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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팩토링을 한 소 트웨어 메트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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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Network-based Probabilistic Management of 

Software Metrics for Refac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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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능형 스마트 디바이스의 부신 발 과 사용으로 개발 단계의 소 트웨어 결함 리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효과  결함 리를 해 소 트웨어 메트릭을 토 로 많은 결함 측 모델 연

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결함 측 모델 연구 성과가 리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함 존

재 유무에 한 이진  결함 측 모델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확률  소

트웨어 메트릭 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소 트웨어 메트릭을 활용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

성하고, 이를 토 로 베이지안 추론을 수행하여 리팩토링을 한 개선 을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이다. 코드 

리팩토링을 통해 소스 코드가 개선되면 련 메트릭 측정값 한 변하게 된다. 제안 모델은 리팩토링을 

통한 메트릭의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결함 제거 효과를 확률 값으로 제시해 다. 따라서 이진 값 형태의 

확정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불확정 인 확률 값으로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베이지안 네트워크, 리팩토링, 소 트웨어 메트릭, 확률론  방법, 베이지안 추론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managing software defects in the implementation 

stage has emerged be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and wide-range usage of intelligent smart 

devices. Even if not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rediction models for software defects, 

their outcomes have not been widely shared.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probabilistic management 

model of software metrics based on the Bayesian network, to overcome limits such as binary defect 

prediction models. We expect the proposed model to configure the Bayesian network by taking 

advantage of various software metrics, which can help in identifying improvements for refactoring. 

Once the source code has improved through code refactoring, the measured related metric values will 

also change. The proposed model presents probability values reflecting the effects after defect removal, 

which can be achieved by improving metrics through refactoring. This model could cope with the 

conclusive binary predictions, and consequently secure flexibilities on decision making, using indeter-

minate probability values.

Keywords: Bayesian network, refactoring, software metric, stochastic method, Bayesian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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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지능형 스마트 디바이스의 부신 발

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를 비롯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소 트웨어 품질의 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 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코딩 단계에서 품질을 높이는 노력은 필수 이다[1]. 소

스 코드는 소 트웨어 메트릭을 통해 정량 으로 측정

되고 리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소 트웨어 품질 향상

을 한 소스 코드 메트릭의 측정  소스 코드 커버리

지 테스  활동이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시

스템을 심으로 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효과  품질 향상과 결함 리를 하여 결함 발생 

측 모델 연구 분야에서도 소 트웨어 메트릭을 활용하고 

있으며[2], 포 인 결함 측 모델의 구 을 해 교차 

로젝트 결함 측 모형에 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3]. 한 측 모델의 성능과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소 트웨어 결함 측 모델 연구의 여러가지 이슈를 해

결하기 한 노력은 재에도 지속되고 있다[4].

그러나 측 모델의 이진(True/False) 형태의 확정  

결과 도출 방식은 소 트웨어 품질의 가변  불확실성

을 리하는데 있어서 유연성과 용성이 부족한 제약

으로 존재한다.

본 논문은 와 같은 결함 측 모델의 제약사항을 

극복하고 효과  결함 리를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Bayesian network) 기반 소 트웨어 메트릭 리 모

델을 제안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조건부 독립

의 원리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  조건에 한 사후 확

률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스템 개발의 

불확실성을 반 하여 발생 확률 값의 형태로 품질 정보

를 제시함으로써 결함 리스크를 리하는데 있어 유연

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해 소 트웨어 메

트릭의 연구용 공개 데이터인 PROMISE 데이터 장

소[5]의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시 모델을 구축한다. 

구축된 모델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사  조건 하에서의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결함 발생 확률을 최소로 낮

출 수 있는 소 트웨어 메트릭 구성을 식별하여 소 트

웨어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 트웨어 메트릭은 소스 코드 리팩토링(refactoring) 

등을 통해 최 화가 가능하며, 리팩토링을 통해 결함 발

생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가

능하다. 모델에서 도출된 사후 확률 값은 리팩토링을 

한 가이드나 코딩 단계의 코딩 가이드로서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 베이지안 네트워크  련 연구

를 소개하고, 3장에서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소 트웨

어 메트릭 리 모델을 제안한다. 4장에서 제안한 소

트웨어 메트릭 리 모델의 용을 시와 함께 살펴본

다. 마지막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기술한다.

2. 련 연구

2.1 베이지안 네트워크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유향 비순환 그래픽 모델(directed 

acyclic graphical model)로 변수는 노드(node)로 표시

하고,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은 원인과 결과의 한쪽 

방향으로만 선(edge)을 그려 표시한다. 그림 1은 특정 

조건들에 한 사  확률 값인 조건부 확률표(Condi-

tional probability table)와 같이 나타낸 베이지안 네트

워크의 시이다[6].

