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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기업들은 많은 업무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축해 왔다. 그러
나 급속한 IT의 발전으로 각 업무들이 각기 다른 시스템 환경으로 구축되어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되어지고 있
는 현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IT유지보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시스템 통합 또는 다운사이징 마이그
레이션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마이그레이션을 수작업으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 하거나 일부 변
경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마이그레이션 또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환경 구성 
요소 중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재활용 및 자동화 도구 활용 방안
을 제시한다.

주제어 :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도구, 마이그레이션 도구, 현행시스템, 재활용, 변환

Abstract  In present company has been developed various systems for work efficiently and organized. However, 
each work developed Systems Environment differently by rapid IT advancement; it requires a lot of maintenance 
cost. Recently many companies need to do systems integration or downsizing migration to save costs for IT 
maintenance, but most of companies are now develop migration with built new systems by manual work or 
modify some part only. Also migration requires high cost. In this paper, by focusing in application on the 
environment of the system components, propose the recycling and utilization of automation tools, application 
method to reduce the migra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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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기술이 속도로 발 하면서 기업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따라서 로벌 공 자의 경쟁도 날로 뜨거

워지고 있는 양상이다. 하드웨어, 소 트웨어, 데이터베

이스 그리고 웹 애 리 이션 서버의 변화는 매우 빠르

게 진화되고 있다.

빠른 발 과 비례하여 IT 계자들은 매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비즈니스 선진화와 비용 감"이라는 2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IT경

기 침체와 IT투자에 한 낮은 효율성에 해 경 진은 

IT투자에 한 철 한 억제책과 아울러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은 산으로 응하는 략을 수립함으로 "정

보책임자"는 은 비용으로 비즈니스 선진화 략을 세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2 마리 토끼를 잡기 한 략을 "마이그 이

션 자동화도구를 활용하여 행시스템을 재활용"하는 

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행시스템(특히 애 리 이션 시스템)은 새

로운 기술이라는 명분아래 완  제거되고 새롭게 개발하

는 방법(빅뱅 방식)을 기업들은 선택함으로 많은 IT 산 

낭비를 래하 다. 이제 행시스템을 최 한 활용하여 

기존 로세스를 유지하고 보완함으로 비용 감, 개발기

간 단축 그리고 신규시스템에 한 험을 최 한 낮추

는 략에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1].

본 논문에서는 애 리 이션 시스템을 심으로, 2장

에서는 마이그 이션의 정의와 황을 살펴본다. 3장에

서는 마이그 이션 자동화 도구 활용에 한 효과를 정

리하고, 4장에서 자동화 도구의 활용을 통한 분석  변

환에 한 마이그 이션 로세스를 제시한다.

2. 마이그레이션의 정의와 현황

2.1 마이그레이션 정의

마이그 이션의 이슈는 로벌 IT기업들의 생존 략

과도 맞물려 있다. 소 트웨어 재활용 략으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기반의[2] Java

임워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기존 거시 시스

템을 Java, C#과 같은 e-비즈니스 환경으로 환하는 방

식과 오 시스템환경에서 그린IT를 추구하는 메인

임 환경으로 역 환하는 방법이 모색되어 있다.

정보 기술에서 마이그 이션이란, 매우 범  하여 

의 으로는 하드웨어에서 네트워크, 소 트웨어  분

야에 걸쳐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방법에서 작게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애 리 이션 시스템만 새로운 환경

으로 이  혹은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시스템(하드웨어, 소 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을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고비용, 효율을 해소하기 

해 시스템을 마이그 이션 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

는 공 자간에 자사의 제품 확 를 해 백(Winback) 

략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2.2 마이그레이션 현황

2000년  이  기업들은 IT 산 가운데 반 가까운 

40%가량을 하드웨어 부분에 집 하 다[3]. 그러나 최근 

IT투자 비 낮은 효율성과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다양

한 시스템 환경에 구축되어 있는 업무들을, IT유지보수 

비용 감 차원에서 시스템 통합이나 다운사이징,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는 업무들을 통합하거나, 다운사이

징 하기 해서는 통합  다운사이징 시스템 환경(목표 

시스템)으로[4] 마이그 이션이 필요한데, 재 부분의 

기업들은 마이그 이션을 수작업으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빅뱅 방식)  변경 작업을 진행하여 마이그 이션

을 진행하는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있는 황

이다.

