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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기술  비즈니스의 속한 발 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

며,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해 기존의 거시 시스템에 한 개선  확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 거시 시스템에 한 소스 코드의 품질 확보는 서비스 요구에 신속히 응할 수 있는 핵심 인 기술 요소가 

되었다. 리팩토링은 기존 거시 코드에 한 품질을 확보하기 한 공학  기술로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거시 

시스템의 개선  확장에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거시 시스템의 소스 코드 품질 향상을 한 기존의 리팩토링 

기법과 지원 도구에 한 조사 분석을 통해 리팩토링 기법과 도구에 한 특성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특성을 기반으

로 서비스 개발자가 거시 시스템의 소스 코드 품질 향상을 하여 리팩토링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기법

과 도구를 활용할 것인가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시행착오 없는 거시 

시스템의 소스 코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에 한 신속한 응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 소스 코드 품질, 코드 리팩토링, 리팩토링 기법, CASE 도구 

Abstract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business services, the effort to provide 
new services to the customers has been increasing, and also the improvement and enhancement of legacy 
systems are continuously occurring for rapid service delivery. In this situation, the quality assurance of the 
source code for the legacy system became a key technical elements that can quickly respond to the service 
needs. Refactoring is an engineering technique to ensure the quality for the legacy code, and essential for the 
improvement and extension of the legacy system in order to provide value-added services. This paper proposes 
some features of refactoring techniques through surveying and analyzing the existing refactoring techniques 
and tools to enhance source code quality. When service developers want to refactor the source code of the 
legacy system to enhance code quality, our proposed features may provide with the guidance on what to use 
any technique and tool in their work. This can improve the source code quality with correct refactoring and 
without trial and error, and will also enable rapid response to new services.

Key Words : Source code quality, Code refactoring, Refactoring technique, CASE tool

1. 서 론 

소 트웨어는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핵심 기

반 요소가 되었으며, 정보기술의 신속한 발 과 삶의 질

에 한 속한 변화에 따라 소 트웨어의 응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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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명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있으며, 

서비스 개발자는 이에 응하기 한 서비스 소 트웨어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거시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환경에서 새로

운 서비스의 개발에 한 요구는 기존 시스템에 한 빈

번한 개선과 기능 확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1]. 이러한 개

선과 확장은 거시 시스템의 소스 코드에 한 지속

인 변경을 수반한다[2, 3]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개발을 하여 거시 시스템의 소스 코드에 

한 품질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한 서비스 개발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거시 시스템의 높은 소스 코드 품질은 

개발자가 정확하고 오류 없이 새로운 기능을 거시 시

스템에 추가하기 한 필수 조건이며, 이를 통해 보다 안

정 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거시 시스템에 한 소스 코드의 품질을 확보

하기 한 공학  방법의 하나가 리팩토링 기술[4]이다. 

리팩토링은 기존 사용자 서비스의 기능에 한 변화 없

이 소스 코드를 재구조화 하는 활동으로서, 소스 코드에 

한 가독성  이해성을 높이고, 새로운 변경을 용이하

게 수행하기 한 모듈화 구조의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5, 6]

과거 리팩토링과 련된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어 왔

다. 특히 M. Fowler는 소스 코드가 갖는 Code Smells을 

정의하고, 이러한 Smells을 제거하기 한 68여개의 소

스 코드 리팩토링 기법을 제안하 다[7]. J. Garcia는 

Fowler의 기법을 확장하여 성능을 개선하기 한 리팩토

링 기법을 제안하 다[8]. 한 A. Verto와 J. Lee의 연구

에서는 소스 코드의 소모 력을 감하기 한 리팩토

링 기법을 제안하 다[9-12]. 

한 제안된 리팩토링 기법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도구들도 개발되어 왔다. Eclipse 재단에서 개발한 

Eclipse Refactor는 27가지의 코드 리팩토링 기법을 지원

하는 자바 심의 리팩토링 도구이며, Telerik 사에서 개

발한 JustCode는 C#언어에 하여 32가지 리팩토링 기

법을 지원한다[13-14]. 그 외에도 Whole Tomato 사의 

Visual Assist, JetBrains 사의 ReSharper C++와 같은 리

팩토링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다[15-16]. 

과거 다양한 리팩토링 기법과 이를 지원하는 도구들

이 개발되어 왔지만, 거시 시스템에 한 소스 코드의 

품질을 지속 으로 확보해야 하는 서비스 개발자들은 다

음과 같은 문제들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기존 거시 코드에 한 재구조화를 시도하기 

하여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 할 것인지 쉽게 결정하

기 어렵다. 

