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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vs. Unix



Unix2Linux – 리눅스 기반 시스템 구축 원칙 수립



리눅스 전환 방법론









JDK 및 WAS 업그레이드



웹시스템 Unix To Linux 전환 개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핵심은?



Red Hat Migration Toolkit for Application



• CLI

• Command Line을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소스를 분석이 가능

• Web Console

• WEB 기반으로 되어있으며 Web Console의 통하여 분석이 필요한 소스들을 관리가 가능

• 각각 프로젝트별로 소스를 분리 할 수 있으며 여러 개발자들이 동시에 관리 및 분석 가

• Eclipse-Plugin

• Eclipse와 JBoss Developer Studio에서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 을 제공하여 소스 개발 중 변경 해야 할 이슈 부분
을 IDE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것이 장점

RHMTA – Tools



• CLI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Linux, Window 두 플랫폼에서 다 실행이 가능

• Download 링크 : https://developers.redhat.com/download-manager/file/4.0.0/migrationtoolkit-RHMTA-cli-
4.0.0.offline.zip

RHMTA – CLI

• 실행 화면

1. 압축 해제
#unzip migrationtoolkit-RHMTA-cli-
4.0.0.offline.zip

2. 디렉토리 이동
#cd RHMTA-cli-4.0.0.Final

3. 스크립트 실행
#./bin/RHMTA-cli --input ~/egovframework-all-
in-one.war --output ~/test --source spring -
target eap:7



• Report 화면

1. Report 화면에서는 전체적인
summary를 출력

RHMTA – CLI

• 분석된 화면

• 애플리케이션을 선택 하면, 위와 같이 전체 적인 Menu가 나오
며 변경 해야 할 가이드 내용을 확인 가능



• WEB Console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으며, Linux, Window 두 플랫폼에서 다 실행이 가능

• Download 링크: https://developers.redhat.com/download-manager/file/4.0.0/migrationtoolkit-RHMTA-web-
distribution-4.0.0.with-authentication.zip

RHMTA – WEB Console

1. 압축 해제
#unzip migrationtoolkit-RHMTA-web-
distribution-4.0.0.with-authentication.zip

2. 디렉토리 이동
#cd RHMTA-web-distribution-4.0.0.Final

3. 스크립트 실행
#./run_RHMTA.sh

4. WEB Console 접속
http://localhost:8080/RHMTA-web

• 실행 화면



• Project 생성

• Project를 생성하여 해당 프로젝트에서 등록
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가 가능

RHMTA – WEB Console

• 애플리케이션 분석

• Project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
은 Run Analysis를 클릭하면 바
로 분석을 진행



• 분석 설정

• 어느 애플리케이션을 분석 할지, 어느
JBoss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할지 설정이
가능

RHMTA – WEB Console

• Rules 설정

• 직접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Rule을 정의
하고 싶으면 Rules Configuration에서
설정이 가능



• Eclipse-plugin은 Eclipse에서 Plugin을 설치 하여 사용

• Plugin 링크 : http://download.jboss.org/jbosstools/oxygen/development/updates/RHMTA/composite/

RHMTA – Eclipse-Plugin

• 설치 화면

• Plugin 설치는 위에 링크를 등록하면 자
동적으로 설치

• RHMTA RUN

•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 후 분석 하
기 위해 RHMTA를 실행



• Issue Explorer

• Issue Explorer에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된 Issue 리스트를 제공하며, 해당 이슈에서 더 제사한 내용도
확인 가능

RHMTA – Eclipse-Plugin



RHMTA – Eclipse-Plugin

• Issue Details

• Issue Details에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Code나 Config 파일에서 변경 해야 할 부분은
자세히 가이드



RHMTA에서 식별 대상

1. 특정 Application Server에 종속적인 어플리케이션 코드

2. Java 코드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코드 (Deprecated Java code)

3. 비표준 -JMS 메시징 코드

4. 웹서비스 식별

5. EJB 버전 (2 / 3) 식별

6. 하이버네이트, 스프링 , 스트럿츠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 여부

7. 잘못된 XML 코드

문제가 되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대한 가이드

RHMTA – 기능



• 스토리 포인트란

• 특정 Application Server에 종속적인 어플리케이션 코드

• 애자일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스토리나 기능 또는 어떤 작업의 규모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

• RHMTA 의 경우 스토리 포인트 1은 기술 숙련도에 따라 1시간 ~ 3시간으로 산정이 가능

RHMTA – 마이그레이션 점검 샘플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웹로직 MedRec 샘플



• 변경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

RHMTA – 보고서 내용

• 변경이 필수 또는 선택적인지 여부



• 변경이 복잡하거나 쉬운지 여부(Level of Effort)

RHMTA – 보고서 내용

•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변경을 위한 팁 및 정보에 대한 링크



• WebLogic Web application descriptor(weblogic.xml)은 JBoss web application descriptor(jboss-web.xml)과 다
르기 때문에 반드시 규격대로 변경을 해야 함

• WebLogic 에서 JBoss 으로 마이그레이션 작업 시 반드시 해야 함

CASE 1: WebLogic web application descriptor (weblogic.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weblogic-web-app xmlns="http://www.bea.com/ns/weblogic/90"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security-role-assignment>

<role-name>WebRunAsRole</role-name>

<principal-name>Admin</principal-name>

</security-role-assignment>

<context-root>jee-example-web</context-root>

</weblogic-web-app>

• weblogic.xml (변경 전)

CASE 1: WebLogic web application descriptor (weblogic.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jboss-web>

<security-domain>java:/jboss-web-policy</security-domain>
<context-root>jee-example-web</context-root>

</jboss-web>

<security-domains>
<security-domain name="jboss-web-policy" cache-type="default">

<authorization>
<policy-module code="Delegating" flag="required"/>
</authorization>

</security-domain>
<security-domains>

CASE 1: WebLogic web application descriptor (weblogic.xml)

• jboss-web.xml (변경 후)

• standalone.xml (security role 추가)

• 참조 링크 : https://access.redhat.com/articles/1327803



• JAVA EE 플렛폼에 정의된 JNDI context

• Java:comp – 최근 구성요소에 대한 범위

• Java:module – 최근 모듈에 대한 범위

• Java:app – 최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범위

• Java:global –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범위

• JBoss에서 제공하는 2개의 global namespace

• Java:jboss/

• Java:/ 

CASE 3: Call of JNDI Lookup



CASE 4: WebLogic T3 JNDI binding

Properties environment = new Properties();

environment.put("java.naming.factory.initial", "weblogic.jndi.WLInitialContextFactory");

environment.put("java.naming.provider.url", "t3://localhost:7001");

Context context = new InitialContext(environment);

Properties environment = new Properties();

environment.put("java.naming.factory.initial","org.jboss.naming.remote.client.InitialContextFactory ");

environment.put("java.naming.provider.url", "remote://localhost:4447 ");

Context context = new InitialContext(environment);

• JNDI Binding (변경 전)

• JNDI Binding (변경 후)

• 참조 링크 : https://access.redhat.com/documentation/en-
us/red_hat_jboss_enterprise_application_platform/6.4/html/development_guide/configuring_a_remote_jndi_cli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