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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 개발비용의 증 로 거시시스템을 재사용하기 한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한 자동화 도구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시시스템에 한 정의와 개념 나아가 등장 배경을 실질 인 시장과 공 사와 기술  동향을 통해 이를 밝히고 있으며, 

거시시스템을 처리하는 구체 인 개발 차 그리고 구축사례, 평가기 과 이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자동화 도구를 설계하고 개발하 다. 

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LM(Legacy to Modern System) 지원도구를 활용하여 거시 시스템을 분석하고 후보 컴퍼 트를 추출하여 정제

한 다음 장하여 재사용하는 과정을 구 하 다. 본 LM지원도구를 거시 시스템의 마이그 이션에 용할 경우 소 트웨어 재사용의 효과를 

통해 비용 감, 개발기간 단축 나아가 기존의 지 재산을 승계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키워드 : 거시 시스템 마이그 이션, 거시 개발방법론, 로그램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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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increased software development cost, interest about the method and automated tool for reusing legacy system have been 

running high. Therefore, In this study, it proves the definition, concept and also background of legacy system by showing real market and 

technology trend.  Automation tool is designed and developed to handle the concrete development methodology, procedure and reference. 

Also, we implemented the process that analyze the legacy system and extract , refine, store and reuse the candidate components by using 

LM(Legacy to Modern System) supporting tool presented in this paper.  If LM supporting tool is applied to legacy system migration, we 

can expect cutting costs, shortening the developing period and succee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by software re-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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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21세기에 이르러 기업은 e-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추진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다[1]. 기업의 경

은 정보화시스템을 어떻게 효율 으로 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결정된다[2]. 1960년  말에 이르러 소 트웨

어가 미국 NATO를 심으로 공학기법을 용한다는 원칙

아래 체계 인 작업을 시작하 고 로그램언어, 데이터베

이스 등이 하드웨어와 목되면서 메인 임시 를 여는데 

기여하 다. 그 이후 많은 하드웨어산업이 기하 수 인 발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 연구센터 지원사
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7-(C1090-0701-0032))

    †정 회 원 :한국IT진흥(주) 엔터 라이즈사업본부 업본부장/이사
  ††정 회 원 : (주) 미스 표이사/CEO, 미국 지법인 NexxIT(회장)
†††종신회원:호서 학교 벤처 문 학원 교수
논문 수: 2007년 6월 19일, 심사완료：2007년 11월 1일

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서버시스템을 통하여 다운사이징이 

시작되었지만 소 트웨어의 기본골격은 기존방식을 그 로 

유지하고 있다. 

한 세기말 재앙인 Millenium Bug(이하, Y2K)는 부분

의 기업들이 정보기술 분야에 투자를 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지만, Y2K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 부분 기업들

이 정보기술 분야에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3]. 기업

은 e-비즈니스와 맞지 않은 메인 임시스템이나 폐쇄 인 

환경의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고 새로운 오  환경

시스템에 심을 가졌다. 

그리고, 기존의 폐쇄 인 환경에서 운 되는 거시시스

템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으로 그 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기업의 신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세가지 방법

에는 첫째, 새로운 에서 업무 분석, 설계에서 구 단계

까지 개발하는 것, 둘째, 패키지화되어 있는 사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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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거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론

방법론 특징 문제

CORVMⅡ

 • 아카텍처와 코드기반의 재공학 도구들을 통합하기 한 모델

 • 코드  코드 구조 모델, 기능  개념모델, 아카텍처 벨 수

으로 변환을 목표

 •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 단계를 지원

하지 못함

 • 구체 인 역공학 방법  지침 없음

Renaissance

 • 진화계획, 구 , 인도, 분배의 4단계로 구성

 • 재공학 기술별 기술 포트 제공

 • 단계별 산출물 탬 릿 제공

USRM
 • 게획, 분석, 포지셔닝, 변화의 4단계 구성

 • 데이터, 기능 주의 근방식

MORALE

 • 분석, 설계, 진화의 3단계구성

 • 기존 구시스템을 분석하여 부품을 추출하는 방법

 • UI를 심으로 재공학 근방식 채택

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을 도입

하는 것, 셋째, 거시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에 사용 하

던 소 트웨어를 재구성 형태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이 

에서 거시시스템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지 재산 승계, 

비용 감, 자원 활용, 개발기간 그리고 신규개발에 따른 

험을 이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 이라고 할수 있다. 

