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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공학은 동일한 도메인에 포함된 제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개발하여, 계획된 제품들에 자산을 재사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품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제품라인의 자산을 개발하는 방법 중 추출식 접근법은 기존에 주로
연구되던 선행식 접근법과 달리,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자산 개발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접근법으로 제안되었다. 추출식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거시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산을 개발함으로써 자산 개발 시간을 줄여야 한
다. 하지만 제품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레거시 시스템은 설계자가 자신의 고려사항에 따라 하나의 컴포넌트
에 여러 기능을 혼합하여 구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계 및 코드를 이해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명확
히 분리하여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추출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제품라인 자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레
거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산 후보의 파악 및 분리를 돕는 방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1) 시스템 구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첫 번째
프로세스는 컴포넌트 타입을 정의하고, 레거시 시스템에서 정의된 컴포넌트 타입의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탐색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탐색된 레거시 컴포넌트를 통하여 레거시 시스템에서 각 컴포넌트가 갖는 역할
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두 번째 프로
세스에서는 컴포넌트 타입을 기반으로 응집도가 높은 컴포넌트를 분석하여 분리해내는 재공학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나의 구체적인 컴포넌트 타입의 탐색 방법 및 재공학 방법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키워드 : 소프트웨어 제품 라인 공학, 추출식 접근법, 컴포넌트 타입

Abstract Software product line engineering is a paradigm that helps organizations develop
software systems from reusable assets rather than from scratch. It can improve both software quality
and software productivity. The extractive approach to software product line engineering is an
emerging approach that capitalizes on legacy systems when developing reusable assets. With the
extractive approach, organizations can reduce time and costs required to initiate a product line,
compared to the proactive approach. For the success of the extractive approach, it is import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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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asset development time by analyzing legacy systems and extracting reusable assets from
them. However, as developers who have developed these systems often combined many functions in
one componen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separate reusable asset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paper suggests an approach that contains processes and tactics
for analyzing legacy systems and extracting reusable assets from them. This approach consists of two
major processes: 1) To analyze the legacy system structure, the first process includes steps that
define “component type” which can be used to automatically identify legacy components of the defined
component type. From the identified legacy components, the analyst can understand the role of each
component in the legacy system. 2) To separate reusable assets from the legacy system, the second
process includes steps that help analyst evaluate cohesiveness of candidate components based on the
component type.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approach, we defined one component
type, a component identification method, and a separation method, and developed a tool that supports
the method.
Key words : Software product line engineering, Extractive approach to software product line
engineering, Component type

1. 서 론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공학은 유사한 기능이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제품군을 고려해서 자산(Asset)을 개발하
고, 개발된 자산으로부터 개별 제품을 개발하는 재사용
방법이다[1,2].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제품라인의 자산 개
발에 필요한 초기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

스템의 개발자가 컴포넌트를 개발할 때 각 컴포넌트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생성했는지 정확히 파악 하
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컴포넌트
타입에 기반한 자산 컴포넌트 탐색 방법을 제안한다. 컴
포넌트 타입이란 여러 도메인과 아키텍처에 걸쳐 많은
구현자가 공통적으로 설계하고, 다른 컴포넌트와 명확한

로 추출식 접근법(Extractive Approach)이 제안되었는

차이점을 가지는 컴포넌트 종류이다. 본 방법은 컴포넌

데, 이는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으로부터 자산

트 타입을 역할에 기반하여 정의하고 자동 탐색하는 방

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식 접근법(Proactive

법을 수립하여 레거시 시스템의 각 컴포넌트가 어떤 역

Approach)과는 차별화된다[3]. 하지만 제품라인을 고려

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 컴포넌트 타입의

하지 않은 레거시 시스템은 설계자가 자신의 고려사항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레거시

에 따라 하나의 컴포넌트에 여러 기능을 혼합하여 구현

시스템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가 시스템의 각 컴포넌트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설계/코드를 이

의 역할과 목적을 이해하여 시스템의 이해도를 높이도

해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명확히 분리하고 확보하

록 돕는다.

