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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는 생명주기 반에 거쳐 발생하는 요구사항 변경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소 트웨어를 

수정할 때 품질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  메소드(Move 
Method) 기법을 기 로 하여 리팩토링 용요인을 제안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용요인이 

메소드의 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하여 살펴본다. 한 객체지향 로그

램에서 메소드와 더불어 요한 요소인 필드의 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을 무  필드(Move 
Field) 기법에 기 하여, 객체내 필드의 치를 결정하기 한 리팩토링 요인을 정의하고, 향후 연구과
제에 하여 논한다.

1. 서론

  소 트웨어는 생명주기 반에 거쳐 끊임없이 변

경되는 요구사항의 변경을 수용하기 해 수정된다. 

이런 소 트웨어 유지보수 활동은 로그램 모듈검

증과 변경사항에 한 테스트가 소 트웨어를 사용

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에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9].

  소 트웨어 개발자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소 트웨

어를 개발하고자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소 트웨

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분의 경우 코드

가 작성된 후 더 자주 수정된다. 유지보수단계에서 

요구사항의 변경을 체계 이고 안 하게 수행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리팩토링이 사용되어 왔다.

  리팩토링은 부분 문가들의 경험에 의한 수동

분석(manual analysis)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리팩토

링의 체계 인 용기 이 제공되지 못하 다[9].

  하지만 최근에는 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팩

토링 작업의 상당부분을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10,11].

  리팩토링을 자동화하기 해 필요한 객 인 

단기 과 방법[4,5,9,10,11]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메소드 치 결정 방법을 

처리하기 해 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한 연구방법[1]을 살펴보고, 그 연

구방법에 기 하여 필드 치 결정 요인을 정의하고

자 한다.

  메소드의 치를 결정하기 해 사용된 요인 분석 

방법을 기 로 하여 필드의 치를 결정지을 수 있

는 요인을 리팩토링 기법 의 하나인 무  필드 기

법의 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서 추출하고, 정의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리팩토

링과 자동화 동향을 살펴보고 메소드의 치를 결정

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 사례를 살펴

본다. 3장에서는 객체내 필드 치결정을 한 무  

필드 기법의 용요인을 정의하고, 4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과제에 하여 논한다.

2. 련 연구

2.1 리팩토링 동향

  리팩토링은 로그램 행 (behavior)를 보 하면

서 로그램의 가독성, 구조, 성능, 유지보수성, 추상

성 등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다[2]. 리팩토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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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에 개발되었고[12,13,14], 그 후 소 트웨어 

개발의 주된 분야가 되었다[8].

  리팩토링 자동화는 리팩토링 후보 역을 정의하는 

분야와 개발자 정의 후보 역에 리팩토링을 자동으

로 용하는 분야로 양분화 되었다[15]. 리팩토링 후

보 역을 정의하는 분야로는 로그램 불변 (pro- 

gram invariants) 패턴 매칭을 이용한 근방법과 

요구사항의 변화에 하여 후보 역(candidate spot)

을 추론규칙을 사용하여 원하는 디자인 패턴 구조로 

변환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7,10].

  개발자 정의 후보 역에 자동으로 리팩토링을 

용하는 역에는, 로그램 슬라이싱(Program slic- 

ing)을 사용하여 메소드를 자동으로 리팩토링하는 

방식[6], 가 치 종속 그래 (weighted dependence 

graph)를 이용하여 객체지향 임워크에서 메소드

를 자동으로 리팩토링하는 메커니즘[5]등이 제안되

었다. 더불어 응집도 매트릭스(cohesion matrix)를 

이용한 거리를 측정하여 시각화하는 툴을 개발하여 

리팩토링을 돕는 연구도 제안된 바 있다[4].

2.2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란 독립변수의 양 인 변수를 

이용해서 종속변수인 이변량  변수들간의 인과 계

를 추정하는 기법이며, 한 개의 종속 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간의 상호 련성에 해 분석하려 할 

때 가장 리 사용되는 통계기법이다[3].

종속변수의 척도가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객체 메소드나 필드의 치분석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합하다.