변경을 한 코드를 식별한 경우에도 어떤 기법을 

용하여 재구조화해야 하는지 리팩토링 기법을 

선택하기에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

리팩토링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도구로부터 

합한 도구를 선택하기 어렵다

리팩토링을 수행한 후에, 코드의 가독성 증진은 물

론, 성능이나 소모 력 감과 같은 품질 요소도 

개선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어려운 을 해결하기 한 목 으로 본 논

문에서는 기존의 제안된 리팩토링 기법과 지원 도구들에 

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 다. 다양한 기법과 도구를 체

계 으로 분류하고, 한 리팩토링 도구가 가져야 할 특

성(feature)를 정의하여 리팩토링 도구의 특성을 체계

으로 정리한다. 제안하는 리팩토링 도구의 특성은 임의

의 특성을 지원하는 기법과 도구가 무엇인지를 쉽게 식

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보다 정확 신속하고, 한 시행착오 없이 리팩토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리

팩토링 기법에 하여 조사 분석하 으며, 3장에서는 리

팩토링 지원 도구에 하여 분석하 다. 한 4장에서는 

소스 코드 품질 특성의 하나로 소모 력 감 효과를 제

공하는 리팩토링 기법들에 하여 조사 하 다. 5장에서

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리팩토링 

특성을 정리하 으며, 6장에서는 도구 선정을 한 가이

드라인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결론  향

후 연구에 하여 제시하 다.        

2. 리팩토링 기법 분석 

2.1 리팩토링 기법의 역사

코드에 한 재구조화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코드 리팩토링에 한 연구는 1990년 W. Opdyke와 R. 

Johnson의 연구 논문에서 처음 제시되었다[17]. 그 이후 

1991년 W. Griswold의 박사 학  논문에서 리팩토링 기

법에 한 구체 인 연구결과가 제시되었고, 1992년 W. 

Opdyker의 박사 학 논문에서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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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하는 리팩토링 기법이 제시되었다[18-19].

그러나 코드 기반의 리팩토링 기법에 한 가장 체계

화된 연구는 2002년에 발간된 M. Fowler의 ‘Refactoring: 

Improving the Design of Existing Code’ 에서 출발한다

[7]. M. Fowler는 소스 코드에서 탐지될 수 있는 문제 발

생 요인들을 Code Smells로 정의하고, 이들을 제거하기 

한 리팩토링 기법을 체계화하 다.

2.2 리팩토링 기법의 분류 기준

2.2.1 품질 특성에 의한 분류   
리팩토링 기법에 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목 을 달

성하기 해 제시되었다. 이들 연구는 소스 코드에 한 

리팩토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리팩토링 기법의 용 목 은 그 간의 

연구들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목 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유지 보수성 : 복잡하게 엉킨 소스 코드를 재구조

화하면서, 코드의 모듈화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 즉, 코드에 한 이해성을 높여서 유

지보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 성능 : 소스 코드의 재구조화를 통해 코드에 한 

이해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성능의 개선을 추구

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3) 소모 력 :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모바일 소 트웨

어의 경우, 소모 력 감의 품질 특성을 요구한

다. 따라서 리팩토링을 통하여 소모 력을 감하

고자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소 트웨어의 품질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을 분류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Fowler 연구는 소

스 코드의 유지보수성 향상에 주안 을 두었으며, J. 

Garcia의 연구는 성능 향상에, 그리고 A. Verto의 연구는 

소모 력 감에 리팩토링 기법 연구의 목 이 있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단일 리팩토링 기법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의 코드 재구조화 방

법을 제시하 으며, 각 방법은 명칭, 사용 의도, 용 방

법, 그리고 용 제 등을 통해 명세하고 있다.     

Table 1. Classifying Refactoring Techniques by Quality 

Factor

Authors Proposed Techniques Quality

M. Fowler
[7]

•Duplicated Code
•Long Method
•Large Class
•Long Parameter List
•Data Clump
•Temporary Field
•Incomplete Library Class
•Message Chains, etc.

Maintain-
ability 

J. Garcia
[8]

•Removing Globals
•Sequences and Structures
•Parallel Library
•Strategy Encapsulation
•Avoiding Data Race, etc.

Performance 

A. Verto 
[9]

•Parameter By Value
•Self Assign
•Mutual Exclusion OR
•Switch Redundant Assign
•Dead Local Store
•Non Short Circuit, etc. Energy

Consumption

J. Lee 
[10]

•Complex Expressions
•Common Sub-expressions
•Tail Recursion
•Loop Structure
•Dead Code

2.2.2 기법의 패턴에 의한 분류
리팩토링 기법이 어떤 패턴에 의해 용되는 가에 따

라 다양한 기법이 제시되었다. 그 에서도 M. Fowler가 

제시한 리팩토링 기법의 분류는 각 기법의 용 방법에 

한 패턴을 유형화하 다. 이러한 용 차상에서 나

타나는 패턴의 유형에 따라 기존 연구들을 분류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제시하는 리팩토링 기법의 

용 패턴의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Abstraction : 정보의 은닉과 일반화 개념의 용

을 통하여 코드 근  공유에 한 안 성을 제

공하기 한 리팩토링 패턴   

(2) Breaking : 기존 코드를 논리 인 더 작은 코드 조

각으로 분리함으로서, 변경의 향  재사용성을 

증진하거나, 는 하나의 Class 는 Method를 쪼

개서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기 한 리팩토링 패턴

(3) Moving : 재 치의 코드 조각을 다른 Method 

나 Class(혹은 모듈)로 이동함으로서, 객체간의 상

호작용을 이고 이를 통한 변경 향을 최소화하

기 한 리팩토링 패턴 

(4) Substitution : Method나 Class의 이름을 변경함으

로서, 코드에 한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쉽

게 하기 한 리팩토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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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o. Code Refactoring Techniques