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추출식 접근법으로 제품라

또한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서는, 재사용 하고자 하는 자산을 레거시 시스템으로부

인 자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1) 기존 시스

터 분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레거시 시스템은

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시스템 분석을 돕고 2) 기

대부분 제품라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자 또는 구현자

존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산 분리를 돕는 체계적인 방법

들이 하나의 컴포넌트에 여러 기능들을 혼합하여 구현

이 필요하다.

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레거시 시스템에서 재

기존 추출식 접근법들[4-6]은 레거시 시스템의 설계

사용 하고자 하는 자산들은 다른 기능을 하는 코드와

및 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설계 정

섞여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재사용 하는 데

보 및 코드 품질 정보를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어려움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7,8]은 자산을 분리하는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 방법들을 통하여 클래스

가이드라인 또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다

다이어그램 또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추출하여 레거시

른 기능을 하는 코드들이 복잡하게 섞여있는 레거시 자

시스템의 설계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복

산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특정 기능에 대한 코드만을 어

잡도(Complexity), 응집도(Cohesion), 결합도(Coupling)

떻게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리하여 재사용하는지에 대해

등에 대한 평가 지표들은 레거시 시스템의 품질 속성에

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하지만, 기존 역공학 방법들은 시

에서는 앞서 제시한 컴포넌트 타입에 따라 그 특징이

스템 내 컴포넌트간의 관계 또는 몇가지 평가 지표를

구현된 부분을 분리하고 응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

통하여 단순한 시스템 구조를 파악할 뿐이며, 레거시 시

공학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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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방법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방법은 세 가지의 단계로 제시한다. 각 단계는 1) 컴

본 방법에서 제시하는 단계에 따라 하나의 구체적인 컴

포넌트 타입 정의 단계, 2) 컴포넌트 타입 자동 탐색 단

포넌트 타입(데이터 매니저)을 정의하고 레거시 시스템

계, 3) 컴포넌트 타입 기반 재공학 단계로 구성되며, 각

에 탐색 방법 및 재공학 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

단계는 방법 정립 과정과 레거시 시스템에 방법을 적용

증한다.

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그림 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산 컴포넌트 탐색 및 재공학

컴포넌트 타입에 기반하여 레거시 시스템을 분석하기

방법에서 제안하는 단계를 정리하면 요약하여 정리하면

위해서는, 여러 도메인과 시스템에서 빈번히 나타나며

다음과 같다.

다른 컴포넌트와 구별되는 하나의 역할을 컴포넌트 타

∙ 컴포넌트 타입 정의 및 탐색 방법과 평가지표 계산

입으로 정의하고 이를 레거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탐

방법 제시

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로써 본 방법

∙ 응집도 향상을 위한 컴포넌트 타입 기반 컴포넌트 분
리 및 클러스터링 방법 제시
∙ 제안한 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나의 구
체적인 컴포넌트 타입 예를 제시하고 검증

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레거시 시스템에서 자신이 원하
는 컴포넌트 타입을 탐색할 수 있으며, 탐색된 각 컴포
넌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컴포넌트 타입에 기반하여 레거시 컴포넌트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본 논

분리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타입의 특징에 따라 구현

문에서 제안하는 자산 컴포넌트 탐색 및 재공학 프로세

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하고 컴포넌트 타입과 의존성이

스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강한 다른 컴포넌트들을 클러스터링함으로써 응집도가

제2장에서 제안된 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제4

높은 컴포넌트를 만드는 재공학 방법을 제안한다. 재공

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에 대하여 논의한다.

학 방법을 사용하여 외부에 의존성이 높지 않고 응집도

2. 자산 컴포넌트 탐색 및 재공학 방법
본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공학의 추출식 접
근법에서 컴포넌트 타입에 기반하여 레거시 시스템의

가 높은 컴포넌트를 분리하여 재사용성이 좋은 컴포넌
트를 확보할 수 있다.
2.2 컴포넌트 정의 단계
2.2.1 컴포넌트 역할에 따른 타입 분류

이해를 높이고, 응집도가 높은 자산 컴포넌트를 분리하

R. Brock[9]은 소프트웨어 객체의 역할을 “기계장치

는 재공학 방법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인 예와 함께 설명

의 일부분으로서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것”이라

한다.