거시시스템은 국가별 사회  환경에 따라 사용하는 형

태가 다르다. 국내 역동 인 사회로 개됨에 따라 소 트

웨어 시스템도 목 에 따라 시스템이 생성과 소멸이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많은 시행착오, 과도한 투

자, 개발 시간의 증가 등 비효율 인 생산체계로 개되었

으며, ERP기술이나, 새로운 Web-enable시스템 도입으로 기

업의 요한 지 재산을 지닌 거시시스템을 폐기하는 결

과를 래하고 있다.[1] 한, 많은 IT 산 집행과 신규개

발에 한 험을 감수하면서 신규로 로젝트를 개발함으

로, 많은 문제 을 그 로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반

로 일본, 미국, 유럽 등은 안정된 사회 인 시스템 기반아래

서 체계 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는 개발자들이 거시시스

템에 한 을 요한 자산의 가치로 단하고 있기 때

문이다. 정보기술이 발달된 나라들은 거시시스템에서 비

즈니스-규칙을 추출하여 새로운 오 시스템으로 개하는 

방식의 마이그 이션 체제로 환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즉,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 을 해 거시시스

템의 마이그 이션 구축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한 지원

도구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기존의 개발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 감,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LM(Legacy to Modern System) 지원도구를 활용하

여 소 트웨어 로그램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거시시스템의 재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마이그 이션 지원도구를 구 하여 개발공정의 표

화, 불필요한 요소제거를 통한 작업의 간소화, 작

업공정에서 개발자의 의사소통 원활히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거시시스템에 한 개념 

 이론  배경에 한 련 연구를 기술하 으며, 3장에서

는 거시시스템의 마이그 이션을 한 지원도구 구 에 

하여 기술하 다. 끝으로, 4장에서는 정리된 개발방법론에 

의한 지원도구를 개발하여 실제로 용사례와 기 효과에 

해 기술하 다.

2. 련 연구

2.1 거시시스템 재사용 방법론

기존 거시시스템의 재사용을 지원하는 방법론으로는 

CORVMⅡ(Common Object Based Reengineering Unifield 

Model), Renaissance, USRM(UIRich System Redevelopment 

Methodology), MORALE(Mission Oriented Architecture Legacy 

Evolution)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스템 재사용 방법은 역공학을 통

하여 기존의 거시시스템 정보가 추출 가능하다는 제하

에 구성되어 있고 로세스 각 단계의 액티비티와 산출물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14]. 기존 거시시스템의 재사

용을 지원하느 방법론의 특징을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2.2 LM 구축 차

시스템을 한단계 높은 단계로 개발하는데 그 단계를 살펴

보면 (그림 1)과 같다.

2.3 LM 지원도구의 구  배경

LM의 역은 시스템 체의 마이그 이션에 해당하는 부분

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거의  역에 해당한다.

본 연구자가 거시시스템에 하여 심을 가진 계기는 

Y2K 문제가 거시시스템인 COBOL, PL/I. C 등의 언어에서 

부분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지원도구를 개발하면서 부터

다. 이미 로그램 지원도구를 문 으로 개발하면서 차츰 

마이그 이션 솔루션에 하여 깊은 심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자 논문인 “CASE Tool개발에 한 연구”[12]와 “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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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 단계 시스템의 개발 과정

(그림 2) Modernization 도구의 개발 개 과정

① Legacy 소스 코드(Source Code) : 새로운 환경(Windows/Web)으로 변환할 상 로그램, 즉 기존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일컫는다.

② 싱(Parsing) : Legacy 소스 코드를 분해하여 데이터, 로세스 부분을 분리하여 해당 내용을 장소(Repository)에 장한다.

③ 비즈니스 규칙(Business Logic) : 데이터,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동사(Verb) 부분으로 분류한다. 즉, 방법, 데이터, 컴포 트, 인터페이

스 분류를 자동으로 하며, Legacy 코드를 Web 환경의 시스템(Modernization)으로 변경시 분석 정보로 활용한다.