Composing 
Method

R1 Extract Method
R2 Inline Method
R3 Inline Temp
R4 Replace Temp with Query

R5 Introduce Explaining Variable
R6 Split Temporary Variable
R7 Remove Assignments to Parameters
R8 Replace Method with Method Object
R9 Substitute Algorithm

Moving 
Features
Between
Objects

R10 Move Method
R11 Move Field
R12 Extract Class
R13 Inline Class
R14 Hide Delegate
R15 Remove Middle Man
R16 Introduce Foreign Method
R17 Introduce Local Extension

Organizing
Data

R18 Self Encapsulate Field
R19 Replace Data Value with Object
R20 Change Value to Reference
R21 Change Reference to Value
R22 Replace Array with Object
R23 Duplicate Observed Data
R24 Replace Magic Number with Symbolic 

Constant
R25 Encapsulate Field
R26 Encapsulate Collection
R27 Replace Record with Data Class
R28 Replace Type Code with Class
R29 Replace Subclass with Fields

Simplifying
Conditional
Expression

R30 Decompose Conditional
R31 Consolidate Conditional Expression
R32 Consolidate Duplicate Conditional 

Fragments
R33 Remove Control Flag
R34 Replace Nested Conditional w/ Guard 

Clauses
R35 Replace Conditional with Polymorphism
R36 Introduce Null Object
R37 Introduce Assertion

Making 
Method 
Calls 
Simpler

R38 Rename Method
R39 Add Parameter
R40 Remove Parameter
R41 Separate Query from Modifier
R42 Parameterize Method
R43 Replace Parameter with Explicit Methods
R44 Preserve Whole Object
R45 Replace Parameter with Method
R46 Introduce Parameter Object
R47 Remove Setting Method
R48 Hide Method
R49 Replace Constructor with Factory 

Method
R50 Replace Error Code with Exception
R51 Replace Exception with Test

Dealing 
with 
Generali-
zation

R52 Pull Up Field
R53 Pull Up Method
R54 Pull Up Constructor Body
R55 Push Down Method
R56 Push Down Field
R57 Extract Subclass
R58 Extract Superclass
R59 Extract Interface
R60 Collapse Hierarchy

:     :
R67 Change Unidirectional Asso. to 

Bidirectional
R68 Change Unidirec. Association to 

Bidirectional 

Table 2. Classifying Refactoring Techniques by Applying 

Pattern

Patterns Technique Styles Authors

Abstraction Encapsulation
Generalize type

M.Fowler [7]
J. Garcia [8]

Breaking
Componentization
Extract class
Extract method

M.Fowler [7]
A. Verto [9]
J. Lee [10]

Moving 
Moving method/field
Rename method/field
Pull up
Pull down 

M.Fowler [7]
A. Verto [9]
J. Lee [10]

Substitution Replace Type-checking
Replace condition

M.Fowler [7]
J. Lee [10]

2.2.3 적용 언어에 의한 분류
리팩토링 기법이 어떤 로그래  언어를 상으로 

하는 가에 따라서도 기존의 연구들을 분류할 수 있다. 

기의 코드 재구조화에서는 시스템 로그래 에 한 어

셈블리어 수 에서의 재구조화도 진행되었지만, 이들에 

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26, 27]. Table 3은 리팩토

링 기법이 용되는 상 언어를 기 으로 기존 기법  

연구들을 분류한 것이다.

Table 3. Classifying Refactoring Techniques by Target 

Language

Languages Representative Techniques Authors

C •Encapsulate Field•Introduce Explaining Var. J. Lee[10]
A. Garrido [20] 

C++ •Extract Class/Method •Rename method
M. Fowler [7]
A. Verto [9]

C# •Extract Method•Pull up Field/Method
L. Hunt [21]
M. Gatrell [22]

Objective
 -C

•Encapsulate Field•Push Down Field/Method Apple Dev. [23]

Java •Extract Interface/Field•Rename Method 
M. Schafer [24]
D. Dig [25]

 

2.3 M. Folwer의 리팩토링 기법

기존의 리팩토링 연구에서 가장 리 알려진 M. 

Fowler의 리팩토링 기법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68개의 기법으로 정리된다.

Table 4. Refactoring Techniques by M. Fowl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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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팩토링 도구 분석

3.1 리팩토링 도구의 공통 특징

3.1.1 개발환경과의 종속성
일반 으로 리팩토링은 작성 이거나 이미 작성된 코

드를 상으로 한다. 따라서 리팩토링은 소 트웨어 개

발 단계  구  단계와 한 계를 갖는다. 이러한 

에서 리팩토링을 지원하기 한 도구들은 부분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구  도구에 포함되어 있거

나 러그인 형태로 동작하는 특징을 갖는다.

Fig. 1. The Refactoring Menu in Eclipse

Fig. 1과 같이 리팩토링 기능은 Eclipse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Eclipse 

Plug-in들을 통해 해당 기능에서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

던 기법들을 포함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Eclipse 재단에서 수행

되고 있는 로젝트나 러그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의 경우는 Eclipse에서 지원되는 기본 기능에 

한 확장의 형태로 동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특

징은 소 트웨어 구 을 지원하기 한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와 분리되었을 때, 작성한 코

드를 리팩토링하기 한 도구에서 다시 불러오고 분석해

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IDE와의 기능 복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장 에서 기인한다.