고 언급했으며, “역할은 관련된 책임(Responsibility)들

2.1 방법 개요

의 집합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컴

컴포넌트 타입 기반 자산 탐색 및 재공학을 위해서

포넌트가 객체 하나 또는 객체의 집합으로 구성될 수

그림 1 컴포넌트 타입 기반 자산 컴포넌트 탐색 및 재공학 방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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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관계임을 고려해 볼 때, ‘컴포넌트 역할’ 또한 시스

위의 방법에 따라 식별된 컴포넌트 타입의 특징들은

템에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해야할 책임들의 집

정형적으로 명세되어져야 한다. 정형적 명세의 이유는

합으로 볼 수 있다.

특징을 수학적･논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표현의 모호함

“타입(Type)”이란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한 영역의

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는 제3자가 정의된 컴포넌트 타

사물들 중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사

입 명세를 보고, 컴포넌트 타입의 역할과 목적에 대하여

물 형식 및 형태”이다. 이러한 타입의 사전적 의미를 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려해 보았을 때 컴포넌트 타입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컴포넌트 타입 특징을 분석하고 정형적으로 정의하는

서 자주 나타나는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컴포넌트

과정을 데이터 매니저 타입 예로 들면 데이터 매니저는

형태”로 간주 할 수 있다. 이를 컴포넌트의 역할과 연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지어 생각해보면 하나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역할을 가

하고, 데이터를 유지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외

지고 있는 경우, 그 역할로 인해 공통적 특징을 가지게

부의 수정 요청이나 삭제 요청 등을 처리해야하는 협력

되므로 하나의 컴포넌트 역할을 수행하는 컴포넌트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과 협력 관계를 기반으

컴포넌트 타입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컴포넌트

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 매니저 특징을 식별할 수 있다.

역할에 따른 컴포넌트 타입을 정의 1과 같이 정의한다.

∙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있음
∙ 데이터 저장소에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 제공
∙ 데이터를 유지관리하는 기능(CRUD)1)[10] 존재
이와 같이 컴포넌트 타입의 특징을 식별하였으면, 데
이터 매니저의 특징을 더욱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정형적 명세를 한다(정의 3).

정의 1 컴포넌트 타입 정의
컴포넌트 타입 식별의 예로서 데이터 매니저를 들 수
있다. 데이터 매니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컴
포넌트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유지관리하는 컴포넌트 타입이다. 이러한 데이터 매니저
컴포넌트 타입은 많은 시스템에서 자주 설계되는 컴포
넌트라는 점, 다른 역할과 분명히 구분되는 역할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관리 역할만을 하는 컴포넌트라는 점
에서 정의 1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2.2.2 컴포넌트 타입의 특징 정형적 정의
컴포넌트 타입은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과 협력(Collaboration)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협력 사항들을
식별하고, 책임과 협력사항들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형적으로 정의한다(정의 2).
컴포넌트 타입의 특징은 컴포넌트가 자신의 역할에 따른 책
임과 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속성들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식별된다.
∙컴포넌트 타입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
∙컴포넌트 타입이 해야 하는 행위들.
∙컴포넌트 타입이 다른 컴포넌트들에게 제공하거나 요청해
야 하는 정보들.

정의 2 컴포넌트 타입의 특징의 식별 방법

1)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가지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기능. Create
(생성), Read(읽기), Update(갱신), Delete(삭제)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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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매니저 타입의 설계 대안 분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저장소는 설
계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분석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데이터 매니저 타입 특징의 설계 대안

정의 3 데이터 매니저의 정형적 정의
2.3 컴포넌트 타입 자동 탐색 단계
컴포넌트 타입별 특징이 구현 레벨(설계, 코드)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이를 자동으로 탐색

단계 2에서는 분석한 설계 대안들에 대한 모든 구현
형태를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컴포넌트
구현 언어와 구현 단위를 결정해야하므로, 데이터 매니
저 구현 언어는 JAVA로, 컴포넌트 구현 단위는 하나의
클래스라고 가정하고 정리한다.