2.3 마이그레이션 방법

마이그 이션의 상을 5가지(Application, Language, 

Middleware, OS, Hardware)로 나  수 있다. 표 <Table 

1>을 보면, Application의 경우 행시스템이 복잡하게 

구 되어 있거나 오래된 경우 마이그 이션 상이 될 

수 있다. Language,  Middleware, OS의 경우 오래 에 

구축되어 있을수록 기술자들이 부족하여 마이그 이션 

상이 될수 있다. Hardware의 경우 벤더사들의 방침에 

따라 마이그 이션 상이 될수 있다.

마르미-RE는 재공학의 요성에 기반을 두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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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학 방법의 문제 을 해결하며, 규모 거시 시스

템을 컴포 트 기반 시스템으로의 체계 인 변환과 통합

을 수행하기 한 로세스와 기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마르미-RE는 서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제 모델

(AS-IS)을 목표 시스템(TO-BE)으로 변환하기 한 아

키텍처 기반의 재공학 방법론이다. 한 기존의 방법론

과 같이 순차 이거나 동기화된 개 로세스가 아니라, 

병렬 이고 선택 으로 재공학 로세스를 맞춤 구성할 

수 있는 아키텍처 기반 개발 로세스를 제공한다[5].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1.11 ~ 2003.10월 까지 재사용

에 한 연구를 개발하여 발표한 마르미-RE(v1.0)의 

차와 기법 등을 2003년 이후  곧 연구  용을 거친 

RE-Method(2.0) 기법을 기 로 하여[6], 소 트웨어 리

엔지니어링 기법을 기반으로 필자의 회사에서 구축한 자

동화 도구를 활용한 마이그 이션 방법으로 정리한다.

<Table 1> Migration target system-specific reasons
Migration target Pay Reason

Application Maintenance cost
Complicated

Deterioration

Language Maintenance cost Technician lack

Middleware
Maintenance cost

Usage fee
Technician lack

OS
Usage fee

Operating expense
Technician lack

Hardware
Usage fee

Repair fare
Vendor-dependent

마이그 이션은 략 으로 3가지로 나  수 있다. 먼

, Advanced Legacy Platform, 둘째, Advanced 

Re-Hosting Platform, 셋째, Re-Architecture Platform 

략이다. 마이그 이션은 Cost Saving, Investment 

Protection, Flexibility, High Performance, Low Risk, 

Pathway to New Technologies 6가지의 목 에 맞게 마

이그 이션 략을 선택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그

이션 략  Re-Architecture Platform 략을 심으

로, 가장 이상 인 략이지만 비용  험 부담이 큰 

측면을 재활용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 이고 안

정 인 마이그 이션 방법을 제시한다.

애 리 이션의 경우 아래 그림 [Fig. 1]을 보면, 애

리 이션의 마이그 이션 기술을 6가지로 나  수 있다

[7].

1) Re-face

• 사용자 는 인터페이스 보안

• 용 기간 : 2 ～ 3개월

• 로세스 변경 없음

• 난이도 

2) Re-place

• 비즈니스 는 로세스 변환 없이 일부 보완

• 용기간 : 4 ～ 8개월

• 로세스 변경 없음

• 난이도 

3) Re-hosting(HW)

• 에뮬 이터를 통한 시스템 수평 이동

• 용기간 : 4 ~ 8개월

• 로세스 변경 없음

• 난이도 

4) Re-hosting(SW)

• Middleware를 통한 애 리 이션 통합

• 용기간 : 4 ～ 8개월

• 로세스 일부 변경

• 난이도 

5) Re-architect

• 새로운 기술 도입, 행시스템 보완

• 용기간 : 9 ～ 12개월

• 로세스 폭 변경

• 난이도 中

6) Re-engineering

• 조직 환경, 랫폼 체 재구축

• 용기간 : 16 ～ 24개월

• 로세스 완  재구축

• 난이도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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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gration of Applications Technology 
Category

3. 자동화 도구 효과

자동화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수작업 시 정성 , 정

량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먼  정성  효과로는, 수작

업으로 행 애 리 이션의 황을 정확히 악하는 것

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 수작업으로 황을 악하는

데 소모되는 인 , 시간  손길은 수치로 환산하기 불가

능하다. 자동화 도구는 체계 인 리와 애 리 이션 

간의 연 성을 분석하여 황을 악하고, 리하여 실

시간  정확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공 한다. 나아가 분

석한 데이터를 메타화 시켜 비즈니스 룰을 리, 통합, 표

화하는데 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메타 데이

터들은 차후 마이그 이션시 재활용이 가능하다.