3.1.2 반자동화된 리팩토링 지원
리팩토링을 자동화된 기능으로 지원하기 한 도구가 

제작되어 있더라도, 실제 코드를 분석하여 리팩토링해야 

하는 지 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리팩토링 기법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분의 도구

들이 반자동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를 들어, 사용자가 Extract Method를 수행하고자 

할 때, 코드 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블록으로 지정

한 후 리팩토링 도구의 메뉴에서 Extract Method를 선택

하면 리팩토링을 지원하기 한 팝업창을 통해 새로 생

성되는 Method의 이름, 반환형  인자의 목록 등을 입

력하게 된다. 

해당 기능의 수행 결과로써 당  사용자가 블록으로 

지정한 부분은 Method 호출로 변경되며, Class 내부에 

새로운 Method가 생성된다. 이처럼 부분의 리팩토링 

기법들은 반자동화된 기능을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리

팩토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 트웨어 엔지니어는 도구

를 이용하더라도 리팩토링 기법의 종류, 이름, 용도  

용 방법 등에 한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1.3 리팩토링 적용 프리뷰
리팩토링 기법은 기본 으로 작성된 코드의 기능성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구조변경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

는 것에 그 목 이 있다. 따라서 Fig. 2와 같이 코드의 변

경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

된다. 

이는 사용자의 의도와 부합하는 코드 변경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변경되는 부분

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해당 기능

은 단순한 변수 는 함수(Method) 등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리팩토링 도구에 

따라서는 변경되는 부분을 추 하면서 사용자에게 용

여부를 확인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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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de Comparing Function for Refactoring

3.1.4 한정된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리팩토링은 작성된 코드의 구조를 변경하기 때문에 

특정 언어에 한정 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C

와 C++의 경우 구조 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이 

포함하고 있는 언어의 패러다임(구조 , 객체지향 )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C와 

JAVA의 비교 에서는 구조  유사성이 매우 어지

게 된다. 

한 리팩토링 기법  일부는 로그래 언어의 패

러다임과 종속 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

하여 각 리팩토링 도구가 상으로 하는 언어도 한정되

게 된다.

3.2 대표적인 리팩토링 도구들

재 다양한 상용 는 오 소스 기반의 리팩토링 지

원 도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표 인 리팩

토링 도구(IDE 통합 형태 포함)들을 다음과 같다.

(1) Eclipse CDT [13]

(2) Eclipse JDT [28]

(3) Visual Assist X [15]

(4) ReSharper C++[16]

(5) Refactor! for C++ [29]

(6) Xcode [30]

(7) JustCode [14]

(8) NetBeans [31]

먼  Eclipse의 경우 기본 으로 개발환경 자체에서 

제공하는 리팩토링 기능이 존재한다[13, 28]. 해당 기능은 

매우 기 인 리팩토링 기법은 물론이고 Extract 

Method와 같은 기능들 한 제공 된다. Eclipse는 기본

으로 JAVA 기반의 개발환경 JDT(JAVA Development 

Tool)로 이용되었으나, 최근 GCC 등과 연동하여 C언어 

개발을 지원하는 CDT(C/C++ Development Tool) 환경

을 지원하고 있다. 한 Eclipse가 JAVA 기반으로 개발

된 도구이기 때문에 Windows는 물론이고 Linux나 

MAC OS와 같은 다양한 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Eclipse Plug-in을 통해 리팩토링 

기능을 확장  보완 할 수 있다[32-35]. 

Visual Assist는 Microsoft의 Visual Studio에서 사용

되는 Plug-in으로 동작하며, M. Fowler가 제안한 68가지 

리팩토링 기법  5가지를 지원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기본 인 리팩토링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ReSharper 

C++의 경우 Visual Assist와 같이 Visual Studio의 

Plug-in 형태로 동작한다. M. Fowler의 리팩토링 기법 

 3가지를 지원하고 있다. 

JustCode도 앞서 언 한 ReSharper  Visual Assist

와 같이 Visual Studio상에서 사용되는 Plug-in이다. 

Xcode는 Apple에서 제공하는 개발환경으로서, MAC OS

에서 동작한다. 때문에, Apple 랫폼에서 사용되도록 개

발된 언어를 심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Plug-in을 통

해 C#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JavaScript 

 HTML과 같은 언어 한 지원하며, M. Flower의 기

법  10가지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NetBeans의 경우는 Eclipse와 같이 

JAVA 기반으로 개발된 개발도구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리팩토링 기능을 지원하지만, Eclipse보다는 다소 

간소하게 구성되어 있다.