④ 컴포 트 장소(Component Repository) : 표  언어에 하여 각각의 컴포 트를 작성하여 장소에 장하고, 표 화에 따른 로그램-패턴으로 

자동 변환  비즈니스 로직을 조립하여 로그램을 자동으로 작성한다.

⑤ 지식 산(Knowledge Mining) : 로그램 소스코드를 싱하여 문법 장소와 비교하여 표  언어의 형태로 변환을 하며, 요한 로직 부분은 집

으로 자료를 분해하여 변환한 수 있는 분석 정보로 사용한다.

⑥ 로그램 변환(Program Conversion) : 변환에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변환하는 부분과 표  로그램의 특징에 맞게 재구조화하

여 로그램을 변환하는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⑦ 로토타이핑(Prototyping) : 마법사 기능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쉽게 로그램을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⑧ 로그램 향상(Program Enhancement) : CASE tool의 화면 편집기능을 지원한다. 즉, 동화상에서 Web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즉, 동화상 

등 테마에 따라 기능을 지원하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을 웹환경 시스템 구축에 한연구”[13]를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이그 이션에 필요한 지원

도구를 개발하 다.

• 로그램 지원도구 : Jave, C#, Visual Basic, COBOL 

지원도구

•데이터베이스 구 도구 : ERD, 스키마 자동생성 도구

• 로그램 변환도구, AS-IS 분석 도구, 리아키텍처 도구 

등을 종합 으로 지원하는 도구를 구 하 다.

3. LM을 한 지원도구의 구

3.1 LM 핵심 기술

LM하는데 필요한 요소기술은 매우 다양하며 LM분야의 

역은 소 트웨어 개발단계와 이를 역공학 인 단계까지 

범 하고 다양하다.  세계 으로 마이그 이션을 문으로 

하는 공 자의 수가 고 기술의 정도가 무척이나 깊고 까다

로워 검증된 핵심기술을 보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의 LM지원도구에서 활용하는 핵심기술을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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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 비주얼언어(PB)에서 .NET플랫폼으로의 변환 절차

WindowsWindows

Middle WareMiddle Ware

DataWindow

Data Access 
Logic

In Memory 
Data Structure

User 
Presentation

Data SourcesData Sources

PowerBuilder Architecture

Business Logic

Services

Client PCClient PC

(Web Browser) (Web Browser) 

Data SourcesData Sources

Http

ADO.NET

IIS (Web Server)IIS (Web Server)

Presentation

COM+      COM+      

Business Logic

.NET(VB.NET, C#) Architecture

Client PCClient PC

(Windows) (Windows) 

Data Access

User Object

.NET Application

(그림 4) 비주얼언어에서 .NET언어 환도

모형-3. Java플랫폼에서 .NET플랫폼으로의 변환 절차

Client PC ( W eb Brow ser) Client PC ( W eb Browser) 

Data SourcesData Sources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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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ContainerW eb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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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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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Bean

J2EE A rchitecture

Client PCClien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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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ndows) (W 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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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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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Java 랫폼에서 .NET언어 환도

모형-1. 비주얼언어(PB)에서 Java플랫폼으로의 변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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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b C ontainerW eb C 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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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B  ContainerEJB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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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dd le  W areM idd le  W are

D ataW indow

D ata  A ccess  
Lo gic

In  M e m o ry 
D ata  S tructure

U se r 
P re se n tatio n

D ata SourcesD ata Sources

P ow erB u ild er A rc h itec tu re

Busin ess Logic

Services

J2E E  A rch itec tu re

(그림 3) 비주얼 언어에서 Java 언어 환도

면 다음과 같다.

•정보 장 형태 : 메타데이터, 컴포 트 장소, 로그램 

문법 데이터베이스 장소

•분리기술 : 비즈니스 로직 추출, LM 환 방법, 패턴 

컴포 트 생성

3.1.1 어 리 이션 로그램 마이닝 기법

핵심 인 어 리 이션 분석은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진보된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데 기반을 두었다. 소스코드 

분석의 체과정은 아래와 같다.

•소스코드를 라인단 로 로그램에서 읽어들인다.

•라인단 로 읽은 문장을 하나의 워드 단 로 분리작업

을 실시한다.