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탐색된 컴포넌트가 타입별 특징

메모리에 저장소를 구현하는 경우, 메모리에 저장 공

을 얼마나 만족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를 수립하는 단계

간을 할당하고 이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된다. 데

이다. 이 단계를 기반으로 레거시 시스템에서 컴포넌트

이터 매니저는 보통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 여러개의 데

타입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으

이터를 유지 관리하므로, 데이터 매니저는 여러개의 데

며, 찾아진 컴포넌트가 찾고자 하는 컴포넌트 타입 가능

이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열을 선언하여 데이터

성이 얼마만큼이나 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를 관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메모리 저장소의 구현 형태

2.3.1 컴포넌트 타입 특징의 구현 형태

는 그림 3의 줄1과 그림 4의 줄1과 같이 배열을 선언하

컴포넌트 타입의 특징들은 실제 소프트웨어에서 설계

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

와 코드형태로 구현이 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소프트웨
어 개발 과정 중 설계자와 구현자에 의해 다양하게 구
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두 단계로 나누어 구현
형태를 분석한다.
단계1) 데이터매니저 타입 특징의 설계 대안 분석
단계2) 설계 결정별 특정 언어 구현 형태 정리
위의 단계에서는 컴포넌트 구현 언어(JAVA, C#, C++

그림 3 정적 저장소의 갱신(Update) 코드 예제

등)와 구현 단위(코드 세그먼트, 하나의 클래스, 두개 이
상의 클래스 등)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의 4는 컴포넌트 타입의 특징이 하나 이상의 설계
결정들 또는 구현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각 설계
결정 또한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 다양한 구현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 동적 저장소의 갱신 코드 예제
메모리 저장소는 JAVA에서 정적 배열과 동적 배열
로 구별되어 구현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의 ss 는 JAVA에서 한번의 선언으로 저장
공간 크기가 고정되는 배열로서 그림 3의 줄1과 같은
‘[]’ 형태로 선언이 되고, ds 는 동적으로 저장공간의 크

정의 4 컴포넌트 타입 특징과 구현 형태간 관계

기를 변경 가능한 배열로서 그림 4의 줄1과 같은 형태

780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 39 권 제 10 호(2012.10)

파라미터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된다. 파라미터
는 위치를 찾는 파라미터와 값을 대체하는 파라미터로
나뉜다. 이는 그림 3의 줄3과 그림 4의 줄3 같은 형태이다.
2.3.2 컴포넌트 타입 탐색 알고리즘 설계
레거시 시스템에서 컴포넌트 타입을 탐색하기 위해서
는 소스코드를 입력으로 받아 컴포넌트 타입 후보를 출
력으로 하는 자동 탐색 알고리즘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
그림 5 메모리 저장소의 구현형태

러한 알고리즘은 앞서 분석한 컴포넌트 타입 특징, 설계
결정, 언어 구현형태들을 기반으로 설계한다. 기본적으
로 각각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각 특징별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
는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그림 6 메모리 저장소의 갱신 오퍼레이션 구현형태
이다. JAVA(JDK1.6버전) 제공 배열의 종류로는 24개
의 배열이 있다(ArrayList, Vector, Stack, PriorityQueue, TreeSet, HashMap 등).
그림 6은 CRUD 오퍼레이션의 구현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CRUD 오퍼레이션 네가지의 형태가 모두 비
슷하므로 그 중 갱신(Update) 오퍼레이션(Operation)의
구현형태를 제시하였다.

