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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패러다임의 기술과 개념은 사실상 거대한 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서비스를 시간
과 장소의 구애 없이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공된다는 장점으로 기업들의 도입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보안, 

호환성, 통제력 상실, 보안, 데이터보호, 성능과 업타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벤더 종속에 대한 위험성,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이식성에 대한 불안으로 국내에 클라우드 도입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기존 시스템의 이전
에 관심과 이슈는 높지만, 그에 따른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사례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의 기존 시스템 이전에 관련한 방법론과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한계점을 도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공학, 이전, 시스템재공학, IT 현대화 

Abstract  Cloud computing technology will provide application that needs many resources and various services 
to customers without any restriction of time and place. So, many of companies are now adopting cloud 
computing technology to this business and this trend is now increasing. However, cloud technology adoption 
rate is low because of security, compatibility, loss of control, security, data protection, performance and uptime, 
to the risk of vendor lock-in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compatibility with existing  systems and anxiety. 
Now, many people are interest on the migration of existing  systems but there are many study on this issue. 
So, more of study on this issue should be needed. This paper will show you the method that how to adopt 
cloud computing to their business and also show you evolution of cloud computing for exi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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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기업, 개인들은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

트워크 등 IT자산을 늘리는 투자를 해왔다. 인터넷의 보

화로  세계 정보가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클라

우드 컴퓨 은 IT 자산을 소유의 상에서 공공재, 여

의 상으로 변화 시켰다. 이로서 IT자산을 물리 으로 

투자하던 때와는 달리 기업, 개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자산을 여하므로서, 보다 효율 인 IT자산 운 ,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IT비용 감이라는 효과에  

세계 인 경기 불황에 기업들의 심과 도입이 증가 되

고 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  도입을 통해 비용

감 뿐 아니라 아니라 업무의 효율화 증 를 기 하고 있

는데, 실제 으로 사  연구에 따르면 력, 구입비용 등 

84% 비용, 데이터 센터 공간을 80% 이상 , 에 지 소비

량 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상한다[1].  

사실상 거 한 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서비스를 시간, 

장소의 구애 없이 효율 인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기업들의 도입이 차 늘어가고 있다. 주니퍼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24억 명에서 2018년까지 36억 명으로 늘어날 것

으로 상한다.  세계 인구의 2명  1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

 시장  규모 역시 가 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

체 IDC에 따르면, 연평균 20%가 넘는 빠른 성장률로  

세계 퍼블릭 IT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013년 474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0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상한다

[2]. 

하지만, 리서치와 IT 문가들의 상과는 달리 재 

기업들, 특히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은 더딘 실정이

다. IDC의 201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클라우드 

시장의 약 68%를 차지하고 이어 서유럽이 19%를 차지하

고 있다. 이외 일본, 일본외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다른 6개 지역은 각각 5% 혹은 그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3]. 특히 국내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나 인 라를 기

존 비즈니스에 도입한 기업을 아직 례가 미미한 실정

이다. 클라우드 컴퓨 의 이 에 비해 아직까지 많은 기

업들이 불안요소에 의해 클라우드 도입에 소극 이다. 

 세계 244명의 기업의 IT의사 결정자들에게 클라우드 

컴퓨 에 한 문제 에 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Fig. 1]과 같이 보안, 호환성, 통제력 상실, 보안, 데이터

보호, 성능과 업타임,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벤더 종

속에 한 험성,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이식성에 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4]. 

[Fig. 1] Concerns of Cloud computing [4]

본 논문에서는 앞선 조사 결과  클라우드 컴퓨 의 

문제 , 장애물이라 생각하는 답변  4번째로 높은 ‘기

존 시스템의 통합 문제의 어려움’에 한 해결 방안을 연

구하고자 한다. 기존 시스템의 기업 클라우드 컴퓨  도

입 사례와 설문데이터를 통한 인식 연구결과를 통해 

황을 살펴본다. 

클라우드 컴퓨  이  시 고려요소와 항목을 통해 보

다 효율 인 사  작업을 알아본다. 그리고 기존시스템

을 체계 으로 이 하기 해 기존시스템의 클라우드 이

 방안에 해 반 으로 차와 장단 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제시한 이  로세스를 실 이  경험을 반

하여 코드 환 단계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 한 

코볼과 같은 차 로그램언어의 효율 인 클라우드 컴

퓨  이 이 가능하도록 객체지향 로그램 언어 코드 

변환을 로그램언어 요소별로 제안한다. 