•분리된 토큰에 한 의미 분석작업을 실시한다.이 때 

사 에 등록한 각종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토

큰에 한 정확한 성분을 악한다

•다음은 분리된 토큰과 토큰에 한 의미가 악이 되면 

해당 로그램문법 데이터베이스를 찾게 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지 못하면 문법오류리스트를 

내보낸다.

로그램을 분석하는 과정은 크게 Lexical Parsing과 Syntactic 

Parsing 2가지로 나 어 진다.

Lexical Parsing은 로그램소스코드의 한문장을 읽어와

서 어휘별로 분리작업을 하게 되는 데 이를 토큰 열이라 부

른다. 이를 SmartParser를 통하여 구 하 다.

Syntax란, 사 인 의미로는 ‘문법 혹은 구문’의미로 사

용되는 데 Syntactic Parsing은 실행 일을 만드는 일반

인 컴 일러와는 달리 추구하는 상이 달라 문법 DB와 

Mapping하여 기능을 활용하 다.

어 리 이션 분석은 사용자의 어 리 이션에 하여 개

발과 유지보수라는 에서 근하며, 가장 핵심 인 활동

에 자동화 기법을 사용하 다.

3.1.2 메타데이터(Metadata)

메타데이터는 정보자원을 리하거나 쉽게 검색이 가능하

도록 만든 것이며, 내용을 설명하고, 내용정보를 구성하는 것

을 말한다. 사  의미의 메타데이터는 자원을 설명하는데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8].

3.1.3 비즈니스 로직 추출 기술

비즈니스 로직추출은 비즈니스 유스 이스 모델링과 객체 

모델링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악하

여 비즈니스로직을 추출한다. 비즈니스 로직 추출기능은 비

즈니스와 련된 코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기능을 추출하는 

것이며 거시시스템의 재작성(Re-documentation)을 통해 

비용을 폭 감하여 다.

3.1.4 비즈니스 로직 변환 기술

비즈니스 변환은 어 리 이션 분석  후보 컴포 트 추

출과정을 통해 추출된 후보컴포 트의 비즈니스 로직을 변

환한다. 비즈니스로직의 변환은 AS-IS 로그램의 언어  

TO-BE 로그램의 언어의 문법 DB의 Mapping을 통하여, 

비즈니스로직 자동변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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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M 지원도구 체구조

모형-4. COBOL플랫폼에서 Java플랫폼으로의 변환 절차

Client PC ( Web Browser) Client PC ( Web Browser) 

Data SourcesData Sources

Http

JDBC

Web ContainerWeb Container

JSP

Servlet

EJB ContainerEJB Container

Entity Bean

RMI

JavaBeans

Session Bean

AS/400AS/400

Map

ClientClient

Emulator

Data SourcesData Sources

AS/400(RPG, COBOL, PL/I) Architecture J2EE Architecture

Logic, Batch

JCL

(그림 6) AS/400 랫폼에서 Java 랫폼 환도

3.2 LM 모형

로그램언어의 특성에 따라 아키텍처 구조가 바 면서 

변환되는 형태가 있다. 물론 로그램언어에 따라 각각의 특

성에 따라 변환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겠지만, 로그램언어

의 구조상 텍스트기반 로그램언어, 비쥬얼기반의 로그램 

언어 그리고 웹기반의 로그램언어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3가지 유형의 로그램언어를 

기반으로 4가지 변환 모형을 기술하 다.

Client/Server 로그램언어의 표격인 PowerBuilder 로

그램언어를 웹 환경에서 운 되는 Java 랫폼으로의 환하는 

과정을 보여 다. powerBuilder 언어의 특징인 DataWindow

의 기능에서 데이터처리 부분을 웹 라우  혹은 웹 컨테

이  부분으로 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즈니스 로직부

분은 EJB의 Entity Bean이나 Session Bean으로 환되도록 

하고 있다. 4세 언어인 Visual basic, Delphi, SQLWindows

라는 언어는 Power Builder와는 약간의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DataWindow가 아니라 일반 인 어 리 이션의 

3계층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환의 방법은 앞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그림 4)는 java 랫폼과 동일하게 처리되는데 Java 랫

폼뿐만 아니라 Microsoft사의 .NET 랫폼의 COM+로 환 

작업의 과정을 표시한 것이다.