알고리즘 1 컴포넌트 타입 특징 탐색 알고리즘

Ou 는 저장소에 데이터를 갱신하는 오퍼레이션으로서,
JAVA에서는 정적 저장공간과 동적 저장공간에 따라

알고리즘 1은 분석된 컴포넌트 타입 특징(CC) 하나

갱신 오퍼레이션 구현 형태가 다르다. 정적 저장공간에서

를 탐색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앞서 정의된 정의 3을

는 그림 3의 줄4와 같이, 동적 저장공간에서는 그림 4의

고려한 것이다. 하나의 구체적인 컴포넌트 타입을 탐색

줄4와 같이 구현된다. ous 는 배열의 할당문으로 구현이

할 때 이렇게 정의된 컴포넌트 타입 특징 탐색 알고리

되며 oud 는 JAVA1.6의 API에 따라 자료구조의 갱신

즘이 사용된다. 데이터 매니저 타입을 탐색하는 알고리

API로 구현되게 된다.

즘은 다음과 같다(알고리즘 2).

다음 그림 7은 CRUD 오퍼레이션 중 갱신 오퍼레이
션에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현에 대한 분석이다.

그림 7 메모리 저장소의 갱신 인터페이스 구현형태

알고리즘 2 데이터 매니저 탐색 알고리즘

Iu 는 갱신 오퍼레이션 코드에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

알고리즘 2는 데이터 매니저의 정형적 정의(정의 2)

스로서, 보통 인터페이스의 구현은 캡슐화(Encapsula-

에서 각 특징별로 알고리즘 1과 알고리즘 3을 적용하여,

tion)를 위해 내부 구현과 관계 없이 제공되므로 ous,

데이터 매니저의 특징이 검색되는지를 확인하는 알고리

oud 의 구현 형태와 관계없이 클래스의 메서드 이름 및

즘이다. 알고리즘 3은 외부 컴포넌트가 데이터 매니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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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저장소에 CRUD 오퍼레이션을
수행할때 나타나는 특징을 탐색하기 위하여 데이터 흐
름(Data Flow)를 검사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알고리

표 1 데이터 매니저 컴포넌트 가능성 평가 지표
레벨

기준

레벨 1 데이터 저장소 존재 여부

즘 3에서는 파라미터의 값이 저장소에 저장되는지를 파
악하는 부분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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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2
레벨 3

의미
데이터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존재

인터페이스를 통해 CRUD 데이터 저장소에 접근하여
오퍼레이션에 수행 가능 여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외부 컴포넌트로부터의
접근 여부

데이터 저장소를 실제로
‘사용’

그림 8 데이터 매니저 비율 계산법(라인 단위)
색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림 9는 데이터 매니저 컴포넌트 타입 탑색 지원 도
알고리즘 3 파라미터 영향 탐색 알고리즘

구의 모습이다. 데이터 매니저 타입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로는 데이터 매니저 자동 탐색 알고리즘(알고리즘 2)

2.3.3 컴포넌트 타입 관련 평가지표(Metrics)

을 적용하여 데이터 매니저 컴포넌트 타입을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평가지표란 소프트웨어의 속성이나 상태,

탐색하고, 데이터 매니저 특징 관련 측정 지표를 계산

규격 등을 측정하여 객관적인 수치로서 계산하여 주는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도구는 이클립스 기반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평가지표는 제 삼 자에게 객관적

의 오픈 소스 플러그인인 Code Analysis Plugin[11]을

인 수치를 보여주어 소프트웨어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장하여 개발하였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2.4 컴포넌트 타입 재공학 단계

이러한 장점을 위해 본 방법에서는 컴포넌트 타입별

앞에서 제안된 방법들에 의해 자동 탐색된 컴포넌트

특징 검색 결과에 따른 정량적 평가 지표를 사용한다.

는 제품라인 자산화를 위하여 재공학 과정을 거치게 된

본 평가지표를 통해 컴포넌트 타입 탐색 알고리즘에 의

다. 본 절에서는 탐색된 컴포넌트의 응집도가 높은 자산

해 탐색된 컴포넌트가 실제로 얼만큼 컴포넌트 타입의

을 분리하기 위한 재공학 방법을 소개한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데이터 매니저의 컴포넌트 타입 평가 지표는 다음의
두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2.4.1 컴포넌트 분리 재공학
높은 응집도를 위하여 탐색된 컴포넌트가 두가지 이
상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타입만을 가지고

1) 데이터 매니저 컴포넌트 타입 가능성

있도록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재공학 방법을 제시한다.