2.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전 현황  

2.1 기존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전 사례 

IBM의 내부 개발의 시스템의 속도와 서버 가동율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 클라우드로 옮긴 사례이다[5]. 

기존에 시스템 리자에 의해 수작업으로 서버가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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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제공이 되므로, 평균 5일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

고, 서버의 가동율이 실시간 산정되어 제공하지 못하여

서 가동율이 35%로 낮았다. 이에 IBM은 서버 제공과 환

경을 IBM의 IasS로 이 하 다. [Fig. 2] 은 Cloud 기반

으로 변경된 로세스이다. 서버 로비 닝이 5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었고, 필요하지 않은 서버는 바로 비활

성화 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 다. 한 이  

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상화, 통합화를 진행하여 불필

요한 자산을 정리, 재구성하 다. 기존의 개발자 각자의 

개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개발환경을 제공하므로 써 표

화가 증 되고 결함이 감소하 다. 유동 이고 효율 인 

개발 서버 리로 분기당 1.4 리언달러 한화로 14억 원

의 비용 감 효과를 보았다.

[Fig. 2] Concerns of Cloud computing[5]

의 로벌 기업의 사례 외에 국내 용 사례를 살펴

보면, 앙서버에서 리 가능한 통제 장기능이나, 데

스크톱 기능으로 제한 이다. 클라우드 컴퓨 을 기 

도입할 때부터 기업의 기존 IT서비스를 소 트웨어  

련 데이터는 앙에 호스  되고 사용자는 웹 라우

 등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속하는 형태의 소 트웨어 

달 모델인 SaaS(Software as a service)시스템으로 구

축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에 큰 투자를 필요하기 때문이

다. 아마존, 세일즈포스닷컴, IBM 등에서 제공하는 SaaS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향후 제공사에 종속

되거나 보안의 문제, 기업의 고유한 비즈니스 로직을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2 클라우드 이전 현황과 인식 연구

국내에는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  환경으로의  

이 에 한 연구나 설문 결과에 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테크놀로지스에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세계 530여개의 기업의 IT 

의사 결정권자들의 인터뷰와 설문 결과 데이터를 사용하

여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  환경 이 에 한 인

식과 황을 악하고자 한다[6]. 설문 조사는 '모든 클라

우드 이니셔티 의 시작 인 클라우드 거버 스'라는 주

제로 이 졌으며, 주요 목표는 클라우드 채택 비율, 클라

우드 서비스로의 환에서 상되는 주요 문제  채택

을 방해하는 주요인, 클라우드 환 로그램 리 방법 

등 반 인 클라우드 컴퓨 에 련한 15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한 기업의 99.4%의 조직이 클라우드 컴퓨 을 사

용하고 있었으며,  <Table 1>은 이동한 기업  재 클

라우드로 이동했거나 클라우드로부터 운 하는 애 리

이션과 2013년 하반기에 이동하거나 운 이 정되어

있는 애 리 이션을 질문한 결과표이다. 

향후 2년 내에 가장 크게 증가 될 역으로는 로젝

트 기존 애 리 이션(100%증가)과 로젝트 포트폴리

오 매니지먼트(87%) 역이다. 기존 애 리 이션들이 

클라우드로 이 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비즈

니스 운 을 해 미션 크리티컬한 운  시스템에 클라

우드 컴퓨 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Fig.3]는 애 리 이션을 클라우드로 이  하는데 필

요한 작업의 정도를 ‘쉬움’, ‘ 간’, ‘어려움’, 세 가지 범부

로 분류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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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Rate(%) Responses

2011

1stHalf

2013

1stHalf

Incre

ment

2011

1stHalf

2013

1stHalf

Incre

ment

Web Application 17% 16% -1% 267 387 45%

Email, 

Collaboration
17% 14% -3% 256 356 39%

Customized  

Applications
12% 12% 0% 185 285 54%

IT Help desk 11% 13% 2% 170 314 85%

CRM 10% 9% -1% 148 228 54%

Project Portfolio 

Management
9% 10p% 1% 135 252 87%

ERP(HR,Finance

,etc)
9% 9% 0% 134 221 65%

Integrated 

Software
8% 9% 1% 128 228 78%

Existing 

applications
5% 6% 1% 71 142 100%

Etc 3% 3% 0% 52 63 21%

Total 100% 100% 0% 1,546 2,476 60%

<Table 1> The list of Applications they have 
completed move to cloud or are 
scheduled to migrate to cloud[6]  

