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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스템 최적화는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중복된 모듈을 추출하고, 추출된 모듈의 재사용을 위하여 프로그램
의 구조를 변경하는 기법이다. 구조지향 개발과 객체지향 개발은 크로스커팅 영역의 모듈화에는 효율적이나 크로스
커팅 개념을 모듈화 할 수 없다. 기존 시스템에서 크로스커팅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각 시스템 내에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 최적화 대상 모듈을 크로스커팅 영역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에
서 중복 모듈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데이터 의존관계와 제어 의
존관계를 분석하여 중복되는 요소를 추출한다. 추출된 중복된 요소는 시스템 최적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의존 관계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중복된 의존관계 분석 결과는 제어 흐름 그래프로 변환되며, 이를 활용하여 최소 크로스커
팅 모듈을 생성할 수 있다. 의존 관계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소는 크로스커팅 영역 모듈로 설정함으로써 시스템 내 
중복된 코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최적화 방법을 제시한다. 

주제어 : 시스템 최적화, 크로스커팅, 모듈 추출, 리팩토링, 의존관계

Abstract  The system optimization is a technique that changes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 order to extract 
the duplicated modules without changing the source code, reuse of the extracted module. Structure-oriented 
development and object-oriented development are efficient at crosscutting concern modular, however can’t be 
modular of crosscutting concept. To apply the crosscutting concept in an existing system, there is a need to a 
extracting technique for distributed system optimization module within the system.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extracting the redundant modules in the completed system. The proposed method extracts elements 
that overlap over a source code analysis to analyze the data dependency and control dependency. The extracted 
redundant element is used to program dependency analysis for the system optimization. Duplicated dependency 
analysis result is converted into a control flow graph, it is possible to produce a minimum crosscutting module. 
The element extracted by dependency analysis proposes a system optimization method which minimizes the 
duplicated code within system by setting the crosscutting concern module.

Key Words : System Optimization, Crosscutting, Module Extraction, Refactoring, Dependency Relation

Received  9 December 2016,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March 2017, Published 28 March 2017

Corresponding Author: Hyun Yoo(Osan University) 

Email: hyoo@osa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크로스커팅 개념을 이용한 시스템 최적화 기법

18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Mar; 15(3): 181-186

1. 서론

시스템을 최 화하는 방법은 복된 소스코드를 추출

하여 모듈화 하는 것이다. 크로스커  개념은 소 트웨

어 시스템의 동작과 련된 비즈니스 로세스 등의 기

능 인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크로스커  개념을 활용하

여 최 화하는 방법은 분산되어 있는 소스코드를 추출하

여 모듈화를 하는 것이다[1, 2].

기존의 객체지향 로그래  등은 각 모듈에서 수행

해야 하는 기본 이고 표 인 심사인 핵심 심사를 

모듈화하는데 매우 효율 이지만, 여러 모듈에 걸치는 

속성을 지닌 횡단 심사를 모듈화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로그래  방법으로 모듈화 된 소 트웨어의 최

화 상  각 모듈들에 교차하여 산재해있는 요소를 

처리하기 해서는 동일한 구성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모듈에 해 별도의 최 화 과정을 수행하 고 크

로스커  역인 최 화 요소의 모듈화는 불가능하 다

[3, 4, 5].

재, 크로스커  문제에 가장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는 애스팩트 지향 로그래 이 있다. 애스팩트 지향 

로그래 은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구조나 행동을 수정

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메카니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횡단 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6, 7].

2. 관련연구

2.1 제어 의존 관계

제어 의존 계[8]는 로그램 실행 시의 순차  진행 

과정을 정의하기 한 것이다. 로그램 내의 계를 조

사하면 코드 스 링을 한 기본 정보를 악할 수 있

으며, 주로 컴 일러에 사용되고 로그램 최 화에 필

수 이다. 각 노드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의존성이 있는 

노드에 링크를 연결시킨 것으로 B코드의 실행 여부는 A 

코드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때, B는 A에 의존 계가 있

다고 한다.

2.2 데이터 의존 관계

데이터 의존 계[9, 10]는 제어 흐름에 향을 받는 

변수들 사이의 계를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메소드 

호출에 따른 라미터 수행 과정에 한 정보를 악할 

수 있어 시스템  로그램 분석 툴에 리 사용되고 있

다. 제어 흐름에서 데이터 부분의 의존성 연결이 더해진 

형태이다. 제어 흐름 계에서 분석된 실행순서에 각 실

행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흐름을 링크로 표 한 것이다.

2.3 프로그램 의존성 그래프

로그램 의존성 그래 [11 ,12]는 하나의 로시 에 

해 의존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체 로그램의 의존

성을 나타내기 한 기본 작업 단 이다. 로시  각각

에 하여 로그램 의존성 그래 를 생성하고 이것을 

히 조합하면 시스템 의존성 그래 를 얻을 수 있다. 