그림 1 베이지안 네트워크 시

Fig. 1 Example of a Bayesian network

베이지안 확률을 이용해 의사 결정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베이지안 추론이라 한다. 베이지안 추론

의 근거가 되는 베이지안 확률 정리는 아래와 같다[7].

베이즈 확률 정리는 조건부 확률 이론을 근간으로 하

며 여기에서 p(H)는 데이터를 보기 의 사  확률

(Prior probability), p(H|D)는 데이터를 용한 후의 사

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 p(D)는 증거 는 한정 

상수(normalizing constant), p(D | H)는 가능도 는 우

도(likelihood)라고 한다.

2.2 소 트웨어 메트릭과 리팩토링

소 트웨어 메트릭은 McCabe와 Halstead가 제안한 

메트릭이 유명하며, 이외에도 소스 라인의 수, 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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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소 트웨어 메트릭

Table 1 Common software metric

Type Metric Information

McCabe 

metrics

Cyclomatic 

Complexity

# of

linearly independent paths

Essential 

Complexity

the extent to which a

flowgraph can be reduced

Design 

Complexity

the cyclomatic complexity of a

module's reduced flowgraph

Halstead 

metrics

mu1 number of unique operators

mu2 number of unique operands

N1 total occurrences of operators

N2 total occurrences of operands

Volume N * log2(mu)

Length (2 + mu2')*log2(2 + mu2') / N

difficulty 1/L

effort V/L

Code 

structure

LOC Total lines of code

LOComment # of lines of comment

Statement count # of statement count

Branch count # of branch count

개수, 객체지향 메트릭 등이 활용되고 있다. McCabe의 

순환 복잡도(Cyclomatic Complexity) 메트릭은 결함 

발생과 많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스 품질 측

정의 기 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Halstead 메트릭은 

연산자(operators)와 피연산자(operands)의 갯수를 토

로 여러 가지 지표를 구성하여 복잡도를 측정한다.

기본 인 소 트웨어 메트릭은 부분의 소스 코드 

정  분석 도구에도 탑재되어 코드 품질의 측정 기 으

로 활용되고 있다.

표 인 소 트웨어 메트릭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리팩토링이란 외부로 보이는 코드의 기능은 바꾸지 

않고 유지하면서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한

다[8]. 여러가지 소스 리팩토링 기술을 용하여 소 트

웨어 메트릭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발 단

계의 소스 리팩토링을 통하여 소 트웨어에 한 이해

도를 높이고 수정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며, 결과 으로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3 련 선행 연구

소 트웨어 공학 분야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 

 베이지안 추론 분야 연구는 재까지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Fenton과 Neil 외는 기존의 리그 션 기반 모델(regres-

sion-based models)과는 달리, 다양한 개발 수명주기에

서 사용할 수 있는 결함 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모

델은 결함의 유입 과정, 식별 과정  수정 과정의 로

세스 속성 값을 사용하여 잔존 결함을 측한다. 따라서 

결함과 련된 개발 수명주기 활동들을 연계하므로 고

려해야 할 속성 값이 많아지는 문제 이 존재한다[9].

Pai와 Dugan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과 객체 지향 

소 트웨어 메트릭을 이용하여 소 트웨어 결함의 유형

과 결함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소 트웨어 품질 평가 모

델 연구를 수행하 다. 개발 수명주기 단계의 로세스 

측면, 제품 측면 그리고 결함 유입과 련된 향 인자

를 모두 고려하므로 상기와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입

력 변수 값이 많아지는 어려움이 존재한다[10].

Fenton과 Neil 외는 잔존 결함의 효과  측을 해 

로젝트 의 정성  요소와 정량  요소를 고려하

여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을 제시한다. 한 운  단계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

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여 잔존 

결함률에 가장 향력 높은 인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

나 민감도 높은 향 요소에 한 실질  처리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을 발견할 수 있다[11].

Fenton, Neil 그리고 Marquez는 기존 베이지안 네트

워크 노드의 연속  노드에 한 동  이산화(dynamic 

discretization) 기법을 용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

델링의 결함 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

다. 테스  노력과 같은 설명  요소를 모델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모델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개별 로젝트에서 테스  노력의 정량화에 어려움이 

상된다[12].