3.3 리팩토링 도구의 분류

리팩토링 도구들은 리팩토링 기법을 활용하여 소 트

웨어 엔지니어가 작성한 코드의 품질향상을 해 사용되

기 때문에 지원언어, 지원 기법  IDE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IDE 환경의 경우, 앞서 설

명한 것과 같이 해당 리팩토링 도구의 동작 환경에 한 

내용이며, 본 논문의 3.2 에서 이에 한 내용을 다루었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해당 분류 기 을 제외한 지원 

언어와 지원 기법을 심으로 3.2 에서 제시한 리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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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 Tools C C++ C# Objective-C JAVA

(1) Eclipse CDT ● ●
(2) Eclipse JDT ●
(3) Visual Assist X ● ● ●
(4) ReSharper C++ ●
(5) Refactor! for C++ ● ●
(6) Xcode ● ●
(7) JustCode ● ● ●
(8) NetBeans ● ● ●

Table 5. Refactoring Tool Classification by Supporting Language

링 도구들에 한 분류를 수행한다.

 

3.3.1 언어 중심 분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리팩토링 도구는 기법  특성에 

따른 지원 가능한 언어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리팩토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상 로그램의 

언어에 따라 활용 가능한 리팩토링 도구의 범 가 결정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3.2 에서 소개한 리팩토

링 도구들을 우선 으로 Table 5에서와 같이 지원 가능 

언어에 따라 분류하 다.

Table 5에서, IDE마다 지원하는 언어의 범주가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분류 상으로 선택한 언

어를 모두 지원하는 리팩토링 도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별도의 Plug-in을 설치한다면 지원 범 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과 (2)의 Eclipse는 기본

으로 같은 랫폼을 공유하고 있으며, Eclipse JDT라

고 하더라도, Plug-in 설치를 통해 CDT환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즉,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Eclipse의 경우 그 지원 상 언어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한다. 

다음으로 (3)에서 (6)의 경우 모두 Microsoft의 Visual 

studio 상에서 운 되는 Plug-in이기 때문에 Visual 

studio의 지원 언어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도구들 에서도 Visual studio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언

어인 C, C++, 그리고 C#을 모두 지원하는 도구는 (3)이 

유일하다. 따라서 C언어 기반의 Windows 랫폼 로젝

트를 폭넓게 사용한다면 지원언어의 에서 (3)이 가

장 합할 것이다. Xcode는 유일하게 Objective-C/C++

을 지원하는 리팩토링 도구이다. 이는 Apple 랫폼에서 

동작하는 로그램을 작성하기 해 개발된 IDE이기 때

문이며, 러그인을 통해 C#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도

우 랫폼에서 사용되는 GUI 환경까지 Xcode에서 작성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Apple 랫폼에서 운 되는 

C/C++ 기반의 로젝트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Netbeans의 경우 C와 C++  JAVA를 지원하여 

Eclipse와 유사한 언어 지원 범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Eclipse와 Netbeans 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3.3.2 에서 

제시하는 기법 심의 분류를 참조하여 의사결정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3.3.2 기법 중심 분류
리팩토링 도구 선택에 해서는 운 되는 환경과 언

어가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해당 항목들을 만

족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 있다면 물론 지원하는 기법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8가지의 리팩토링 도구들이 어떠한 기법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의 에서 Table 6와 같이 비교를 수행한다.

Table 6에서 제시하는 리팩토링 기법 목록은 재 도

구가 지원하는 기법을 심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들 기

법은 M. Fowler가 제시하는 68개 기법에 모두 포함된다. 

가장 많은 기법을 지원하는 것은 Eclipse이다. (1)과 (2)

는 기본 으로 같은 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지원

범 가 같다. 물론 CDT를 이용 할 때와 JDT를 이용할 

때 가용 기법의 범 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Eclipse 재

단에서 개발 인 로젝트 등을 통해 해당 기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S Visual Studio 상에서 동작하도록 개발되어 있는 

(3)에서 (6)의 경우 지원 랫폼이 동일하고, 지원 언어가 

유사하 다. 그  가장 많은 언어를 지원했던 것은 

Visual Assist X 지만, 지원하는 기법의 에 해서

는 Just Code가 좀 더 많은 기법을 지원한다는 이 을 갖

는다. 때문에 C/C++, C#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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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1) (2) (3) (4) (5) (6) (7) (8)

Add Parameter ● ● ● ●
Encapsulate Field ● ● ● ● ● ●
Extract Super Class ● ● ●
Extract Class ● ●
Extract Interface ● ● ● ●
Extract Method ● ● ● ● ● ● ● ●
Inline Method ● ● ●
Inline Temp ● ● ●
Introduce Explaining Variable ● ● ● ● ●
Introduce Parameter Object ● ●
Move Field ● ●
Move Method ● ●
Pull Up Field ● ● ● ●
Pull Up Method ● ● ● ●
Push Down Field ● ● ●
Push Down Method ● ● ●
Remove Parameter ● ● ●
Remove Setting Method ●
Rename Method ● ● ● ● ● ● ● ●
Replace Constructor with 
Factory Method ● ● ●

Replace Magic Number with 
Symbolic Constant ● ●

Table 6. Refactoring Tool Classification by Supporting Techniques

가 많은 조직의 경우,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가에 

한 빈도수에 따라 Visual Assist X나 JustCode  한 가

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Xcode는 지원 기법의 

개수에 해서는 평균 수 을 갖추고 있으나, 본 논문의 

비교 상  유일하게 Apple 랫폼을 상으로 운 된

다는 에서 이 을 가지고 있다. 