데이터 매니저 타입 탐색 알고리즘에 의해 탐색된 컴

이렇게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컴포넌트를 분리함으로

포넌트가 얼만큼 데이터 매니저 타입의 특징을 가지고

써 응집도가 높은 컴포넌트를 만들어 재사용성과 이해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는 표 1과 같다.

도를 높일 수 있다.

2) 데이터 매니저 비율 평가지표
본 평가 지표는 컴포넌트 후보 내에서 데이터 매니저의

컴포넌트 분리 방법으로 프로그램 슬라이싱 기법을
사용한다. 프로그램 슬라이싱은 디버깅, 테스팅, 프로그

역할을 수행하는 코드의 비율을 계산하는 평가지표이다.

램 분석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어

비율 계산법은 메서드 단위 비율 계산법과 라인 단위 비율

떤 프로그램 P에서 슬라이싱 기준(Slicing Criterion)이

계산법이 존재하며, 그림 8은 라인 단위 비율 계산법을 나

라 불리는 한 지점 x에 있는 변수 V에 영향을 주거나

타낸 것이다.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탐색하는 기법이다[12].

2.3.4 컴포넌트 타입 탐색 지원 도구

프로그램 슬라이싱 기법을 데이터 매니저 타입 분리

자동 탐색 알고리즘과 평가지표를 수립하였으면, 이를

재공학에 이용한다면 데이터 매니저의 CRUD 오퍼레이

자동으로 탐색하고 계산해주는 도구를 개발한다. 이는

션을 구현하고 있는 메서드에서 데이터 저장소 변수를

레거시 시스템을 입력으로 받아 컴포넌트 타입 후보 탐

기준(Criterion)으로 슬라이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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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컴포넌트 타입 탐색 지원 도구
예를 들어, 그림 10과 같은 소스코드에 변수 ‘storage’

2.4.2 컴포넌트 클러스터링 재공학

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부분을 슬라이싱 하면 그림 11

클러스터링 방법은 컴포넌트간의 의존성 강도(DS:

과 같이 데이터 저장소 변수와 데이터 저장소에 CRUD

Dependency Strength)를 계산하여 의존성이 높은 부분

오퍼레이션을 하는 코드들만 남게 된다.

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묶는 방법을 말한다. 의존성(Depen-

이렇게 컴포넌트 타입의 역할을 슬라이싱하여 새로운

dency)이란 컴포넌트가 어떤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컴포넌트를 생성함으로써 데이터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

다른 컴포넌트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는 응집도 높은 컴포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며, 결과적

것이므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할 때 밀접하게 의존하고

으로 이해도 및 재사용성, 유지보수성 등이 증가하게

있는 컴포넌트들을 클러스터링함으로써 응집도를 높일

된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존성의 종류와 의존성의 강도를 기준
으로 클러스터링 재공학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제안 한
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는 Z. Wang이 제시한 보편
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13]을 사용하며, 알고리즘 내
에서 의존성 종류와 강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컴포넌트
타입의 특징에 기반하여 계산함으로써 컴포넌트 타입에

그림 10 데이터 매니저의 예제 코드(슬라이싱 전)

적응(Adaptation)된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한다.
데이터 매니저 컴포넌트 타입에 기반한 클러스터링
방법으로는 데이터 매니저의 데이터 집합(Aggregation)
관계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예
를 들어, 데이터 매니저가 메모리 형태의 저장소를 가지
고 있는 경우, 메모리 공간 할당을 위하여 배열을 선언
하여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게 되므로 데이터 매니저와

그림 11 데이터 매니저 예제 코드(슬라이싱 후)

데이터들은 집합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중 개체(Entity)

추출식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공학을 위한 자산 컴포넌트 탐색 및 재공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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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2) 데이터들의 클래스들을 파악하여, 데이터 매니저와
함께 개체 클래스들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클러스터링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체형 클래스를 클러스터링 하는 이유는 데
이터 매니저만을 탐색하더라도 이 컴포넌트만을 가지고
는 재사용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컴포넌트와 강하게 의