Wagner는 소 트웨어 품질을 측하기 해 시스템 

요소, 로세스 요소, 환경  요소 그리고 수행 활동에 

한 이들의 향 요소를 반 하여 활동 기반 품질 모

델(activity-based quality models)을 개발하 다. 그러

나 모델을 이용하여 운  측면에서의 품질 평가와 측

은 효과 이지 못한 제약이 존재한다[13].

Li와 Gao 외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계 

가공 분야의 결함 진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수 선정에 있어 기계 가공 제품의 고유한 특성에 많

은 향을 받으므로, 범용 으로 용하기 어려운 제약

사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14].

Chen과 Shen 외는 데이터 마이닝 분야의 여러가지 

기법을 연구하여 소 트웨어 결함 측 방법으로 분류

(Classification), 군집(Clustering), 연  규칙(Associa-

tion Rule)과 같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제안하고 있

다. 한 결함 측 데이터 마이닝 모델로 베이지안 네

트워크와 확률  계 모델(Probabilistic Relational Model)

을 제안하고 있어 결함 측 모델로서의 베이지안 네트

워크 모델링의 효과성을 확인해주고 있다[15].

Jeet와 Bhatia 외는 결함 데이터, 로세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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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데이터  로젝트 매니 들의 주 인 단 데

이터를 활용하여 결함 측을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를 구성하 다. 구축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성 정보들 간의 인과 계를 명확하게 식별하여 

한 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입력 

변수들 간의 인과 계가 복잡하여 다른 로젝트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이 존재한다[16].

Ba와 Wu는 소 트웨어 개발 수명주기(분석과 설계, 

개발, 유지보수, 리뷰와 테스트)에서 베이지안 네트워크

에 기반하여 결함을 측하는 확률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결함 유입 정보와 결함 제거 정보를 활용하여 결

정론 (deterministic) 모델을 지양하고 확률  모델로 

잔존 결함을 측하고 있다. 그러나 결함 측을 넘어서

는 실질  결함 제거를 한 구체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17].

Lin은 신뢰성 추론을 해 마르코  연쇄 몬테 카를

로(Markov chain Monte Carlo)를 이용한 베이지안 추

론 기반의 통합 차를 제시하고 있다. 통합 차는 계

획, 실행, 검토, 조치의 4단계와 11가지 차  활동으로 

구성된 지속 인 개선 과정을 포함한다. 시스템의 신뢰

성 평가, 잔존 결함에 한 추론은 가능하나, 분석 결과

를 얻기까지 상당한 세부 작업이 필요한 한계 이 존재

한다[18].

Okutan과 Yildiz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해 각각

의 데이터 셋을 상으로 소 트웨어 메트릭과 결함 발생 

사이의 향 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RFC(response 

for class), LOC(lines of code), LOCQ(lack of coding 

quality) 메트릭이 분석 데이터 셋에서는 가장 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다른 데이터 셋에 용

했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에 한 유효성 측면에

서는 이슈가 있음을 언 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설

명하고 있다[19].

Misirli와 Bener는 생물정보학(computational biology)

과 건강 리(healthcare) 분야에서 출시 이후의 결함을 

측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요구사항 명세, 개

발 메트릭, 테스  메트릭 정보를 포함하는 하이 리드 

방식을 채택하여 제시하 다. 하지만 상기의 다른 연구

들과 마찬가지로 하이 리드 방식의 특성 상 입력 변수

의 갯수와 종류가 많아 모델 구성 단계에서 많은 노력

이 필요한 문제 이 존재한다[20].

Rana와 Staron 외는 규모 소 트웨어 로젝트에

서 신뢰성 공학(Reliability engineering) 에서 결함 

유입 데이터 분포를 분석하고 베이지안 추론을 이용하

여 결함을 측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기존의 여러가지 

통계  데이터 분포 유형을 분석하여 상 로젝트에 

합한 분포를 식별하여 이를 베이지안 추론과 결합하

여 결함 측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하 다. 그러나 구축 

모델이 상 로젝트의 데이터 특성만을 반 하므로, 

범용  사용 측면에서의 유효성에 한 문제 이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21].

이와 같이 상기의 연구들은 결함 가능성 측이나 결

함 원인 식별 연구 분야에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 

용의 효과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베이지안 네

트워크의 특성을 이용하여 결함 발생 가능성을 효과

으로 제어하여 결함 유입을 원천 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베이지안 추론 방법과 리팩토링을 통한 연계로 개발 

코딩 단계에서 소 트웨어 메트릭을 리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한다.