[Fig. 3] The degree of effort required to 
migrate applications to the cloud
computing

거의 아무 문제없이 이  할 수 있는 비율은 19%이며, 

클라우드로 이동, 운 하기 에 약간의 기술수정, 를 

들면 업그 이드나 소규모 통합이 필요한 애 리 이션

의 비율은 31%, 클라우드로의 이 , 소식 비가  되

어있지 않은 애 리 이션의 비율은 50% 다. ‘어려움’

의 비율의 애 리 이션은 포 인 기술 수정, 재설계, 

고난이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하 다. 이 듯 기존의 

애 리 이션에 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  시 수정, 

고려해야할 비율로는 81%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설문 결과를 토 로 분석해보면, 해외 기업들은 

향후 2년 내에 다양한 애 리 이션을 클라우드 서비스

로 환할 계획이 있으며, 그  기존의 애 리 이션에 

한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 

상태에서 이  시 필요한 작업의 정도를 80% 재 상태

에서 그 로 이  할 수 없으며, 수정 혹은 재설계의 작

업이 필요하다고 느 다. 다각화된 랫폼,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 기존 시스템에 한 활용도는 아직 10%미

만이지만, 가장 큰 증가율로 도입의 비 을 늘릴 정이다. 

해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으로의 이  방안에 련

한 연구, 방안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Initiatives # studies

Framework or methodology 4

Standards 4

Tools 1

Transformations 3

Security 4

Case Study 5

Technology 2

Meta-model and reengineering 1

<Table 2> Overview of studies per topics[7] 

<Table 2>는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 으로의 

이 에 련한 연구를 임워크, 방안, 솔루션, 보안, 

사례, 기술, 모델 등으로 정리한 것이다. 아직까지 실제 

수행할 도구나 솔루션, 기술은 연구가 다. 

기존 애 리 이션 즉, 기존 시스템의 자체 개발된 시

스템의 이 을 원하는 요구사항은 늘고 있으나, 이와 

련된 실제 솔루션, 기술에 연구 부진으로 이  시 쉽지 

않은 작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3.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 방안 

3.1 The REMICS Project

The REMICS는 유럽연합에서 기업과 불가리아 정보

통신기술연구소, 바르샤바기술 학 등의 산학 력 컨소

시엄에서 제안한 방안이다. 기존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서

비스의 상호정보 교환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 REMICS 

(Reuse and Migration of existing Applications to 

Interpretable Cloud Services) 로젝트는 모델기반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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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구와 방법이다[8]. [Fig. 4]는 자세한 로세스도이

다. REMICS는 EU FP7 로젝트로서, REMICS 로젝

트는 신 인 모델 심 기술을 통해 서비스 클라우드 

랫폼으로 기존 IT 시스템의 이 을 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진을 목 으로 한다. 

기본 개념은 OMG사(Object Management Group)의 

ADM(Architecture-Driven Modernization) 이다. 

[Fig. 4] REMICS approach[8] 

REMICS의 이  로세스는 그 구조와 기능면에서 

기존 시스템을 이해하여 동일하거나 더 나은 기능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SOA애 리 이션을 설계하고 검증하

여 클라우드의 애 리 이션으로 구 하는 구성으로 되

어있다. 이러한 기술은 소 트웨어 엔지니어링 로세스 

(MDE)의 앙에 모델을 넣었으며, 자세한 특정 랫폼 

설계  실행하기로 최종 후속 모델 개선  변환 비즈니

스 모델에서 ( 로세스, 규칙, 동기 부여)로 내장되어있

다. REMICS은 크게 기본 ADM 개념을 개선 모델 심

의 방법론과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구름에 기존 

시스템 이 의 도약 진행을 제안한다. 표 화 작업을 수

행하고, 오  소스 라이선스로 로젝트 결과를 제공함

으로써 더욱 클라우드의 장 을 높인다.

REMICS의 가장 큰 장 으로는 기존 시스템을 그

로 용하지 않고, 아키텍처 화 기법으로 구조를 바

꾼 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용한다는 것에 있다. 다만, 방

법론, 로세스를 제시하고 있고 실제 구 한 사례가 미

비하다. 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효율 인 아키텍처를 

제시하지 않고, 아마존과 같은 IT벤더사의 랫폼을 제

안하고 있다. 이 역시 아마존의 IaaS, SaaS를 사용하므로 

서 벤더 종속의 험을 안고 있다. 