그림 12 JLESA의 주요 도메인 클래스간 관계도

존성을 가지는 컴포넌트를 클러스터링 하여 하나의 재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재공학 하는 것이다.
2.4.3 컴포넌트 타입 재공학 지원 도구

3.2 데이터 매니저 타입 탐색
대상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앞 장에서 언급하였던 도

컴포넌트 분리 재공학 방법의 하나로서 프로그램 슬

구들을 사용하여 데이터 매니저 컴포넌트 타입 탐색을

라이싱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시도 하였다.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검색된

자바 프로그램을 슬라이싱 할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데이터 매니저는 다음과 같았다(그림 13, 그림 14).

자바 프로그램을 슬라이싱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잘 알
려진 도구로는 Indus-Kaveri[14]가 존재 한다.
컴포넌트의 병학 재공학 방법으로서 의존성이 높은
부분을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서는 의존성을 추출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의존성
을

추출하기

위한

상용

도구로는

Understand[15],

Lattix LDM[16] 등이 있으나, 본 절의 데이터 매니저
의 집합 관계를 파악하는 도구로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
인 CAP(Code Analysis Plugin)[11]을 확장하여 사용하

그림 13 데이터 매니저 타입 탐색 결과 1

였다.

3. 평 가
이 장에서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매니저
컴포넌트 타입’을 탐색하고 응집도를 높이기 위한 재공
학 방법을 적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재사
용성과 품질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림 14 데이터 매니저 타입 탐색 결과 2

3.1 평가 대상 프로그램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할 대상 오픈 소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World 클래스가 다양한

프로그램은 JLESA(Java Lift/Elevator Simulator/Analyzer)

개체 클래스와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이며,

으로, 엘레베이터의 콜 스케쥴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

InOutput 클래스는 각 층에 해당하는 Signal을 가지고

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터이다[17]. JLESA는

있기 때문이다. 두 클래스 모두 데이터 매니저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개발 언어 : JAVA
∙ 클래스 수 : 48개

3.3 데이터 매니저 타입 기반 재공학
이번 절에서는 탐색된 데이터 매니저 컴포넌트의 응
집도를 향상시키는 재공학 방법을 적용한다.

∙ 패키지 수 : 4개

3.3.1 컴포넌트 분리 재공학 적용

∙ 코드 라인 수 : 약 4500 Line

앞서 탐색된 데이터 매니저 컴포넌트 후보에서 테이

∙ 주요 목적 : 엘레베이터의 콜 스케쥴링
알고리즘 테스트 및 성능 분석
그림 12는 JLESA의 주요 도메인 클래스를 나타낸 것
이며, World 클래스가 여러 개체들과 콜 할당 알고리즘
(CA: Call Allocation)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터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인지를 확인
하고, 슬라이싱 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컴포넌트로 분
리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수행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
림 15와 같다.
3.3.2 컴포넌트 클러스터링 재공학 적용
데이터 매니저는 개체 클래스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개체(Entity) 클래스로는 R. Pressman[18]이 클래스 타입 중 하나로 제
시했던 개체 클래스(다른 말로는 모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 K.
Lee[19]가 제시한 객체(Object) 카테고리의 개체(Entity)등을 의미한다.

보통 배열의 형태로 집합 관계를 유지하여 매우 밀접하
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데이터 매니저와 개체 클래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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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데이터 매니저 기반 재공학 적용 결과3)
평가지표

재공학 전

LCOM(▼)

0.392

재공학 후
0.338

CC(▼)

3.147

2.927

ABD(▼)

1.895

1.806

써 응집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잡도는 감
소하고, 이해도는 증가되어 컴포넌트 타입 기반 응집도
향상을 위한 재공학 결과가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매니저 패키지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전체
그림 15 데이터 매니저 분리 재공학 적용