Netbeans는 지원 언어  운  환경 등의 범 가 

Eclise와 매우 유사하지만, 지원 가능한 리팩토링 기법의 

수에서는 하게 다는 을 고려할 때, Netbeans보

다는 Eclipse를 이용하는 것이 리팩토링 에서 다소 

유리할 것으로 상된다.

4. 에너지 기반 리팩토링 도구

4.1 필요성

3장에서 제시한 리팩토링 도구들은 모듈화 등의 품질 

속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목 을 두고 있다. 하지만 코

드의 구조변경으로부터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 속성은 

그 외에도 Performance, Energy Efficiency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모바일 소 트웨어의 활용도

가 증하며, IoT(Internet of Things) 환경의 확장이 

상되고 있는 가운데 력 소모는 아주 요한 품질 속

성  하나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에서 

력 소모를 지원하는 리팩토링 기법들과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팩토링 도구에 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0].

력 소모를 한 소 트웨어 개발 기술은 아키텍

처 수 , 디자인 수   코드 수  등에서 수행되고 있

으며 특히 코드 수 의 경우 으로 같은 행동을 하지

만 다른 구성을 갖는 코드를 통해 력 소모량에 한 개

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리팩토링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 원칙과도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력 소모를 

한 리팩토링 기법  도구는 향후 아주 유용한 개발지원 

도구가 될 것으로 측된다.



소스 코드 품질 향상을 위한 리팩토링 기법 및 도구 분석

145

4.2 주요 리팩토링 기법

모바일 소 트웨어는 그것의 운  력을 으로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에서 력 소모에 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력 소모를 한 리팩토링 기법

의 표 인 연구들은 A. Vetro의 연구와 J. Lee의 연구

가 있다[91 10]. 해당 연구들은 기존의 리팩토링 기법을 

통해 개선해야 할 코드의 형태를 소모 력에 을 맞

추어 Energy Code Smells을 정의하고,  이에 한 개선 

방안으로 리팩토링 기법을 제안하 다. Table 7은 이들 

연구에서 제안한 Energy Bad Smells  이에 한 리팩

토링 기법의 간단한 설명을 나타낸다.

Table 7의 리팩토링 기법에서 “Parameter by value”

의 경우 어떠한 함수에서 인자로 달받은 값을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바로 다른 함수에 달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 이는 인자 달을 한 행 가 추가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함수를 통합하는 것이 력 

소모 감효과를 보인다. “Switch redundant assign”의 

경우 break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

하는 경우 해당 조건 이후에 기술된 모든 case문이 실행

된다. 의도 으로 이러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case문이 나타날 때마다 load 와 compare 명령 등이 추

가 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case문을 통

합해주는 것이 효과 이다. 

“Complex expressions”의 경우 조건문이 필요 이상으

로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어 지스트리의 값 변경 등을 

한 연산이 추가될 수 있다. 때문에 첩 분기문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력소모량이 더 커질 수 있다

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 해당 조건을 확인하는데 있

어서 가독성 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성

을 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Tail Recursion”의 경우 반복문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재귀  호출을 통해 작성한 경우이다. 재귀

 호출은 함수 호출을 해 이에 한 지역변수 선언  

분기 등의 다양한 명령어가 재귀횟수만큼 추가되며, 메

모리를 낭비할 수 있다. 때문에 이는 반복문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력 소모량 감에 용이하다.

“Loop structure”의 경우는 과도한 인덱스 변수  반

복문 내부에서의 역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

다. 특히 역 변수의 경우 Local Variable Stack에 장

되는 것이 아니라, Global Segment Area에 장되기 때

문에 빈번한 역변수 근은 력소모량을 크게 한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역변수에 한 근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Ref. Energy Bad Smells Description

[9]

Parameter by 
Value

Passing parameters to the 
function without use

Self Assign Assign the value with own value 
(e.g., x=x)

Mutual Exclusion 
OR

OR operations has always TRUE 
value

Switch Redundant 
Assign

The switch statement without 
break

Deal Local Store Never used local variable
Dead Local Store 
Return

Local variable that is not 
assigned to return

Repeated 
Conditionals

Redundant check of condition 
statement

Non Short Circuit Use the operators &&, || instead 
of &, | operators

Useless Control Control statement does not 
change the path flow

[10]

Complex 
Expressions

The codes that contain highly 
complex expressions

Common 
Sub-expressions

The multiple codes that contain 
the same operation

Tail Recursion The codes that is called 
recursively

Loop Structure The loop that can be executed 
excessively.

Dead Code The codes that will not be run at 
any condition

Table 7. Representative Refactoring Techniques for 

Low-Energy Consumption

5. 리팩토링 도구의 특성(Feature) 

5.1 리팩토링 도구의 필수 특성

5.1.1 이식성
리팩토링 도구의 선택을 해서는 우선 으로 이식성

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랫폼에서 동작이 가

능해야 함을 의미하며, OS 는 IDE 툴의 지원 가능 여

부를 나타낸다. 어떠한 조직에서 리팩토링 도구를 선정

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직의 개발 환경과 부합하는지 여

부가 고려되어야 하며 아무리 다양한 언어와 기법을 지

원한다고 해도 이식성이 낮아 한정 인 환경에서만 동작 

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어들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리팩토링 도구들 에서는 Eclips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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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랫폼(Windows, Linux, Apple OS X 등)을 

지원하고 있다.