3.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소 트웨어 메트릭 

리 모델

3.1 모델의 구조

소 트웨어 메트릭 리 모델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상 로젝트의 소 트웨어 메트릭과 확률 

값을 식별하여 모델의 입력 라미터로 구성하는 단계

이다. 두번째는 첫번째 단계의 입력 라미터를 용하

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세번째는 

각각의 입력 라미터 별로 사  조건을 설정하여, 가장 

효과 인 라미터 상태와 사후 확률 값을 계산하는 단

계이다. 네번째는 세번째 단계에서 선택한 메트릭의 상

태 조건과 확률 값을 활용하여 코드 리팩토링을 실시하

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코드 자체의 문제 을 리팩토링

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련 코드 벨의 테스트도 변경

될 수 있다. 코드 리팩토링에 따라 변경된 테스트는 결

함 발견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함 발생을 최 로 억제할 수 있어 소 트웨어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2 소 트웨어 메트릭 리 모델

Fig. 2 Software metric manag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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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델 라미터 선택 방법

제안 모델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입력 라미터로 

사용할 소 트웨어 메트릭의 선택이다. 소 트웨어 품질

을 평가할 수 있는 메트릭은 산업별, 도메인별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요구되는 품질 속성별로 다양한 기 이 

존재할 수 있다.

소 트웨어 메트릭 선택을 한 시스템 유형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 는 소 트웨어 시스템

∙기능안 성 요구 시스템 는 일반 시스템

∙객체지향언어 구  시스템 는 구조  언어 구  시스템

∙컴포 트 기반 시스템 는 자체 인하우스 개발 시스템

모델의 라미터 선택은 다양한 시스템의 특성 상 한

가지의 정형화된 일률  기 을 용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소

트웨어 메트릭의 선택은 표 1의 표 인 메트릭을 

검토하여 선택하거나, 객체지향언어 구  시스템의 경우 

리 알려진 객체 지향 메트릭을 검토하여 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22]. 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메트릭을 

검토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9-21].

3.3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축

입력 라미터를 토 로 노드들을 선택하고 노드들 

간의 인과 계를 부여한다. 노드 선택 기 은 소 트웨

어 결함 발생에 향을 끼치는 속성들을 원인과 결과 

변수로 식별하여 추가할 수 있다.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

를 부모 노드로 식별하고,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를 자식 

노드로 식별한다. 여기에서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향

을 받는 변수가 존재한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부모 노

드와 자식 노드를 추가할 수 있다.

소 트웨어 결함의 향 인자는 로세스 , 제품 

품질 , 로젝트 리 , 기술   등 많은 

인자들이 존재하므로 여러 번의 시행을 통해 최 의 요

소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와 같이 노드가 식별되면 각 노드에 개별 확률 값이나 

조건부 확률 값을 입력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3.4 베이지안 추론의 용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구축 후 의존 분리(d-sepa-

ration) 원리[6]를 용하여 조건부 독립 노드를 악하

고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입력 변수로 선택된 노드 

메트릭 에서 특정 노드의 상태에 따라 여러가지 사후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노드의 선택은 하나 

는 여러 상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각도에

서 검토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태 값의 변경에 따라 결

함 발생 확률이 변경되므로, 결함 발생 확률의 목표 수

을 반 하여 선택된 상태 값에 도달하도록 리팩토링 

수행의 기 으로 용할 수 있다.

4. 소 트웨어 메트릭 리 모델의 용 시

4.1 용 상 소 트웨어 메트릭 소개

제안 모델의 용 사례 분석을 해 PROMISE 데이

터 장소에서 선택한 소 트웨어 메트릭은 “CM1” 데

이터 셋이다[5]. 데이터 셋의 주요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CM1 데이터 셋 정보

Table 2 CM1 data set information

Item Information

Creators NASA Metrics Data Program

System NASA spacecraft instrument

Language written in "C"

Number of instances 498

Number of attributes 22

Attribute Information

lines of code measure

McCabe metrics

Halstead measures

branch-count

Defects

Missing attributes None

표 2의 속성 값 에서 코드 라인의 수, McCabe 메

트릭, Halstead 메트릭  분기의 갯수는 코드 리팩토

링 결과에 따라 그 값이 변동될 수 있으며, 결함 발생 

여부도 코드의 구조로 결정되는 테스트의 정도에 따라 

그 정보가 변경될 수 있다.

4.2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성

공개 도구인 베이지안 네트워크 생성 도구 SamIam1)

를 활용하여 그림 3과 같이 시 모델을 작성하 다.