애 리 이션 즉, 비즈니스 로직을 재활용함으로써 기

존 업무의 로세스를 계승하며, 마이그 이션 이후 업

무 로직 변경에 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지보수 비용 

감으로 수익성의 증 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수작업 비 20~30% 유지보수 향상효과를 얻을 

수 있다[7]. 

다음으로 정량  효과는 문제  추   해결, 생산성 

효과, 문서 작업, 비즈니스 룰  재사용/개발 참조 리, 

시스템 합성 악, 시스템 분석 6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1) 문제  추   해결 - 시스템 문제  발생 혹은 

방하기 해 문제  항목을 심으로 문제 을 역 추

( 향분석)하여 해결하는 작업.

- 제 조건 : 월 단 , 문제 발생 30회

- 수작업 : 하나의 문제  해결 평균 5시간 소요

- 자동화 : 하나의 문제  해결 평균 20분 소요

- 기  수치 : 수작업 비 자동화 1,500% 효과

2) 생산성 효과 - 차세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보

수를 하는 작업.

- 제 조건 : 월 단 , 개발 100건

- 수작업 : 하나의 로그램 개발 건당 4시간 소요

- 자동화 : 하나의 로그램 개발 건당 30분 소요

- 기  수치 : 수작업 비 자동화 800% 효과

3) 문서 작업 - 수정  완료 시 에서 문서를 보 하

기 한 출력 작업에 필요한 문서 비용  작업시간.

- 제 조건 : 10종의 문서

- 수작업 : 하나의 문서 출력 시 30분 소요, 10회 수행

- 자동화 : 하나의 문서 출력 시 30분 소요, 1회 수행

- 기  수치 : 수작업 비 자동화 1,000% 효과

4) 비즈니스 룰  재사용/개발 참조 리 - 유지보수 

 차세 시스템을 비하기 해 행시스템의 애 리

이션에서 동일한 혹은 재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룰을 

추출하고 이를 참조 혹은 변환하는 기능.

- 제 조건 : 애 리 이션 재사용율 50%, 로그램 

본수 5,000본

- 수작업 : 룰 추출  정리 시간 30MM 소요

- 자동화 : 룰 추출  정리 시간 2.1MM 소요

- 기  수치 : 수작업 비 자동화 1,000% 효과

5) 시스템 합성 악 - 시스템 황을 악하기 

한 작업으로 황, 락, 복, 미사용 등의 합성을 

악하는 기능.

- 제 조건 : 5,000본 기

- 수작업 : 1본당 1시간 소요, 7MM 소요

- 자동화 : 1본당 10분 소요, 1.1MM 소요

- 기  수치 : 수작업 비 자동화 700% 효과

6) 시스템 분석 - 시스템의 황분석과 험도, 복잡

도, 빈번도, 소 트웨어 건강지수, 가독성 등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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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얻고자하는 시스템의 분석정보를 메타데이타

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기능.

- 제 조건 : 5,000본 기

- 수작업 : 1본당 30분 소요, 3.4MM 소요

- 자동화 : 1본당 5분 소요, 0.4MM 소요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수치 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기계와 수작업 처리의 엄청난 차이를 수치화 한 것으로 

무의미 할 수도 있고, 최근 기업마다 기업만의 임워

크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해 행 애 리 이션들이 

정형화 되지 못한 이 있으나, 체 으로 비교한 결과 

개발 생선성 2.3배, 분석 공수 50%감소, 문서 작업 10%감

소, 변경 리  향도분석 30% 감, 가독성 50%단축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단지, 수작업 처리는 정교하지 못하나 다양한 시각으

로 시스템을 확인 할 수 있고, 자동화 도구는 정규화된 

애 리 이션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기술의 최종 인 단은 결국 사람이 결정할 일이다. 자

동화 도구는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이 정확

한 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화 도구에 사람의 경험  행 애 리 이

션의 다양한 이스를 메타화 시켜 메타 지토리를 

만든다면, 사람이 최종 으로 단해야 하는 많은 부분

을 자동화 도구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자동화 도구 활용

행 애 리 이션을 재활용하여 마이그 이션하기 

해서는 행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계를 구

조 으로 정리한 체계와 이러한 체계를 근거해서 목표 

시스템을 확립하여, 목표 시스템을 체계 으로 리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시키게 할 수 있는 로세스가 확

립되어야 한다. 성공 인 마이그 이션을 해서는 우선 

행 시스템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목표 시스템 환경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설계에 맞게 애 리 이션을 변환하며, 이

행된 애 리 이션에 한 테스트 과정까지 체계 이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표 시스템에 한 애 리 이션 설계에 필

요한 정확한 분석 자료와 변환의 정확하고 효율 인 진

행을 해 자동화 도구의 활용이 필수 인 것이다.