5.1.2 지원 가능한 언어의 다양성
이식성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원 가능한 언

어의 다양성이다. 물론, 조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단 한

가지로 정해져있다면 다양성의 문제보다는 해당 언어의 

지원 여부가 이 될 수 있지만, 지원하는 언어가 다양

할수록 추후 비즈니스 확장 등에 용이하다는 장 을 갖

는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도구들 에서는 JAVA  

C/C++을 지원하는 Eclipse와 C/C++  C# 등을 지원하

는 Xcode가 가장 다양한 종류의 언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1.3 리팩토링 기법의 지원 범위
리팩토링 도구가 지원하는 환경  언어가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제 지원 가능한 리팩토링 기법이 

아주 기본 인 것들만 포함되어 있거나 는 무 은 

기법을 지원하고 있다면 실효성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리팩토링 도구는 다양한 기법을 지원하고 실제

로 해당 기법들을 통해 로그램 코드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어야만 한다.

5.1.4 확장성
소 트웨어가 만족해야 하는 비기능  품질 속성들은 

수명주기, 용 도메인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4장에

서 언 한 력 소모의 경우 기존에는 크게 고려되지 

않던 품질 속성이기도 하다. 한 같은 목 을 가지고 있

다 하더라도 다양한 리팩토링 기법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리팩토링 도구는 새로운 리팩토링 기법의 

확장이 용이해야 한다.

 5.2 기존 도구 특성 분석 및 평가 

앞서 리팩토링 도구가 갖추어야 할 속성들을 이식성, 

지원성, 확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에서 확장성

의 경우, 다양한 Plug-in을 통해 기법의 추가가 용이한 

IDE 기반의 지원 기능으로 구성된 도구와 해당 IDE에서 

Plug-in으로 동작하는 도구들 간에는 확장의 용이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속성을 

기반으로 Fig. 3에서 Fig. 5와 같이 분류를 수행한다. 

Fig. 3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표 인 리팩토링 도구

들을 지원하는 운 환경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해당 그

림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OS인 Windows, Linux  

MAC OS X를 기 으로 작성하 다. 부분의 도구들이 

단 하나의 운 환경에서 Eclipse (JDT와 CDT를 통합하

여 나타냄)와  NetBeans의 경우는 분류 기 인 세 가지 

OS를 모두 지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도

구들이 JAVA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랫폼 상

에서 동작이 가능한 JAVA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

라고 볼 수 있다. 

한 Visual Studio 기반에서 운 되는 Visual Assist 

X, ReSharper, Refactor! for C++  Just Code의 경우 

MS Windows에 종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의 경우 

Visual Studio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운  환경에 한 

제약사항이 다소 커지게 된다. 따라서 소 트웨어 개발 

조직에서 리팩토링 도구를 활용할 때, 해당 조직의 개발 

환경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우선 으로 Eclipse와 

NetBeans를 후보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며, Visual 

Studio를 활용하는 로젝트를 주로 수행한다면 앞서 언

한 네 가지 리팩토링 도구들을 후보로 식별 할 수 있다. 

한 개발 환경이 Apple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Xcode가 가장 합한 후보로 식별 가능하다.

Fig. 3. Supporting Platforms of the Refactoring Tools

Fig. 4는 지원 가능한 언어를 심으로 비교를 수행한

다. 여기서는 Xcode가 가장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 양상

을 보이는데, 이는 C에서 생된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Eclipse의 경우는 JDT와 CDT를 

활용하여 (JDT를 이용하더라도 러그인을 통해 CDT

로 확장이 가능) C에서 생된 언어들은 물론이고 JAVA

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을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NetBeans 한 Eclipse와 유사한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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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Visual Assist X를 포함한 나머지 리팩토링 도

구들은 모두 Visual Studio에서 동작함에도 불구하고 지

원가능한 언어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Visual Studio를 통한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고려하여 해당 리팩토링 도구

들로 식별된 후보들을 간추릴 수 있다. 이들 후보들 에 

가장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 도구는 Visual Assist X이다.

Fig. 4. Supporting Languages of the Refactoring Tools

마지막으로 지원 가능한 리팩토링 기법을 살펴보면 

Eclipse가 다른 도구들에 비해 압도 으로 많은 양을 보

여주고 있다. Eclipse 재단에서 운 하고 있는 다양한 

로젝트들을 통해 쉽게 해당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크게 될 수 있다. 반

면 NetBeans의 경우 지원 언어  운  환경 등의 범

가 Eclise와 매우 유사하지만, 지원 가능한 리팩토링 기

법의 수에서는 하게 다는 을 고려할 때, 

Netbeans보다는 Eclipse를 이용하는 것이 리팩토링 

에서 다소 유리할 것으로 상된다. 