데이터 의존 계와 제어 의존 계가 섞인 형태의 그래

이며 데이터 의존성 그래 와 제어 의존성 그래 의 

링크를 모두 가지고 있다[13, 14]. 두 가지 그래 의 특징

인 제어 종속성 링크와 데이터 종속성 링크를 이용하여 

로그램을 실제 실행하지 않고 로그램의 실행 시간 

동작에 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어, 컴 일러 최 화 분

야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로그램 슬라이스 분야

에 용할 수 있는 로그램 표  방식이다[15]. 

3. 크로스커팅 개념을 이용한 시스템 

   최적화 기법

애스팩트는 기능의 분산과 코드의 혼란을 해결하기 

한 크로스커  개념의 구  방법이다. 크로스커  개

념을 이용한 시스템 최 화는 구 이 완료된 로그램에

서 크로스커  상인 복된 코드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크로스커 하기 한 명세를 새롭게 작성하여 애스팩트 

빙을 통해 최 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객체지향 로그램에서 캡슐화된 객체 내의 메소드를 

치환하거나 분리하여 최 화를 구 할 경우, 객체에 

근하기 한 방법으로 애스팩트 지향 로그래 을 사용

하고 이를 크로스커  개념을 이용한 시스템 최 화로 

정의한다. 크로스커  역을 분리하여 최 화하기 해 

로그램 의존 그래 를 이용하여 리팩토링 상인 복

코드를 추출한다. 이에 한 로세스를 [Fig. 1]과 같이 

정의하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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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Symbol definition for syntax pattern analysis

P2. Generate program dependency graph through control/data 

dependency analysis

P3. Duplicate control/data dependency extraction

P4. Create crosscutting concern area extraction using control 

flow graph

P5. Structure definition of crosscutting concern

P6. Application of crosscutting using aspect-oriented 

programming

[Fig. 1] Crosscutting Concern Extraction Process 
for System Optimization

로세스 P1은 구문패턴 분석을 통해 소스코드로부터 

로그램 의존 계 분석을 한 심볼을 정의하는 단계이

다. 크로스커  역 추출 상의 소스코드의 각 라인에 

한 고유 심볼을 정의한다. 동일한 패턴으로 표시될 수 

있는 라인은 같은 심볼을 부여한다.

로세스 P2는 로그램 의존 계 분석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객체 단 로 소스코드에 한 제어 종속성  

데이터 종속성 계를 방향성 그래 로 표 한다. 각 행

에 한 표시는 부여한 심볼을 사용하며 종속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로세스 P3는 크로스커  역 추출을 해  클래스

의 로그램 의존 계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로그램 

의존 계는 제어  데이터 의존 계 요소로 구성된다. 

방향성 그래 의 표 은 노드(n)와 에지(e)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한다.

추출된 클래스 로그램 의존 계에서 제어  데이

터의 순서 계 비교를 통해 크로스커  역을 추출하

는 단계이다. 각 클래스의 에지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모든 노드의 의존 계에서 복된 에지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로세스 P4는 제어 흐름 그래 를 이용해 크로스커

 소스코드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추출된 복코드는 

시스템 최 화를 한 크로스커  역 후보이며, 이  

시스템 최 화 우선순 에 따라 크로스커  역으로 선

정한다.

로세스 P5는 생성된 복 소스코드를 크로스커 에 

용하기 해 메소드 형태의 구조로 정의하는 단계이다.

로세스 P6은 애스팩트 지향 로그래 을 이용해 

시스템을 최 화하는 단계이다. 선정된 크로스커  역

이 실제 크로스커 에 용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한 크로스커 을 한 포인트컷, 어드바이스 등을 명세

한 후 빙을 실시한다.

4.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크로스커팅 

   영역의 추출

시스템 최 화를 해 제안하는 크로스커  역 추

출의 과정을 보여 다. 표  서 생성기인 버클리 Yacc

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시스템 최 화 과정을 설명한다. 

샘  소스코드는 Yacc 소 트웨어의 두 클래스

(copy_test_cls, copy_action_cls)를 사용한다. 두 클래스

를 사용하여 복된 크로스커  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역을 애스팩트 지향 로그래 을 사용하여 시스템 최

화를 진행한다.

4.1 구문패턴 분석을 위한 심볼 정의

크로스커  역 추출을 한 클래스의 구문 패턴 분

석을 통해 소스코드 심볼을 부여한다. 동일한 패턴을 가

진 소스코드는 동일한 심볼을 사용한다. [Fig. 2]는 로

그램 의존 계 분석을 한 버클리 Yacc의 소스코드 라

인에 정의된 심볼을 보여 다. 정의된 심볼 테이블은 

로그램 의존 계 분석을 한 심볼 코드로 사용된다.