3.2 Muhammad Aufeef Chauhan의 연구

(2012)

2012년 Muhammad Aufeef Chauhan이 제시한 클라우

드 컴퓨 으로의 이  로세스는 [Fig. 5]와 같이 8단계

로 나 어진다[9]. 

[Fig. 5] Refactoring with ADM[9]

3.2.1 요구사항 식별 

이  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비즈니스 요구의 식

별이다. 이 단계는 정교화 목 으로 하며, 시스템에서 요

구되는 변화를 한 기 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 특정 시스템의 동작을 제시한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은 정성  는 정량 으로 분석 하여 보다 구체

인 기능 는 추가 기능 요구 사항으로 분류된다. 

3.2.2 잠재적인 클라우드 호스팅 환경의 식별 

두 번째 단계로는 로젝트의 성격, 데이터의 기 성

과 요구 사항, 산 제약과 장기 조직의 목표에 따라 잠

재 인 클라우드 컴퓨  랫폼의 집합을 식별한다. 이

는 로젝트의 취지에 따라 특정 클라우드 제공 업체를 

결정하며, 기업의 장기 인 노력에 의해 결과에 향을 

끼친다.

3.2.3 잠재적인 클라우드 환경과 응용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분석

이 단계에서 기존 시스템은 잠재  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합성을 평가하기 해 분석된다. 이 작업은 기

존 시스템  타깃 랫폼 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한 변화를 식별하는 것에 목 이 있다. 를 들

어, 기존 시스템이 클라우드 서비스, 즉 PaaS에 용되지 

않는 임워크 나 특정 기술 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가 식별되는 경우, 이들을 사 에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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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잠재적인 아키텍처 솔루션의 식별 

이  단계에서 요구 식별  클라우드 컴퓨  랫폼

을 선택하면, 비즈니스 요구는 잠재  클라우드 환경의 

각각에 해 분석된다. 품질에 특성에 민감한 응용 로

그램, 를 들어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등의 구성 요소

를 식별한다. 제안된 해법은 품질 특성과 련하여 요

부분과 취약 을 분석한다. 연계 로그램의 경우에 따

라서는 하나의 솔루션이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충 분석을 수행하

여 가장 요한 요구 사항이 만족되는 최 의 솔루션을 

사용자가 선택한다. 

3.2.5 클라우드 특정 품질 속성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의 평가 

클라우드의 특정한 품질속성에 따라서 클라우드를 평

가하는 단계로 호스  랫폼에 의해 지원 될 필요가 제

공하는 서비스, 를 들어, SaaS와 같이 특정 기능에 

한 잠재 인 클라우드 랫폼에 해 분석을 한다. 

이러한 품질 요구 사항의 로는 멀티 테 시 

(multi-tenancy), 하이 리드 클라우드의 구성 요소의 분

산 배치, 호스  안 클라우드, 상호 운 성  로그래

 언어  임 워크에 한 지원 등 이 있다. 

3.2.6 제안된 솔루션 및 영향 요소에 대해 대상 

플랫폼의 평가

앞선 단계에서 선택된 솔루션과 랫폼에 해 수정

된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배포되는 방법을 

평가하기 해 제안된 변경 사항을 분석한다. 이는 제안 

된 해결책과 선택된 클라우드 환경 상충을 식별하는 매

우 요한 작업이다. 다른 아키텍처 평가 기법이 이 단계

를 지원하기 해 사용될 수 있다. 불일치한 경우에는, 

3.2.4 잠재 인 아키텍처 솔루션의 식별 단계와 3.2.5 클

라우드 특정 품질 속성에 한 클라우드 환경의 평가 단

계를 다시 수행한다.  

3.2.7 구현 

마지막 단계로 최종 활동 시스템 이  설계 솔루션 

상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하는 구  는 리팩토링을 목

으로 한다. 

[Fig. 6] Activities of migration process and 
generated artifacts[9] 

3.3 The CloudMIG 

The CloudMIG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기업 시스템을 

이 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여섯 단계의 차로 설명한다

[10]. 이 방안의 핵심 인 부분은 목표 아키텍처 모델 

심(model-driven) 세 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로세스 

 피드백 루 가 있어서, 아키텍처 수 에서 특정 클라

우드 환경의 특성과 탁 자원 효율성과 확장성을 하여 

정렬 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Fig. 7]은 참여 

모델을 포함하여 로세스화한 그림이다. 

Step 1 : 추출 - 소 트웨어 아키텍처의 재구성 방법

에 의해 추출된 기존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분석한다.