와 데이터 매니저 패키지의 품질을 비교하였다(표 3).
평가를 위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Instability[22] : 대상 컴포넌트의 안정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로, 외부 컴포넌트의 수정에 따라 대상 컴
포넌트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낸다. 외
부 컴포넌트가 대상 컴포넌트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대상 컴포넌트가 외부에 대한 의존성이 낮으면 수치
가 낮아진다.
∙ CC(Cyclomatic Complexity) [21]

그림 16 데이터 매니저 클러스터링 재공학 적용
묶어 하나의 컴포넌트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저와 관계가 있는 개체 클래스들을

표 3 데이터 매니저 패키지의 품질 평가
평가지표

전체 패키지

데이터 매니저 패키지

Instability(▼)

0.423

0.185

CC(▼)

2.927

1.89

JAVA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재공학을
하였다. 재공학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6과 같다.
3.4 평가 결과
응집도 향상을 위한 재공학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응집도 및 재사용과 관련 있는 평가지표들을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품질속성 향상 여부를 확인하였다(표 2).
∙ LCOM(Lack of Cohesion of Methods)[20] : 응집도
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메서드와 변수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응집도를 측정한
다. 값이 낮을수록 응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CC(Cyclomatic Complexity)[21] : 제어 흐름 그래프
(Control Flow Graph)를 이용하여 복잡도를 계산하
는 평가 지표로서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값이 높을수록 복잡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데이터 매니저는 외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
를 유지관리(CRUD)하는 역할만을 하므로 외부 컴포넌
트에 대한 의존성이 높지 않고, 복잡한 제어 흐름도 존
재하지 않는 점이 평가지표를 통해 나타났다.
여러가지 평가지표 측정 결과를 통해, 데이터 매니저
는 외부 컴포넌트의 수정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재사용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성이
높은 컴포넌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공학 과
정을 통해 응집도 높은 컴포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해도 및 재사용성, 유지보수성 등이 증가
하게 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추출식 접근법은 레거시 시스템에서 재사용 가능한

∙ ABD(Average Block Depth) : 코드 블럭의 중첩 수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제품라인화에 드는 초기 자산 비

평균으로서 중첩수가 많을수록 코드를 이해하기 힘드

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성공적인 추출식 접근법을

므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값이

위해서는 첫째, 레거시 시스템의 설계 및 코드를 빠르게

높을수록 중첩 블럭이 많은 것이다.

이해하고 둘째,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재사용 가능한

평가지표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데이터 매니저 타입
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변수와 메서드를 분리해놓음으로

3) (▼)는 지표의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는 것을 의미

추출식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공학을 위한 자산 컴포넌트 탐색 및 재공학 방법

자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컴포넌트 타입 개념을 기반으로 한 다음과 같은 방
법을 제시하였다.
∙ 컴포넌트 타입 정의 방법 제시

[6]

∙ 컴포넌트 타입 자동 탐색 알고리즘과 평가지표 수립
방법과 이를 지원하는 도구 제시
∙ 컴포넌트 타입에 기반한 컴포넌트 분리 및 클러스터
링 재공학 방법과 도구 제시

[7]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방법에서 제시하는 단계에 따라 하나의 구체적인 컴
포넌트 타입(데이터 매니저)을 정의하고 정의된 컴포넌
트 타입의 자동 탐색 방법, 그리고 재공학 방법을 수립
하였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오픈소
스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본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8]

현재까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데이터
매니저 타입과 컨트롤러 타입의 컴포넌트를 정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매니저 타입에 대한 사례만을 소
개하였다. 본 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였으므로, 향
후에는 이를 더 많은 언어(C#, C++ 등)에 적용 가능하

[9]

도록 확장하고, 다른 여러가지 컴포넌트 타입(컴퓨테이
션, 커넥터 등)에 대한 탐색 방법 및 재공학 방법을 추
가 연구하여 더욱 체계적인 방법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
다. 또한 컴포넌트 타입 탐색 규칙을 도구로 구현하기
전에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및 컴포넌트 타입 사

[10]
[11]
[12]

이에 탐색 방법도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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