시 모델의 시스템은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임베디

드 시스템, 기능안 성 요구 시스템  구조  언어로 

구 된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스템의 

신뢰성이 매우 요한 품질 속성이므로, 신뢰성 속성과 

한 련이 있는 McCabe 메트릭인 순환 복잡도와

그림 3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Fig. 3 Bayesian network model

1) SamIam, http://reasoning.cs.ucla.edu/sam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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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확률값을 입력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Fig. 4 Bayesian network model with probability tables

코드 라인의 수를 구성 노드로 선택하 다[23]. 한 코

드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연산자와 피연산자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Halstead 메트릭을 추가 노드로 선택하

는데, 이는 코드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표 인 메트릭

이다[24]. 코드의 제어 흐름에 향을 주는 분기의 갯수

는 순환 복잡도 메트릭과 복이 발생하여 추가하지 않

았다. 메트릭의 해당 데이터 셋에서 각 노드 별로 클래

스를 분석하여 상태를 지정하고, 각 상태에 따른 확률 

값을 입력하여 그림 4와 같이 구성하 다.

시 모델의 노드 구성은 다른 연구에서의 네트워크 

모델과는 달리 노드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리팩토링 

에서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드의 핵심  특

징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로만 구성하 다. 상태 클래스

의 구분은 모델의 복잡성 수 이 높아지지 않고 직  

단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셋의 분포를 고려하여 구성

하 다.

그림 4의 기 모델은 데이터 셋의 분석 결과를 반

하여 각 노드의 상태에 따른 확률 값과 결함 발생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4.3 특정 조건의 조건부 확률 산정

이제 각 노드의 상태를 고정하여 조건부 독립 원리를 

토 로 사후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Cyclomatic Complexity’ 노드와 ‘Program 

Effort’ 노드를 각각 ‘Small’ 상태로 고정했을 때, ‘Defects’ 

노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값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 값을 확인해보면 기 상태의 90.22%에서 97.5%

로 비율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Cyclomatic 

Complexity와 Program Effort를 Small 상태로 낮출 

수 있다면, 결함발생률을 2.5% 수 까지 낮출 수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와 같이 노드들의 상태 조건에 따른 특정 노드의 

확률 값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목표 확률 값에 도달

하기 해서는 어떤 활동을 통제해야 하는지의 주요 핵

심 요소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한 상기 모델을 활용하여 최  사후 가정, MAP

그림 5 노드를 고정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Fig. 5 Bayesian network model with status fixed nodes

그림 6 MAP 산정

Fig. 6 MAP estimation

표 3 MAP 결과

Table 3 MAP result

Item Result

P (MAP|e) 0.2091

Cyclomatic Complexity (M) Small

Program Effort (H) Medium

(Maximum a posteriori hypothesis)를 구할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Defects’ 노드의 결함 발생율을 0%로 

고정하고 MAP 값과 ‘Cyclomatic Complexity’ 노드와 

‘Program Effort’ 노드의 결과 상태를 구할 수 있다.

MAP 도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는 메트릭의 Cyclo-

matic Complexity는 Small 수 , Program Effort는 

Medium 수 으로 유지할 경우, 결함 발생율 0%에 도

달할 가능성이 약 21%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물론 결함 발생율 0%에 도달한다는 것은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결함 발생율 최소화를 해 어

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

을 수 있다. 이러한 정량  측정 결과는 품질 개선을 

한 의사 결정에 있어 신뢰성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이

득을 얻을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베이지안 추론에 기반하여 소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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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 리를 한 모델을 제시하 다. 제안 모델은 거

시 인 분석 방법만 제공하고 있을 뿐 각 시스템별 특

성에 따른 세부 용 방법에 한 가이드는 하지 않고 

있다. 본 모델의 용 시 해당 로젝트  도메인 특성

에 맞추어 소 트웨어 메트릭을 선택하여 테일러링 해

야 한다.

본 모델 활용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모델 라미터 메트릭의 선택: 사용하는 소 트웨어 

메트릭에 한 메트릭 가치에 한 이해와 요성 인식

∙측정 값의 객 성 확보: 로젝트 공통의 메트릭 측

정 도구를 활용하여 메트릭 수집

∙모델 라미터의 신뢰성 이슈: 최근 로젝트 데이터

를 반 한 지속 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 데이터 

품질 확보 노력

∙베스트 랙티스 공유: 로젝트의 모델 용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조직   차원으로 성과 확산

∙모델의 업데이트와 리: 모델 리 담당자 지정  

베스트 랙티스 반 하여 최신 모델 유지

한 본 모델은 소 트웨어 메트릭 이외의 품질 메트

릭, CMMI 모델의 개발 로세스 메트릭2), TMMi 모

델3)에서 제시하는 테스트 로세스 메트릭 그리고 리스

크 메트릭도 반 하여 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범용 모

델로의 확장은 모델 활용의 효과성과 객 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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