Step 2 : 선택 - 일반 인 속성클라우드 환경의 메타 

모델 제시한다.

Step 3 : 생성 -  타깃 아키텍처, 맵핑 모델  클라우

드 환경 제약, 타깃 아키텍처의 반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는 특성화 모델을 생성한다.

Step 4 : 응 - 리엔지니어링 작업이 안 되는 경우, 

특정 요구 사항을 수동으로 타깃 아키텍처를 

조정한다. 

Step 5 : 평가 - 평가 타깃 아키텍처의 정   동  

해석을 포함하여 앞선 (3),(4) 활동의 결과를 

평가한다. 

Step 6 : 변형 - 향상된 타깃 아키텍처를 생성하기 

해 목표 클라우드 환경으로 기업 시스템의 

수동 변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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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CloudMIG Overview[10]

The CloudMIG은 클라우드 컴퓨 의 매우 유연한 자

원 할당을 활성화를 목 으로 한다. 클라우드 컴퓨  기

반의 기존 소 트웨어 시스템을 실행하면 일반 으로 이

하는동안 범 한 재설계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The CloudMIG는 모델 기반 근 방안을 제시한다. 

SaaS의 공  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고 PaaS에서 자동 

확장  자원 효율 인 분배하고 IaaS를 기반 응용 로

그램에 한 기존의 엔터 라이즈 소 트웨어 시스템을 

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 효율적인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환

경 이전을 위한  제언  

4.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이전 시 고려 

요소

 본 논문은 신규 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  활용이 아

닌 기존 시스템의 이 을 연구하는 것으로 기존 시스템

이 있는 기 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  시 다음과 같

은 고려사항 있다[11]. 첫째, 기존시스템의 호환성 여부이

다. 기존 시스템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변경된 시스템 

간에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기업의 IT 리 요소가 늘어나고, 비용 인 부분에서도 

이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아  클라우드 환경을 가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본의 미쓰비시 자

동차사에서는 2010년 기존 자문서 교환 시스템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재해 발생 고 험성

과 백업 환경의 미흡한 을 보완하기 해 클라우드로 

이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EDI패키지 개발사에서 미

쓰비시자동사에서 결정한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지

원하지 않아, 이  로젝트를 잠정 단 했었다. 이후 클

라우드 컴퓨  제공사와 EDI패키지 제공사가 력하여 

클라우드와 호환이 되는 SaaS방식으로 제공하여 2011년 

미쓰비시 자동차사는 클라우드 로젝트를 재기하 다. 

이처럼 상용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하는지 확인해야하며, 없을 시 체 지원 가능한 시

스템을 고려하는 방안도 있다.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시

스템의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 에서 지원하는 환경으로 

변환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할 요소로는 데이터 보안수 을 

어느 수 으로 할지이다. 클라우드 환경은 과거 IT자산

을 기업내부나 기업에서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운 했던 

것과는 달리 외부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존보다 보안의 취약 과 험 리요소가 

높아진다. 이 로젝트를 고려할 때 기존 시스템의 

험 요도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클라우드 제공자의 보

안기능을 결정해야한다. 보안성이 높이 취 되는 경우, 

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비용측면을 고려해야한다. 기업들은 클라우

드 컴퓨 의 특징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것과 기존 

IT자산을 보유하던 비용보다 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에서 큰 장 을 느끼고 도입을 고려한다. 하지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을 한

다면, 오히려 사용하는 비용이 많아져 ROI를 계산하 을 

때 더 클 수가 있다. 한 기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은 어느 정도 동의하나, 두 번째 고려사항과 같은 기존시

스템의 호환성의 문제로 수정, 보완, 는 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클라우드 도입을 한 투자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5]. 

클라우드 자원 풀 구성 서버, 가상화 하이퍼바이  소

트웨어, 클라우드 리 SW 와 HW, 클라우드 구축 서

비스, 이미지 라이 러리 생성을 한 비용 혹은 변환 수

정 비용이다. 클라우드 컴퓨 으로 인한 비용 감 항목

으로는 하드웨어에서는 서버통합  가상화, 소 트웨어

는 라이선스 재사용, 일상 인 시스템 운  작업  로

비 닝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인력, 로세스 지연 

감소와 유연성 향상이 있다. 기도입비용과 ROI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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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Detail

Standardization

-Hardware: system, Network, Storage

-Software: Platform, Single solution that 

ensures interoperability

-Development environment : Single 

language-based, modular-based

-Data :Data Governance(Established a 

standard design, avoid generating duplicate 

the same data)

-MetaData

Technology 

Maturity

-Verify that proven technology.