재 마이그 이션에 자동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분석과 변환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될 자동

화 도구에 활용에 한 내용들은 애 리 이션(비즈니스 

로직 측면)으로 을 좁히고, 필자가 최근 진행한 자동

화 도구를 이용한 행시스템의 애 리 이션 마이그

이션인 RPG to Java 로젝트에 한 사항을 시를 제

시할 것이다.

4.1 현행시스템(AS-IS) 분석

마이그 이션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분석 단계일 것이다. 고객의 행 애 리 이션이 어떤 

연 계를 갖고 있는지와 변환 상 비즈니스 로직을 

추출하고 메타화 시키는 것이 마이그 이션의 핵심이다. 

메타데이터는 정보자원을 리하거나 쉽게 검색이 가능

하도록 만든 것이며, 내용을 설명하고, 내용정보를 구성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의미의 메타데이터는 자원을 

설명하는데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하기도 한다[8]. 자동화도구를 통해 연 계를 분석 후 

행 애 리 이션의 자원 락이나 복을 악하여 정

리고, 자동으로 문서를 제공함으로 차후, 지속 이고 정

확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Fig. 2] Analysis of the current application 
process

한, 행 애 리 이션을 재활용하여 자동화 도구를 

통한 변환을 해서는, 분석 단계에서 변환 상 팩터들

을 찾고, 이스 별로 나  후 메타화 시킨다. 메타화된 

변환 팩터들은 메타 지토리를 통해 자동으로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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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며, 설계 단계의 요한 기  자료가 된다.

[Fig. 3] Analysis of the current applications 
using automated tools in data report

행 애 리 이션을 자동화 도구를 통해 분석하기 

해서는 자동화 도구에 분석 상에 한 Parser를 

행 애 리 이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구축해놔야 

한다.

를 들어, RPG라는 로그램에서 Java로 마이그

이션 할시, RPG에는 수많은 RPG Statement들이 각각 

이스 별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컬럼에 

따라 문법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자동화 도구는 RPG 

로그램에 한 Lexical, Semantic Parsing[9] 로세스를 

통하여 분석 Parser를 구축해야하며, 설계 단계에서 RPG 

Statement의 이스별로 구축된 비즈니스 로직을 재활

용하여 설계하기 해 Java로 변환시 비즈니스 로직을 

맵핑 시킬수 있도록 메타 지토리를 생성하고,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을 통해 작성된 설계를 바탕으로 메타 

지토리를 활용하여 자동화 도구에서 변환 할 수 있

도록 맵핑룰 테이블과 변환 Parser를 설계  구축해야

한다.

4.2 목적시스템(TO-BE) 설계

애 리 이션 변환은 단순히 변환 기술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애 리 이션들의 특성에 맞도록 새로운 

GUI 기능, 계형 DB지원 그리고 원래의 비즈니스 로직

을 목표 시스템의 로그램에 가장 합하도록 분류하여 

설계하는 것이 요하다.

[Fig. 4] AS / 400 to .NET System designed for 
example

[Fig. 5] AS / 400 to Java System designed for 
example

최근 기업들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림[Fig 4], 

[Fig 5]와 같이 컴포 트 기반 방법론(Component based 

Development)을 도입하여 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지

배 인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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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lient-Server) 기반의 거시(Legacy System) 시

스템과 웹이 활성화 되면서 웹 기반의 시스템과 유연하

게 통합시키고 근래에 이슈화 되고 있는 서비스 지향

(Service Oriented System) 인 시스템 구축하기 해 

자체 인 컴포 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들은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방법론을 도입하

여 기존의 컴포 트들을 재사용(Reusable)하여 사용함으

로 비용 감과 동시에 빠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

을 가져왔다. 한 기존 행 애 리 이션의 Non-

임워크 기반에서 오  소스 임워크나 이를 커스터

마이징하여 자사에 맞게 임워크를 개발하여 용하

는 경우가 많다[10].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용하려는 

임워크와 재사용하려는 애 리 이션(비즈니스 로

직)과의 연동부분에 한 사  검토가 필요하다.