웹기반 언어의 환이라 비교  기술이 난해하지 않고 구

조가 무척이나 단순하여 랫폼의 구조만 이해하여도 나름

로 쉽게 근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형 인 거시시스템에서 Java 혹은 .NET 랫

폼으로의 마이그 이션 부분과 순수한 Java 랫폼(클라이

트/서버 구조)으로 마이그 이션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6)은 IBM의 거시시스템의 하나인 미들 인지의 컴

퓨터 시스템의 하나인 AS/400기종에서 운 되는 COBOL, 

RPG, PL/I 등의 거시시스템의 로그램 언어를 Java 랫폼

으로 마이그 이션 하는 과정이다. 형 으로 화면, 로직, 배

치, 출력 그리고 JCL(명령어) 등의 이어를 컴포 트 기반의 

Java기반으로 칭하여 마이그 이션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3.3 LM 지원도구의 구  

3.3.1 LM 지원도구 구조

본 연구는 앞장에서 기술된 지원도구를 정리하 으며 이

를 총 으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LM 지원도구를 구

하 다.

(그림 7)은 LM하기 한 지원도구의 체 인 기능의 흐

름도를 정리한 그림이다. 다음은 단계별로 수행하는 도구의 

특징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3.3.1.1 역공학단계 - 로그램 분석

(그림 8)은 거시시스템의 어 리 이션 카타로그 정보를 

수집하여 도구의 장소에 장을 하여 이를 싱 작업을 거

쳐 인벤토리 장소에 정보를 장하게 된다. 장된 정보를 

참조하여 로그램에 련된 인벤토리문서를 자동으로 출력

하게 된다. 출력된 문서에서 가장 요한 락 데이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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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역공학단계 - 로그램분석

(그림 9) 역공학단계 - 어 리 이션 분석

(그림 10) 역공학단계 - 데이터 분석

(그림 11) 역공학단계 - 로그램 재구조화

하지 않은 데이터 등을 분류하여 거시시스템의 정보를 보

완하는 작업을 거친다. 다음 단계로 인벤토리 장소 로 정보

를 넘기는데, 이때 메타데이터 형태로 제공됨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직  Query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3.3.1.2 역공학단계 - 어 리 이션 분석

로그램은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리젠테이션 부분, 데

이터 근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통하여 

역공학 싱 작업을 통해 어 리 이션 정보를 추출하는 과

정을 거치게 된다. 순공학 근으로는 업무분석 - 데이터베

이스 설계 - 로그램 작성 순으로 이어지지만, 역공학 

근은 로그램 정보에서 설계정보와 업무분석 정보를 추출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림 9)의 로세스를 통하여 

정보를 얻게 된다. 

3.3.1.3 역공학단계 - 데이터베이스 분석

(그림 10)은 거시시스템에서 데이터정보를 추출하여 이

를 기반으로 ERD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RD를 통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계형 데이타베이스 스키

마정보는 기본의 로그램과 연결이 가능하다.

3.3.1.4 역공학단계 - 로그램 재구조화

(그림 11)은 로그램 재구조화 작업을 통해 거시시스

템의 비구조화된 소스코드를 체계화 작업을 실행하게 되는

데, 불필요한 코드 제거-코드 정제-코드 비교 작업-재구조

화 정보제공 작업을 거친다. 

3.3.1.5 역공학단계 - 후보컴포 트 마이닝

(그림 12)는 구조화된 거시시스템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 트를 추출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데이터 

추출을 하여 ERD과정으로 거쳐 자동으로 생성된 스키마정

보를 활용하고, 리젠테이션을 템 릿과 연결하여 재사용

하는 과정을 거치고, 비즈니스로직은 이를 자동으로 변환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추출된 후보-컴포 트를 기

존에 사용하고 있는 컴포 트 장소와 매핑하여 이를 사용

하는 최종 인 차를 거친다. 