-Check similar cases

Size of holding 

IT resources

-State of the Data Center 

-number of server, License

-number of customers

-the company based in the company's country

IT resource 

usage patterns.   


Data sensitivity
-Sensitivity classification: Secret/confidential, 

usually/no relationship 

Criticality

-High Criticality:24*7 system, May be 

suitable  if company is large

-Criticality : suitable 

-Less Criticality : Easily suitable 

시 3년 기 , 5년 기 으로 하여 비용회수 시 을 계산하

을 때 [Fig 8]과 같이 회수가 기간 내 가능하다면, 클라

우드 환경으로 이 을 고려한다. 

[Fig. 8] Accumulated Cost and Pay-back 
         Period[5]
 

클라우드컴퓨  용에 심이 있다고 본 매출 10억

불 이상의 기업의 경우 자체 내에 이미 데이터센터를 운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클라우드 환경 용 시 고려할 

요소를 제시하 다[12,13].

(1) 기술 성숙도

재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 검증된 기술인지 확인하는 것이 요하다. 특별히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에 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환할 경우 기술성숙도와 주변의 사례들을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보유 IT 자원의 크기

기업 내에 운 하는 데이터 센터 황  보유하는 서

버 수, 기업의 고객 수, 회사의 거  국가를 고려해야 한

다. 로벌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거

의 황과 서버종류와 서버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

에서 보유하고 있는 IT 자원이 크지 않다면, 사내에 클라

우드를 구축할 정도의 필요가 다고 단 할 수 있다.

(3) IT 자원 사용 패턴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사용자 수를 측정하여, 사용

되는 서비스의 최고치를 측정한다.

(Peak 지속 시간 / 정상치에 비해 Peak치 값 비교)

사용하는 시스템의 트랜잭션/데이터양을 측정한다.

사용하는 IT 자원의 패턴이 시  별로 차이가 크다면 

용 상에 포함할 수 있다.

(4) 데이터 민감도

상 시스템의 데이터 민감도를 구분하여 분류한다.

극비나 외비, 보통, 계없음으로 구분하여 데이터

의 민감도를 분류하며, 일반 으로는 민감도가 낮은 데

이터부터 순차 으로 용하도록 한다.

(5) 업무의 요도(Criticality)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여 용 상을 선정한다.

· Highly Critical – 고가용성이 요구 되는 핵심 업무

로 보통 24*7 서비스 지속성을 요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상으로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 Critical – 고객 리 시스템 등 기업의 주요 업무 시

스템으로서 회사 규모와 서비스 정도에 따라 단하

여 용 상을 결정한다.

· Less critical –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용되는 

이스로, 작은 규모의 트랜잭션 시스템이나 데이터 

마스터 등의 시스템으로 용 상이 된다.

<Table 3> Factor consideration by enterprise to 
migrate toward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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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요소항목을 고려, 결정 한 후 이행 방법으로는 

3가지 방안이 있다[12]. 

(1) 물리  통합 : 다수개의 시스템을 가상화 기반으로 

다수개의 시스템으로 1:1로 이행한다. 이 경우 시

스템 통합에 따른 효과는 으나 운 에 한 험

도 다고 할 수 있다.

(2) 논리  통합 : 다수개의 유사 기능을 가진 시스템

을 데이터 벨에서 통합한다. 이 경우 자원 활용

률을 높이고 소 트웨어 라이선스 비용도 감이 

가능하다.

(3) 운 시스템(OS) 환 : 유닉스 기반의 운 체제를 

리 스로 환한다.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나 

WAS 소 트웨어도 오  소소로 환하여 비용을 

감할 수 있다.

4.2 클라우드 이전 방안 확장 방안 : LCR 모델 

3장의 Remics Project, The CloudMIg, Muhammad 

Aufeef Chauhan의 로세스들의 공통부분을 정리하고 

이  사업 경험을 반 하여 LCR(existing  System to 

Cloud Computing Refresh model)이라 하고, [Fig. 9]와 

같이 로세스의 차의 수정과 보완을 제언한다. 수정

된 차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 방안들과 달리 직

인 코드 변환, 반 , 보완의 작업이 세부 으로 확장 되었

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에서 개발한 로그램이 클라우

드 환경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기존 패키지 개발사가 

없어지므로 서 고객, 소유자가 직  소스를 리하는 경

우 등 불가피하게 기존 로그램언어의 수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클라우드 환경의 이 이 가능한 경우를 해결하

기 해서이다. 앞선 방안들과 달리 소스 수정, 보완, 배

포의 과정을 세부기술을 추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 다. 

