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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가 복잡해지고 형화됨에 따라 다양한 소 트웨어 측정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차 증가

하게 되었지만 지 까지 시도된 측정 기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측정 메트릭을 통해 소

트웨어를 측정한다고 해도 측정 결과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수치  해석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사용 사례를 통해 패턴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실험 데이터를 만들어 

실제 소 트웨어가 동작하는 도  내부 모듈간의 동 인 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1. 서론

   소 트웨어가 복잡해지고 형화됨에 따라 다양한 소

트웨어 측정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차 증가하게 되었

다. 객체지향 개발 기법의 요성을 감안할 때, 소 트웨

어의 측정을 통한 복잡도나 품질 요소들의 측정 기술에 

한 요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며, 재까지 다

양한 측정 기술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지 까지 시도된 측

정 기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측정 메트릭을 

통해 소 트웨어를 측정한다고 해도 측정 결과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수치  해석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 들은 정확한 소 트웨어 측정을 어렵게 하며 소

트웨어의 복잡도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개발과 유지보수를 더욱 힘들게 한다. 소 트웨어는 자

체 인 결함뿐만 아니라 더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해 

지속 인 유지보수와 기존 소 트웨어의 재사용을 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 트웨어의 정확한 측

정과 분석은 체 인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소 트웨어의 측정에 사용되

는 기법은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의 각 모

듈 는 클래스 사이의 향도를 측정하고 상호간의 의존

도와 력을 분석하여 기존 소 트웨어의 재사용성이나 

유지보수성을 증 시키기 해 합한 결합도 측정 방법

을 이용하여 소 트웨어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

한다.

 소 트웨어에서의 결합도는 모듈 는 클래스간의 의존

도를 의미한다. 처음으로 구조 인 개발을 해 결합도를 

도입한 Stevens et al의 결합도 정의를 따르면 “ 계 강도

의 측정은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로의 연결에 의해 설립

된다(the measure of the strength of association 

established by a connection from one module to 

another)”와 같다. 따라서 강한 결합도를 가진 모듈 는 

클래스는 이해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려우며, 시스템의 정확

도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1][2]. 객체지향 시스템에서 

결합도는 한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의 연결로서 설명 될 

수 있는데, 객체지향 개발 기법에서 클래스간의 계를 형

성하는 다양한 매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

기 어렵다. 기존의 개발 방법과는 이하게 객체지향 개발 

기법에서는 클래스들 간의 계가 매우 요하며, 이 계

를 어떻게 형성하고 구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는 시스

템 체의 성능이나 수행 속도, 복잡도 등을 결정하는 요

소이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인 원칙으로 사용되는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 원칙(High Cohesion, Low 

Coupling principle)은 소 트웨어의 유지보수성을 높이고 

객체지향 패러다임의 장 을 최 로 사용할 수 있다

(Larry Constantine, Edward Yourdon, 1970). 즉 객체지향 

설계의 목표는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이는 것이다

[3]. 소 트웨어의 품질을 최 한 높이고 유지보수성을 높

이기 해 최근에는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를 이용하

여 구성하는 디자인 패턴이나 Mashup, SOA 등의 설계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소 트웨어 설계에 용한다고 해도 가장 합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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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어느 객체의 계에 새로운 방법을 용시킬 것

인지를 결정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결합도 측정 메트릭

을 이용하여 클래스들 사이의 계를 측정하고 각 클래스

들의 향도 측정을 통해 소 트웨어 내부의 복잡도와 성

능, 정확도를 도출해내는 일종의 로세스를 제안한다. 

한 설계 단계에서 측정되는 정  메트릭 측정 방법이 아

닌 수행과 테스트 단계에서 측정되는 동 인 측정을 하기 

해 실제 소 트웨어의 향도를 측정하기 한 실험 집

합을 생성해주는 Taguchi Method를 사용한다. 

2. 련 연구

2.1. SVM

   SVM은 1998년 통계학자인 Vapnik에 의해 개발된 학

습기법으로, 입력공간과 련된 비선형문제를 고차원의 특

징공간의 선형문제로 응시켜 나타내기 때문에 수학 으

로 분석하는 것이 수월하다[11]. 한, SVM은 조정해야 

할 라미터의 수가 많지 않아 비교  간단하게 학습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  

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과 합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

며, 볼록 함수를 최소화하는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로

벌 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에서 인공신경망과 비교해 

더 성능이 좋은 기계학습기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SVM의 작동 원리는 크게 2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maximum margin classification’의 원리이다. 

SVM은 기본 으로 서포트 벡터라 불리는 두 집단의 경

계에 있는 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분류기

(classifier)를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을 

가장 잘 나  수 있는 선형 분류기를 선형 으로 제약된 

이차계획(QP) 문제(linearly constrained quadratic 

programming)로 정형화하여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다[4].

 두 번째 SVM의 핵심 작동원리는 ‘고차원 공간으로의 데

이터 치이동(mapping data into higher dimensional 

space)’이다. 차원 공간에서 선형 분류기로 분류되지 않

는 문제들도 보다 높은 차원의 공간으로 사상시킬 경우, 

선형 분류기로 더 잘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SVM의  

다른 핵심 작동원리이다[4].