3.3.1.6 컴포 트화 단계 - 데이터베이스 마이그 이션

(그림 13)은 거시시스템에서 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

조 변경은 물론 실제 데이터를 마이그 이션 하는 로세스

를 나타내는 차이다. 개  흐름은 거시시스템의 구조(혹

은 이아웃)를 추출하여 이를 ERD로 바꾸어 보완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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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컴포 트화 단계 - 비즈니스 로직 변환

(그림 15) 컴포 트화 단계 - UI 마이그 이션

(그림 12) 역공학단계 - 후보컴포 트 마이닝

(그림 13) 컴포 트화 단계 - 데이터베이스 마이그 이션

자동으로 스키마를 작성한다. 그림 오른편 박스 내용은 신

구시스템의 구조를 악하여 구시스템의 데이터를 신시스템

의 데이터베이스로 자료를 이 하는 차를 표 하 다. 신

구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서로 연결하는 매핑 차와 이를 

자동으로 환하는 로그램(Java나 C#)을 자동으로 작성하

며,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일 구조를 가장 평이한 Flat 

일 구조로 변환을 하여 다. 그리고 환 로그램을 작동

하여 구시스템의 데이터를 신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환을 한다. 

3.3.1.7 컴포 트화 단계 - 비즈니스로직변환

(그림 14)는 로그램을 세 가지 형태로 분리 의 하나인 

비즈니스 로직 부분을 자동으로 변환하는 차이다. 변환 

상인 후보 컴포 트 단 로 쪼개진 조각을 기존의 컴포 트

장소와 비교하여 그런 내용이 이미 있는지를 악하고 없

다면,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하기 해 코드를 변환한다. 변

환 내용도 Code conversion - Code Comparator - Platform 

Interaction code view 과정을 거쳐 새로운 컴포 트로 컴포

트 장소에 장되어 사용자에 의하여 재사용된다.

3.3.1.8 컴포 트화 단계 - 사용자 인터페이스 마이그 이션

(그림 15)는 두번째 로그램 조각인 사용자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하 UI) 부분을 마이그 이션하는 과정이다. 우선 출

력 로그램을 추출하여 기존의 상용화된 포트도구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UI부분인 화면 처리 부분

을 추출하여 조각을 편집하여 가장 근 한 UI템 릿 장소에서 

템 릿과 연결하여 새로운 템 릿으로 정보를 자동 혹은 수동으

로 이동작업을 실시한다. 참고로 템 릿 장소는 사용자가 미리 

만들거나 기본 으로 도구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3.3.1.9 컴포 트화 단계 - 로그램(혹은 컴포 트) 신규개발

(그림 16)은 컴포 트(혹은 로그램)를 새롭게 제작이 

필요할 때 처리되는 차이다. 언제나 거시시스템의 컴포

트만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유지보수를 하는 

동안 많은 업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 이번 차를 따르면 된다. 우선 컴포 트 개발방법론(마

르미-III, MSF/CD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Aurora.J2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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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M 용시 작업구분별 생산성 비교

직업구분별 생산성 비교

직업구분 비율 처리내용 신구개발시 리모델링 용시 효과

처리(Batch) 5 % 표  배치 작업 1본/4일 50본/200일 1본/4일 50본/200일 0%

등록(Entity) 25 % 유지보수, 리화면, 참조(3Form) 1본/4일 250본/1000일 1본/2일 250본/500일 50 % ▽

조회(Query) 40 % 단순한 조회(Without Logic) 1본/2일 400본/800일 3본/1일 400본/133일 83% ▽

출력 Form 3% 2본/3일 30본/45일 1본/1일 30본/30일 33% ▽

출력 일반 27% 1본/1일 270본/270일 2본/1일 270본/135일 50 % ▽

총 100% 1000본/2320일 1000본/998일 57 % ▽

(그림 16) 컴포 트화 단계 - 로그램 신규개발

(그림 17) 컴포 트화 단계 - To-Be 어 리 이션 분석

Aurora.,net도구를 활용하여 컴포 트를 설계하고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컴포 트를 컴포 트 장소에 장하고 이를 

로그램 개발시에 재사용한다.

3.3.1.10 컴포 트화 단계 - To-Be 어 리 이션 분석

(그림 17)은 거시시스템을 분석하고, 변환하고 새롭게 구

조를 변경하는 모든 마이그 이션 차를 완료한 후에 작성

된 목표 로그램 환경( 를들면, Java, .NET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차이며, 거시시스템이 어떻게 Modernization시

스템으로 변환하 는지를 확인하는 차이다.

4. LM 용사례 기반의 도구평가

본 논문에서 개발한 지원도구의 용사례를 심으로 정

량 인 평가와 정성 인 효과로 구분하여 기술하 다.  