[Fig. 2] Defined Symbol

4.2 프로그램 의존 관계 분석 및 그래프 생성

구문패턴 분석을 통해 정의된 심볼 값을 소스코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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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로그램 의존 계를 분석한다. 로그램 의

존 계 분석은 심볼이 부여된 소스코드 라인의 방향성

을 기반으로 데이터  제어 의존 계를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분석 상의 소스코드 라인의 로그램 의존 

계를 생성한다. 로그램 의존 계 그래 는 제어  

데이터 의존 계로 구성된다. 

[Fig. 3]과 [Fig. 4]는 크로스커  역 추출을 한 버

클리 Yacc의 두 클래스의 데이터  제어 의존 계 분석

을 통해 생성된 로그램 의존 계 그래 이다. 실선은 

제어 의존 계, 선은 데이터 의존 계를 의미한다.

[Fig. 3] Dependency Relation of Source Code A

[Fig. 4] Dependency Relation of Source Code B

4.3 중복된 제어 및 데이터 의존관계 추출

생성된 클래스의 로그램 의존 그래 에서 노드의 

계를  제어  데이터 종속성 에지로 표 한 후, 각 클

래스의 의존 계를 이용하여 복된 에지를 정의한다. 

샘  소스코드의 두 클래스의 제어 종속성 복 에지를 

추출한다. 추출된 제어 종속 종복에지는 아래와 같다.

데이터 종속성 에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복에지를 

추출한다. 제어  데이터의 추출된 복 에지는 [Fig. 5]

와 같다.

[Fig. 5] Duplicated Dependency Relation Elements 
Extraction

4.4 제어흐름 그래프를 이용한 크로스커팅 영역 추출

[Fig. 6] Generated Crosscutting Concern through 
Control Flow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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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 에지에서 노드를 추출한 후, 심볼의 소스코드

와 맵핑한다. 팹핑 된 코드에 제어 흐름 그래 를 용하

여 시스템 최 화를 한 크로스커  역 후보를 [Fig. 

6]과 같이 생성한다.

4.5 크로스커팅 영역의 구조 정의

생성된 크로스커  역 후보를 크로스커 에 용하

기 해 메소드 형태의 구조로 정의한다. 애스팩트가 메

소드의 엘리먼트일 경우 애스팩트의 인터페이스를 정의

하고 애스팩트에 해당되는 노드를 인터페이스로 치환한다.

[Fig. 7] Crosscutting Concern Structure Definition

4.6 애스팩트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크로

    스커팅의 적용

각 클래스에 용될 메소드를 정의한 후, 이를 포인트

컷(Pointcut)으로 설정하고, 조인 포인트(Join Point)에서

의 실행은 메소드 호출 후에 사용자 지정 행 를 수행

하는 어드바이스(Advice)인 around()를 사용하여 크로스

커  역으로 일  변환한다. 이를 크로스커  기능 명

세를 [Fig. 8]과 같이 작성한 후, 빙(Weaving)을 실시

하여 시스템 최 화를 수행한다.

[Fig. 8] Aspect-Oriented Programming Specification

5. 결론

객체지향 로그래 에서는 캡슐화 된 객체 내의 특

정 요소만을 크로스커  후 재조합 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각 객체 내의 공통 인 시스템 최 화 요소인 

복코드 처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애스팩트 지향 로그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애스팩트 지향 로그래  기술은 객체지향 

시스템 최 화 요소에 한 구체 이고 객 화된 근방

법을 지원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객체지향 로그래 의 시스템 최 화 요

소에 해 애스팩트 지향 로그래 을 용하는 과정을 

제안하 다. 객체지향 로그래 의 주요한 심 요소인 

메소드 내의 라미터 사이에 존재하는 복 코드에 

한 처리는 AspectJ, AspectC 등의 애스팩트 지원 임

워크에서 직 인 명세가 불가능하고 애스팩트 지원 

임워크의 핵심인 크로스커  개념에 한 정의가 모호

하여 사용목 에 따라 이를 용할 수 있는 구체 인 

근 방법을 제안하 다. 시스템 최 화 용 시 애스팩트

의 모호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로그램 의존

성 그래 를 이용한 여섯 단계의 정형화된 모델을 제시

하 으며, 이는 애스팩트 지원 임워크의 종류에 

계없이 시스템을 최 화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애스팩트 개념으로 시스템 최 화에 근하여 캡슐화

된 객체의 크로스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애스

팩트 시스템 최 화의 어려움인 크로스커  역 추출 

한 로그램 의존 그래 와 방향성 그래  속성을 이

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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