목  시스템에 한 선택과 시스템 인 설계가 끝나

면 시스템 설계에 맞추어 자동화 도구를 사용할 범 를 

지정해야한다.

[Fig. 6] Utilizing automated tools for the AS / 400 
to Java range Configuration Example

그림[Fig. 6]에서 T는 자동화 도구 사용 범 를 표시

한 것이고, M은 수작업 범 를 표시한 것이다. 자동화 도

구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로직을 100% 설계에 맞게 변환

이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자동화 도

구에서 틀을 잡아주고, 일부분을 수작업으로 진행 한다

면, 마이그 이션 비용은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 설계  자동화 도구 지원 범  지정이 

끝났다면,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비즈니스 로직을 재활

용하여 변환하기 해 비즈니스 객체 구성, 호출 계, 명

령 규칙 등에 한 구성  정의가 필요하다[4].

명령 규칙의 경우 패키지, 로그램, 메서드 등의 명명

에 한 규칙을 정의하고 자동화 도구에 반 하여, 변환

시 명명 규칙에 따라 비즈니스 로직이 생성되게 한다.

Framework에서는 비즈니스를 구 하기 해 객체가 

정의된다. 그림[Fig. 7]과 같이 크게 Controller Object와 

Service Object, Data Access Object(DAO), Utility 

Object로 나  수 있다.

[Fig. 7] Example) Business object definitions 
designed for the AS / 400 to Java

 

[Fig. 8] Example) explanation of object for the 
for the AS / 400 to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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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Object는 비즈니스 로세스를 처리하는 

Interface노출 단 로 비즈니스 로세스를 구 하는 책

임을 담당하는 객체이고, 하나이상의 DAO object와 서

비스들의 상호작용을 담당한다. UI 요청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Servlet Dispatcher가 RequestMappingAnotation

을 통해 분기되어 호출된다. Service Object는 서비스로

서 Interface노출 단 로 비즈니스 로세스의 일부를 서

비스로서 그룹핑해서 제공하는 단 로, 하나 이상의 

DAO object와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객체이다. 외부에서 

직 으로 호출할 수 없으며 Controller object에서 퍼

런스로 호출된다. DAO는 비즈니스 Logic처리 단 로 비

즈니스 정보를 구 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객체이며, 비

즈니스 정보를 DB에 장, 수정, 삭제, 조회하는 작업을 

처리한다. 외부에서 직 으로 호출 할 수 없고 Service 

object에서 퍼런스로 호출된다. Utility Object는 공통

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처리하는 단 로 다수의 

Controller Object  DAO에 의하여 공통 으로 사용되

는 기능을 구 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객체이다. 객체 간 

호출은 UI부터 시작하며 Controller object, Service 

object, DAO object의 흐름으로 호출된다.

[Fig. 9] Example) Business logic component 
diagram of AS / 400 to Java

RPG에서 Java로 변환할 때, 비즈니스 로직이 간단히 

1:1 구조로 맵핑되어 변환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RPG에서 지원하던 시스템 함수 같은 요소들이 

Java로 오면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은 상세한 설계가 필

요하며, 분석 단계에서 생성된 메타 지토리와 연동

하여 매핑 테이블  변환 Parser를 구축해야 한다[11]. 

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로직을 재활용 

 변환할 수 없는 경우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작업과 동

시에 수작업 가이드를 설계해야 한다.

[Fig. 10] Automation tools for AS / 400 to Java 
mapping table

그림[Fig. 10]는 재 필자의 회사에서 구 한 자동화 

도구의 매핑 테이블 구성  변환 Parser를 구축하여 변

환 메타 지토리를 구성하는 화면이다. RPG의 비즈

니스 로직 련 Statement를 Java로 어떻게 구 할지 

필자의 회사에서 개발한 ABL(Auto Build Language)언

어를 이용하여 Parser를 구축하고 매칭 테이블에 장

할 수 있게 하 다. ABL언어는 기업들의 임워크 

 설계에 따라 유동성 있게 변환이 가능하게 해주는 언

어이다.

4.3 변환

일반 으로 애 리 이션 변환은 UI,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로 나  수 있다. 국내에 UI, 데이터에 한 자동

화 도구를 이용한 애 리 이션 변환 사례는 많이 존재 

한다. 하지만 비즈니스 로직에 한 자동화 도구를 활용

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장에서는 필자의 회사에서 개

발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로젝트에서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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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로직 변환 로세스를 으로 연구 자료를 제시

한다.