4.1 정량 인 평가

정량  효과는 우선 거시시스템을 다양하게 용한 표

템 릿의 효과와 세 가지 업종에 따른 유형별로 효과 부

분을 나 어 평가하 다. <표 2>는 표 -기 효과 부분의 

결과이다. 용 로그램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배치처리 

로그램, 데이터처리 로그램, 정보를 조회하는 로그램, 

출력 로그램 그리고 일반 인 리 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로그램 1,000본을 기본으로 

하고 구체 인 자료를 수작업과 비하여 효과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 다. 결과 으로 57%의 기 효과를 얻는 결과

를 산출하 다. 다음은 세 가지 업종 형태의 업체를 선정하

여 용한 결과이다.

정부기 , 제1, 2 융기  등 표 인 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LM을 용한 결과이다. 이 용사례에서 시사하는 바

는 여러 가지로서 우선 LM지원도구를 용한 결과와 그

지 않은 결과가 업체마다 다르다는 이다. 여기에는 거

시시스템의 표 화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이 되었거나, 언어

가 갖는 다양성과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정량  효과는 LM개발 생산성 2.3배, 평군 생명주기 연

장효과 110% 그리고 거시시스템 분석 공수의 10% 감소, 

개발기간의 20% 감소, 유지보수 비용을 30%이상 감효과

를 볼 수 있으며, 기술습득 기간도 기존의 수작업 비하여 

10%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정성 인 효과

국방부와 국내 통신회사 K사, 일본 자회사 N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 S사를 비롯한 50여개 기 에 LM 지원도구

를 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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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M의 용사례 결과

사례 볼륨(본) 구분 환율(%) 기간(개월) 소요공수(M/M) 비용(백분율)

공공기 627

비 용 - 7 30 100

툴 용 77.5 2 14 46.6

효과 - 5(-71.5%) 16(-53.4%) -53.4%

제1 융기 3150

비 용 - 18 260 100

툴 용 92.3 8 180 69.2

효과 - 10(-60%) 207(-30.8%) -30.8%

제2 융기 1106

비 용 - 10 179 100

툴 용 85.6 7 95 53.1

효과 - 3(-30%) 84(-46.9%) -46.9%

정성  효과는 거시시스템을 재사용 한다는 것으로 즉 기

존의 산 인력의 활용으로 인력교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존 업무 로세스의 승계로 업무 로세스 변경의 불안감

을 해소하며, 유지보수 비용 감으로 수익성의 증 효과를 

볼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M 구축을 한 지원도구에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거시시스템 분석경

험, 소 트웨어 재사용에 한 연구들을 분석하고 Web 환경

시스템 구축 개발을 한 지원도구를 설계하고 개발하 다.

• 거시시스템을 재사용하기 한 지원도구를 설계하고 

개발하 다.  

• 개발된 LM 지원도구를 활용하여 거시시스템을 분

석하고, 후보컴포 트를 추출하여 정제한 다음 장하

여 재사용하는 과정을 구 하 다.

지원도구는 역공학단계와 컴포 트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역공학 단계는 로그램분석,어 리 이션 분석, 데

이터베이스 분석, 로그램 재구조화, 후보컴포 트 마이닝으

로 구성되어며, 컴포 트화단계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 이

션,비즈니스로직변환, 사용자인터페이스 마이그 이션,신규개

발, TO-BE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LM에 한 

향후 연구과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시스템에서 재사용 컴포 트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비정형자료 추출에 해당하여 수 많은 변수가 작용하

게 된다. 이러한 으로 처리하는 로세스 한 변화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마르미-RE에서 RE-Method를 

거치면서 지속 으로 계승 발 하여 품질 좋은 컴포 트를 

추출할 수 있으며 차의 최 화를 통해 개발기간 단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개발지원도구의 자동화 비율을 극 화 하는 략이 

필요하다. 개발방법론과 동일한 로세스에 맞추어 자동화 

비율을 높이는 지원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거시시스템에 한 지 재산의 인지도를 높여가

는 략이 필요하다. 사장되어가는 거시시스템을 지속

으로 유지보수의 품질을 향상 시켜 거시시스템의 지 재

산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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