 무  필드의 용요인으로 정의된 요인을 로지

스틱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서 사용하여, 각 용요

인들과 무  필드의 용여부에 한 인과 계를 추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3. 필드 치결정을 한 리팩토링 요인 정의

 3.1 로지스틱분석을 이용한 메소드 치결정방법

  리팩토링의 기법  하나인 무  메소드 기법 요

인을 추출하여 그 요인을 메소드의 치를 결정짓기 

한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수동  분석에 의해 리팩토링이 수행될 때 보편

으로 사용되는 요인들을 유도하 다. 다음은  무  

메소드의 용요인을 유도하기 해 명확한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소스클래스(source class) : 무  메소드를 

용할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타겟클래스(target class) : 무  메소드를 용

할 메소드가 이동하게 될 클래스

필드(field): 무  메소드를 용할 메소드가 참

조하는 소스클래스의 필드 (타켓클래스의 필드

참조를 한 get/set 메소드도 필드로 간주)

상메소드: 무 메소드기법을 용할 메소드

일반메소드(general method): 필드 참조를 

한 get/set 메소드를 제외한 모든 메소드

 실험을 하여 무  메소드 리팩토링을 용할 수 

있는 로그램을 선별하여 실험에 이용하 다. 각 

로그램별로 각 용요인에 해당되어지는 개별 인 

데이터를 구하 다. 각 용요인에 의해 얻어진 데

이터는 <표 1>과 같다. 

 소스클래스와 타겟클래스의 수는 각 용요인에 따

라 참조하는 필드개수나 참조횟수를 나타내며 수동

분석결과는 실험에 사용된 로그램의 로그래머가 

분석한 결과이다. <표 1>의 Factor 1-3의 값은 각 

용요인별 소스클래스와 타겟클래스의 값을 감산한 

결과이다.

프로

그램

번호

적용요인1
Fac-

tor1

적용요인2
Fac-

tor2

적용요인3
Fac-

tor3

수동

분석

결과

소스

클래스

타겟

클래스

소스

클래스

타겟

클래스

소스

클래스

타겟

클래스

1 0 0 0 0 1 -1 0 1 -1 1

2 1 0 1 1 1 0 0 1 -1 0

3 0 2 0 0 2 -2 1 0 1 1

4 0 0 0 1 0 1 0 0 0 0

5 0 3 0 1 0 1 1 0 1 1

6 2 0 1 0 0 0 1 0 1 1

7 2 0 1 0 0 0 1 0 1 1

8 2 0 1 0 0 0 1 0 1 1

9 2 0 1 0 0 0 1 0 1 1

10 1 2 0 0 0 0 1 0 1 1

11 2 0 1 0 0 0 1 0 1 1

<표 1> 정의된 용요인 데이터와 Factor 데이터

  각 용요인의 조합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악하

기 하여, 세 용요인을 모두 용한 경우, 세 가

지 용요인  두 가지씩 짝을 지은 세 가지의 경

우, 개별 인 경우 세 가지에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각 용요인의 조합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악하

기 하여, 세 가지 용요인을 모두 용한 경우, 

세 가지 용요인  두 가지씩 짝을 지은 3가지의 

경우, 개별 인 경우 3가지에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세 가지 용요인을 모두 용한 경우와 용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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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그램

번호

수동

분석

결과

Factor 1,2,3 Factor 1,3 Fcator 1,2 Factor 2,3 Factor 1 Factor 2 Factor 3

예상

확률

예상

그룹

예상

확률

예상

그룹

예상

확률

예상

그룹

예상

확률

예상

그룹

예상

확률

예상

그룹

예상

확률

예상

그룹

예상

확률

예상

그룹

1 1 0.9999999966 1 0.3397018856 0 1.0000000000 1 0.9999999904 1 0.8000000000 1 0.9775400000 1 0.3120000000 0

2 0 0.0000000000 0 0.2706739793 0 0.8333333333 1 0.0000000071 0 0.8333333321 1 0.8650000000 1 0.3120000000 0

3 1 1.0000000000 1 0.9603499280 1 1.0000000000 1 1.0000000000 1 0.8000000000 1 0.9966300000 1 0.9530000000 1

4 0 0.0000000104 0 0.7792482632 1 0.5000000000 1 0.0000000061 0 0.8000000000 1 0.4854000000 0 0.7520000000 1

5 1 0.9999999894 1 0.9603499280 1 0.5000000000 1 0.9999999869 1 0.8000000000 1 0.4854000000 0 0.9530000000 1

6 1 0.9999999997 1 0.9458651665 1 0.8333333333 1 1.0000000000 1 0.8333333321 1 0.8650000000 1 0.9530000000 1

7 1 0.9999999997 1 0.9458651665 1 0.8333333333 1 1.0000000000 1 0.8333333321 1 0.8650000000 1 0.9530000000 1

8 1 0.9999999997 1 0.9458651665 1 0.8333333333 1 1.0000000000 1 0.8333333321 1 0.8650000000 1 0.9530000000 1

