나 토론은 질문이나 토론은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에서에서......

그룹스그룹스: : http://groups.google.com/group/ksughttp://groups.google.com/group/ksug
블로그블로그: http://www.ksug.org/: http://www.ksug.org/

http://groups.google.com/group/ks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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