비즈니스 로직 변환은 우선 애 리 이션에서 비즈

니스 로직 부분을 추출하여 설계단계에서 생성된 메타 

지토리(변환 맵핑 테이블)와 변환 Parser(일반

인 컴 일 분석기법인 2단계를 응용)를 이용하여 변환

한다.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비즈니스 로직 변환은 일반

으로 1차 자동변환, 2차 수작업으로 나눠 수행한다. 수작

업은 앞에 설계 단계에서 작성한 수작업 가이드를 바탕

으로 변경 작업이 진행된다. 로그램분석, 험도 분석, 

표 화 분석, 향도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Meta Data

를 바탕으로 자동화 도구의 Parsing Engine을 통해 아래 

그림[Fig. 11]와 같은 차에 의해 마이그 이션이 용

된다.

[Fig. 11] Business logic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automation tools

자동화 도구를 통해 컴 일러 기법을 활용한 Parsing

차를 거쳐 쉽게 분석이 가능하도록 RPG소스코드를 메

타자료로 생성하는 작업을 거친 후 자동화 도구를 이용

한 Conversion을 통해 TO-BE Source를 임워크에 

맞게 Java소스로 변환 한다. 비즈니스 로직은 1차 변환 

완료 후 컴 일 테스트 단계를 거쳐, 단  테스트  통

합 테스트 단계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정리하고 2차로 변

환 작업을 그럼[Fig. 12]와 같이 반복하게 된다. 2차 변환 

작업은 단  테스트  통합 테스트에서 발생되는 오류

를 룰화 시켜 일 으로 변환한다. 추가 오류에 한 변

경을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 을 경우 일  변경하기 때

문에 수작업 보다 속도가 증가되고, 변경 후 오류가 발생 

시 오류를 룰화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는 공통 으

로 발생하는 오류임으로, 메타 지토리를 수정 후 다

시 변환 단계를 거치면 일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

작업으로 수정 후 발생되는 오류는 불특정 할 수밖에 없

다. 한 단 /통합 테스트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수작업

으로 변경 시 수 검증을 필수로 하고 Eye Checking하

기 때문에 속도, 정확도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지만 자동

화 도구를 이용하여 처리 시 먼 , 오류 발생에 한 근

원을 분석  설계단계에서 생성된 메타 지토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악할 수 있다. 한 오류

에 한 변환 가이드를 룰화 시켜 일  변경하기 때문에 

용 속도가 빠르며, 추가 오류에 한 용  변경은 

일 되기 때문에 수 검사가 불필요 하다. 한 잘못 변

경 시 원복에 한 방침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

문에 효율 이다.

[Fig. 12] Secondary conversion process of 
           automation tools

그림 [Fig. 13]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한 본의 RPG

소스를 Java로 Conversion하는 로세스 창이다. 버튼 

한 번의 클릭으로 Conversion 단계를 거치면 그림[Fig. 

14]와 같이 RPG소소와 변환된 Java소스의 비교를 통해 

1차원 인(Eye Checking) 변환 검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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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nversion process automation tool 
screen

[Fig. 14] Comparing the converted source of 
automated tools screen

5. 결론

기업의 IT유지보수 비용을 이기 해 진행되는 마

이그 이션에 해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마이그 이션 

방법을 제시하 다. 필자의 경험으로 2000년 반 국내

에서는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마이그 이션을 하는 방

법에 해 아직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 되지 못하 다. 그

러나 최근 들어 마이그 이션에 한 비용 감과 자동

화 도구를 활용한 마이그 이션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

에서는 제안서부터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마이그 이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IT기술이 변하는 시 에 애 리 이션 마이그 이

션에 한 기술은 재사용을 통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

여 비용 고효율을 이루어 내야 한다. 애 리 이션의 

모든 부분을 재활용  자동화 도구를 활용할 수는 없지

만, 지속 으로 문가들의 노하우  이스들을 룰화 

시켜 메타 지토리를 쌓아간다면(Knowledge 

database) 재활용  자동화 도구의 활용 범 가 높아지

며, 효율 인 마이그 이션과 기술이 발 할 것이다.

필자는 몇 차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재활용 는 

새롭게 개발하는 빅뱅방식의 마이그 이션을 경험하고, 

그 효율성을 경험  검증하 다. 앞으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마이그 이션 방법론이 좀 더 발 되고, 화  

됨으로써 그로인해 효율 , 인정 인 애 리 이션 마이

그 이션으로 발 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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