9 1 0.9999999997 1 0.9458651665 1 0.8333333333 1 1.0000000000 1 0.8333333321 1 0.8650000000 1 0.9530000000 1

10 1 1.0000000000 1 0.9603499280 1 0.9999999941 1 1.0000000000 1 0.8000000000 1 0.8650000000 1 0.9530000000 1

11 1 0.9999999997 1 0.9458651665 1 0.8333333333 1 1.0000000000 1 0.8333333321 1 0.8650000000 1 0.9530000000 1

일치

확률
100% 82% 82% 100% 82% 82% 82%

<표 2> 각 요인의 경우의 수에 따른 분석결과

2,3을 용한 경우에는 100%의 일치율을 보 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82%의 일치율를 보 다. 이 결과

로 미루어 용요인 1은 용요인 2나 3에 비하여 

상 으로 더 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메소드의 치를 결정짓는데 상메소드가 참조하는 

필드의 개수보다는 상메소드가 메소드를 호출하거

나 호출되는 횟수가 더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용요인 수가 은 경우보다 많은 경우에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기존의 리팩토링의 연구에 기 하여 요인

을 추출하고 통계기법을 통한 검증이 제 로 이루어

진다면, 요인들은 로그램에서 멤버 메소드 등의 

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 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리팩토링을 자동화하기 한 연구

를 기반으로 하여 리팩토링 기법  하나인 무  메

소드의 용여부를 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용요

인을 정의한다. 이 게 정의된 용요인들은 로지스

틱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로 사용되어 분석되었고, 

그 분석결과를 통해 분석에 사용되는 용요인의 조

합에 따라 측확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한 분석에 사용되는 용요인이 많아질수록 

정확한 결과를 측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 미루

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무  메소드 기법에서 필

드의 개수보다는 메소드 참조횟수가 무  메소드 기

법에 향을 다는 것이다.

  무  메소드를 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자동

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자동 용 결정보다는 메소드들을 상으로 

최 의 치를 찾아 으로써 소 트웨어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 다. 메소드의 치결정을 한 요인 

분석에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일반 인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했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3.2 필드 치결정을 한 리팩토링 요인 정의

  본 논문에서는 [1]과 같은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하여 메소드와 같이 객체를 구성하는 

요요소인 필드의 치를 결정짓기 한 요인을 추출

하 다.

  마틴 울러는 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새로운 클

래스가 추가되거나 어떠한 책임을 이리 리 옮겨야 

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 다. 이 경우 기존의 디자인

이 하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상황이 바 었는데도 어떠한 일

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 하고 있다

[8].

  무  메소드를 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게, 무  

필드도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옮길지의 여부에 

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당 필드가 자신이 정의

된 클래스보다 다른 클래스에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면, 다른 클래스에 같은 목 의 새로운 필드를 

만들고 기존의 필드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을 변경한

다. 이것이 무  필드의 반 인 내용이다.

  에서 언 한 무  필드의 정의와 같이 고려되었

을 때, 이 필드가 다른 클래스에서 set/get 메소드로 

이 필드를 간 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 메

소드를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 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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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당해 보인다면 필드를 옮겨야 한다.

  우선 무  메소드의 경우에는 필드를 참조하는 입

장이지만 무  필드의 경우에는 모두 참조되는 경우

만 존재한다. 수동 으로 참조되는 필드의 입장에서 

참조의 주체가 되는 메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참조의 주체가 되는 두 가지 경우의 메

소드를 기 으로 하여 무  필드의 용요인을 고려

하 다. 무 필드의 용요인은 다음과 같다.

용요인1: get/set 메소드에 의해 참조되는 횟수

용요인2: get/set 메소드를 제외한 일반 메소드

에서 참조되는 횟수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안정성을 한 리팩토

링 연구를 기반으로 무  메소드의 용요인을 정의

하고, 그 요인들을 통계  기법으로 분석하여 일반

인 요인으로써의 합여부를 단하는 처리과정을 

제시한 논문[1]을 살펴보았다. 82% 이상의 일치확률

을 가지는 이 처리과정에 기 하여 무 필드의 용

요인을 정의하 다. 향후 이 용요인에 의한 데이

터를 획득하여, [1]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한다면 본 논문에서 정의한 무  필드의 용요인 

1,2가 필드의 치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요

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단할 수 있

을 것이다. 한 여러 리팩토링 기법들  메소드나 

필드에 련된 기법들의 요인을 악하고 다수의 요

인을 용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 상

되는 바, 이와 련된 연구를 진행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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