특히 이 과정은 다양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하

다. LCR 모델의 경우 가장 큰 장 이 제2세  언어인 

Cobol과 같은 자 로그램언어를 객체지향 로그램

언어, Java로 변환하여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지원이 가

능하도록 한다는 것에 있다. 아직까지 융권, 항공사, 일

본의 제조기업 등은 빠른 처리속도와 보안, 개발인력의 

부족으로 Cobol 로그램언어를 쓰고 있다. 이러한 환경

은 4.1의 고려요소를 정의하여 클라우드 환경 이 이 기

업에 이득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LCR 모델은 분석, 계획, 배포(이 )로 나 어진다. 앞

선 분석과 계획은 부분 동시에 이 지며, 분석 자료를 

토 로 계획 방안을 수립한다. 분석, 계획은 앞선 The 

CloudMIg의 Step1에서 3까지, Muhammad Aufeef 

Chauhan 연구의 3.2.1에서 3.2.3까지 과정의 수행과 거의 

동일하며, 실제 코드 변환이 이 지는 배포과정이 있다.  

[Fig. 9] LCR Process

Step 1 : 분석 단계 - 분석 단계에서는 로젝트 리 

 업인터뷰, 행시스템 정합성 결과, 향도 분석결

과, 기업의 비즈니스별로 요도를 부여한 이  요소 분

석을 하게 된다. 

분석 을 소 트웨어 , 하드웨어 , 서비스

, 데이터  4개로 나 어 볼 수 있다. 소 트웨어 

으로는 업무별 로그램 황 분석, 아키텍처 분석, 

로그램언어 변경 난이도, S/W 스택 분석이 있으며, 하

드웨어 으로는 체 아키텍처 분석, 클라우드 서비

스의 랫폼과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 에 의해 성능 차

이가 발생할 포인트 분석, 주변 기기와 호환성 분석, 

ARRAY, LIBRARY, 기타 주변장치와 연결 , 드라이버 

 카드 지원 확인 등이 있다. 서비스 으로는 비즈니

스 연 도, 이행 시 서비스의 안정성, 데이터 이  시 바

이 리 환 확인, 소스 변경에 따른 서비스간의 향도 

악이 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으로는 바이 리 

이 , 디 터리 표 화계정(UID, GID), 계정별 리소스 

일 데이터, binary file, 데이터 무결성,  소스동결화 기간

(Source freezing)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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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계획 단계 - 이  이행 방안으로는 진  방

안 (Phased Method)과 일  방안(Big-Bang Method) 

이 있다. 진  방안은 기존 기존시스템의  환경을 유지

하고 클라우드 컴퓨 의 시스템 구성  테스트에 따라 

순차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 성  원복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시스템과 변경시스템의 병행 

운 함으로써 일  방안에 비 업무 부하  장기간

의 이  기간 소요되는 단 이 있다. 이 리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로그램 소스, 네트워크가 

있다. Web 련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데이

터베이스와 애 리 이션의 이  향도를 감안하여 방

법 결정 필요하다. 일  방안은 업무 단 로 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가져야 되고 시간문제 해결

방안  업무 련 사항을 사  검증 실시 후 진행 필요

하다. 업무테스트, 내부/외부 인터페이스 테스트 련 충

분한 테스트  검증이 필요하지만 진  방안 비 단

기간 내 이  가능한 장 을 지니고 있다. 자료이   

내부/외부 인터페이스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안정 이다. 

Step 3 : 배포 - 결정된 이행방안에 따라 순차 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변경해야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 가능한 시스템인 경우는 이미징이 방안으로 테스

트 단계로 바로 진행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소스코드, 로그램언어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차 로그램언어 를 들어 Cobol을 쓰

고 있는 기존 환경이라면, 클라우드 환경이 가능한 Java

언어로 변경 후 이 을 해야만 한다. 이때 언어의 아키텍

처가 다르므로, 변경되는 로그램 언어의 속성을 반

한 변경이 필수 이다. 

[Fig. 10] LCR - Analysis and Plan 

 

[Fig. 11] LCR  - Release 

4.3 절차프로그램언어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

전 방안

[Fig. 12] Existing System to Modernization 
Architecture Platform

차언어와 객체지향언어는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1:1변환은 불가하다. 따라서  [Fig. 12] 와 같이 데이터 부

분, 차부분을 나 어서 해당하는 부분에 구조  변환

이 필요하다. 한 클라우드 컴퓨 에서 효과 인 비즈

니스 처리를 해 임워크를 용하여 변환하 다. 