XCode의 경우 본 논문에서 비교 상으로 선정한 리

팩토링 도구들  Objective-C 등을 지원하는 유일한 개

발 도구라는 에서 Apple OS X에서 개발을 해야 한

다면 유일한 선택 사항이 된다. 뿐만 아니라 Eclipse를 제

외한다면 지원 가능한 기법의 수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

한다. Visual Studio 상에서 동작하는 도구들을 살펴보면 

지원 기법의 수가 다소 상이하다. JustCode가 10가지 기

법을 지원함으로써 가장 많은 기법을 지원하지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지원 언어의 범 가 넓지 않다는 이 

단 이다.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야 한다면 Visual 

Assist X가 오히려 더 용이할 수 있다. 리팩토링 기법에 

한 지원 정도는 Fig. 5에 분석되었다. 

Fig. 5. Supporting Refactoring Techniques of the 

       Refactoring Tools

6. 리팩토링 도구 선정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는 5.1과 5.2를 소 트웨어 개발 로젝트

에 한 리팩토링 도구의 선정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

들에 하여 식별을 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리팩

토링 도구는 그것이 개발도구(IDE)와 통합되어있는 환경

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떠한 리팩토링 도구를 

이용할 것인지에 한 선택에 앞서 지원 가능한 언어와 

리팩토링 기법  동작 랫폼 등에 한 고려가 선행되

어야만 한다. 본 장에서는 해당 요소들 등을 고려하여 리

팩토링 도구 선택을 수행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Fig. 6

과 같이 제시한다.

Fig. 6. Guideline to Select A Refactoring Tool 

(단계 1) 동작 랫폼에 따른 후보 선택 : 리팩토링이 필

요한 단계는 소 트웨어 개발 단계  구  단

계이다. 따라서 이미 운 환경  개발환경에 

한 의사결정이 완료되어 있다. 결과 으로 소

트웨어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어

떠한 랫폼에서 동작하는 리팩토링 도구를 선

정할 지를 결정하기 한 정보가 구비되어 있

다. 이는 각 리팩토링 도구에서 운 환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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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도구들을 소거하여 후

보군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단계 2) 지원 언어에 따른 후보군 정제 : 앞의 단계를 통

해 재의 개발활동에서 사용 가능한 1차 후보

군 선정이 완료되었다. 랫폼에 따른 후보군 

선정과 마찬가지로, 구 단계에서는 개발에 사

용할 언어 한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

다. 그러므로 1차 후보군에서 해당 조직이 사용

하고자 하는 개발 언어를 지원하지 않는 리팩토

링 도구들을 소거하여 1차 후보군을 정제할 수 

있다.

(단계 3) 리팩토링 지원 기법에 따른 선정 : 의 두 단계

를 통해 랫폼과 개발 언어에 부합하는 후보 

군이 선택되어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후보 군에 속한 각 리팩토링 도구들이 

얼마나 다양한 리팩토링 기법들을 지원하는 가

에 한 사항이다. 를 들어, 앞의 단계를 통해 

두 가지 리팩토링 도구가 후보로 남아 있다면 

둘  더 많은 리팩토링 기법을 지원하는 도구

가 재 로젝트에 가장 합한 도구가 될 것

이다. 이 과정에서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재 

후보군에 남아있는 도구들  특정 도구가 지원 

가능한 리팩토링 기법이 다소 다고 하더라도 

plug-in 등을 통해 손쉽게 기능 확장이 가능하

다면 해당 도구를 선택 할 수도 있다. 물론 앞의 

두 단계를 통해서 선정된 후보군이 단 하나의 

리팩토링 도구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과정

은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리팩토링 도구 선정을 

한다고 가정할 때, 개발 환경이 Windows이며, JAVA를 

통해 개발 한다면 (단계 1)과 (단계 2)를 통해 Eclipse  

NetBeans를 후보군으로 선정 할 수 있다. 한 (단계 3)

에서는 해당 도구들의 지원 가능한 리팩토링 기법의 다

양성을 평가하며, 결과 으로 Eclipse가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효과 으로 리팩토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해 확장성을 고려하더라

도, 리팩토링 기능의 확장이 Eclipse에서 보다 쉽고 다양

하게 용 가능하므로 보다 합한 리팩토링 도구로 식

별이 가능하다. 물론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단계 1)과 

(단계 2)는 상황에 따라 서로 순서가 변경 될 수 있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리팩토링은 기존 거시 코드의 코드 품질을 향상시

키는 요한 공학  기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

의 엔지니어들은 재 사용 인 거시 코드에 한 리

팩토링 수행에 주 함을 갖는다. 그 이유는 아마도 리팩

토링 기법에 한 이해 부족과 지원 도구에 한 지식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리팩토링 기법에 한 분석과 표 인 지원 도구

들을 조사 분석하여, 이들에 한 특성을 제시하 다. 

리팩토링 도구가 매우 다양한 기법을 지원한다고 하

더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로젝트의 환경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며, 한 다양

한 랫폼에서 동작한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리팩토링 기

법이 매우 한정 이라면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매우 낮아

질 것이다. 따라서 소 트웨어 개발에서 소스 코드의 품

질을 향상시키기 한 리팩토링 도구의 선택은 앞서 언

한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야만 한다. 

향후의 연구는 리팩토링과 련한 패턴을 개발하는 

것이다. 소스 코드가 갖는 구조  패턴을 기반으로 리팩

토링 기법을 자동으로 제안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엔지

니어가 리팩토링의 수행에 있어서 주 함을 상당부분 해

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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