변경된 시스템은 고객이 선택하는 임워크에 따라 구

조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Java 임워크에

서 보편 인 Spring 임워크로 결정하 다.

4.3.1 프로그램 구조 - [Fig. 13]의 ⑥,⑦ ⑩

Cobol 소스 Procedure Division부의 일련의 트랜잭션 

처리는 임워크의 기 에 따라 처리한다. Cobol 로

그램에서 Section과 Paragraph를 Java의 메서드로 구

한다. Cobol  로그램에서 Call 문을 사용하여 호출하는 

서 로그램은 Java와 같은 클래스 단 로 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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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al language

(Cobol)

Object-oriented language

(Java)

Identification Division

Environment Division

Switch to the comments of the 

Java main

Data Division 

– Variable declaration section 

of File section’s FD

- read,   write 

- VO of File Class

Working storage section – 

Variable declaration section

– Copybook

- Local variables

- Copybook > Data class(VO)

Procedure division

- Section, paragraph

Section : method

Paragraph : perform, 

Switching the method 

(method) of using the GO TO

DB logic operation part 

(SQL) 

DB Access Class(DAO)

(SQL statements are separated 

into XML portions according 

to the target environment.)

Table Copybook 
Data Class(VO) of DB Access  

Class (DAO)

Sub program
Common Java class files (Sub, 

Util, etc)

<Table 3> Basic conversion pattern 

[Fig. 13] Cobol  to Java – Source Code 
           Architecture Platform

4.3.2 변수 - [Fig. 13]의 ②

Cobol  변수는 모든 로그램에서 공통의 역 변수가 

되지만, Java로 다시 작성할 때는, 함수 매개 변수, 함수 

내 지역 변수, 인스턴스 변수, static 변수, static 상수  

하나로 환한다.

4.3.3 비즈니스 논리 - [Fig. 13]의 ⑦

Cobol  소스 PROCEDURE DIVISION 은 순차 처리 ,

분기 처리, 반복으로 구성되지만, Java에서는 이 순차 처

리, 분기 처리 ,반복의 논리를 언어 명령 수 에서 환한다.

4.3.4 데이터 구조 - [Fig. 13]의 ①,②,④

구조체( 코드) 항목을 VO Class 로 환한다. 벨 1

을 기 으로 VO Class로 환한다. Cobol 에서 기본 항

목으로 기 값이 정의되어있는 경우 변수 선언부에 

기 값을 정의한다. SAM File 의 Read/Write 변수는 

Framework 에 따라 XML 이나 VO Class 로 환한다.

4.3.5 데이터 형식 - [Fig. 13]의 ②,④

Cobol 의 PIC 형식은 Java의 클래스 (Integer, Long , 

BigDecimal, String 등)로 체한다.

4.3.6 쿼리 - [Fig. 13]의 ⑨

변경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문법에 맞게 환한

다. 소스 속의 쿼리 문장은 그룹화하거나 별도의 DAO 

Class 는 XML 일로 환한다. 변경된 시스템의 테

이블, 필드 명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자동 환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 체계

으로 이 하기 해 클라우드 이  고려사항과 방안에 

해 반 으로 검토하고, 각 방안의 단계별 특징, 로

세스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  방안에 보완

될 부분을 집 으로 보완하여 제시하 다. 제언한 

LCR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방안들이 쓰이는 단

계의 용어는 상이하나, 수행하는 과정은 유사한 분석, 계

획단계는 동일하게 수행 되고, 배포 즉 기존 방안에서 미

흡한 클라우드 환경이 지원되지 않는 로그램언어에 

한 처방안으로 배포 단계를 상세 제시하 다. 이로써 

지원되지 않는 시스템을 직  로그램언어를 수정하므

로 써 기존의 시스템이 클라우드 환경에 지원 가능한 범

를 확장 가능하게 하 다. 특히 이 과정은 개발한지 오

래되었거나 특별한 이유로 Cobol과 같은 차  언어를 

쓰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 Java와 언어로 바꾸어 용 가능하여 효

과 이다. 소스 로그램언어를 직  변환시의 단 으로 

이 에 한 비용, 시간 소요되므로, 이 의 효율성을 확

보하기 해서 방법론과 방법론을 용한 이  솔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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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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