2.2. 결합도(Coupling) 

결합도는 모듈 는 클래스들이 상호 의존하는 정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모듈이나 클래스들 간의 결합도를 최소화

시켜야 모듈의 독립성이 증가되며, 시스템 체의 성능이 

좋아지고 복잡도가 어든다. 그러나 두 개의 모듈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상호간의 메시지 송이 잦고, 주고받는 

데이터들의 수가 많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에 이해도가 떨

어지며, 복잡도가 증가하고 객체지향 패러다임에서 하

게 설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5]. 

결합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지 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각각의 결합도 측정 방법은 다양하게 소 트웨어의 

결합도를 측정하며 측정 결과 한 각 소 트웨어를 이해

하는 방식 로 도출된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도 측정을 

한 메트릭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MM(Method-Method interaction)

MM(Method-Method interaction)은 클래스 C에서 구 된 

클래스 D의 정  호출 메소드나 는 같은 메소드에 포인

터를 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MM은 정의에서 분명하게 호

출의 빈도를 계산하지 않고 클래스 메소드나 시그니처(문

법)을 통해 계산되므로 정  결합도 측정 방법에 해당한

다. 이 MM의 측정 메트릭의 일반화 공식은 다음과 같다

[6].

∑
∈

=
)(Re

),()(
ij clationshipc

jii ccnInteractiocMetroc
………(1)

-IPC(Information Flow-based Coupling)

IPC(Information Flow-based Coupling)는 메소드를 호출

하는 수를 카운트하여 클래스들의 가 치를 매개변수의 

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정보흐름에 기반한 커 링 측

정 방법이다. 클래스 사이의 정보흐름, 즉 메소드 호출의 

빈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기도 하자만 객체 호출에

서 클래스의 메소드로부터 계산되기도 한다[7].

-MPC(Message Passing Coupling)

MPC(Message Passing Coupling)은 다른 클래스에서 한 

클래스의 메소드에서 호출하는 문장의 개수로 결합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메시지 송의 문장은 실제 객체의 메

소드 호출의 실행 수를 반 하지 않는다[8].

-RFC(Response for Class)

RFC(Response for Class)는 클래스의 반응을 나타내는 원

소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반응 집

합(Response set)은 모든 지역 인 메소드에서 다른 지역

인 메소드를 호출하는 클래스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RFC는 지역 메소드와 이 지역 메소드에서 호출하는 따른 

지역 메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9].

-CBO(Coupling Between Objects)

Chidamber et.al.은 결합되어 있는 클래스의 개수로서 객

체 사이의 결합도인 CBO(Coupling Between Object)를 정

의하 다. 좀 더 추가 으로 정의하자면 “두 클래스는 한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는 인스턴스 변수의 메

서드가 다른 클래스에 의해 정의되면 결합된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측정 방법은 실행되는 동안의 호출의 개수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동 인 결합도 측정 척도는 아니지

만 호출된 메소드의 변수의 개수로 계산된다[8].

-DIT(Depth of Inheritance Tree)

DIT(Depth of Inheritance Tree)는 클래스의 상속 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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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구조에서의 치를 측정하는 메트릭이다. DIT 메

트릭이 클수록 클래스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진다. 

최상  루트 클래스의 경우 DIT는 0이 된다[9].

-NOC(Number of Children)

NOC(Number of Children)는 재 클래스에서 연 된 자

식클래스를 측정할 수 있는 메트릭이다. DIT가 계층  구

조에서 클래스의 치를 측정하는 메트릭이라면 DIT는 

직 으로 연 된 자식 클래스의 개수를 가지고 측정하

는 방법이다[9].

-CP(Coupling Factor)

CP(Coupling Factor)는 결합도를 메시 달 는 클래스 

인스턴스간의 의미있는 연결로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동

 결합도 측정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CP는 클래스들의 

상호작용에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결합도 측정 방식이다. CP는 다음 식2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10].

T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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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aguchi Method 

  Taguchi Method는 실제 실험의 견고한 설계를 통해 과

정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통해 변화를 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Taguchi Method의 목 은 

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결과를 생산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 Taguchi Method는 Genichi Taguchi에 의해 개발되

었으며, 서로 다른 매개 변수를 통해 로세스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성능의 특성을 평균과 분산에 미치는 향

에 해 조사하기 해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Taguchi Method의 실험 설계 배열을 설정하는 선택기는 

아래의 [표 1] 과같다[12].

[표 1] Taguchi method orthogonal array Selector

3. 소 트웨어의 향력 측정  분석

3.1. 소 트웨어 사용자 패턴 추출

  본 연구는 소 트웨어의 결합도 측정 메트릭을 이용하

여 소 트웨어의 수행 의 객체간의 상호작용과 향도를 

분석하여 실제 특정 객체의 력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

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분석을 한 시스템을 설계 하

다.

우선 첫 번째로, 소 트웨어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패턴을 추출하여 동작하는 도  다른 객체와의 계를 이

루고 호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 트웨어의 실제 실

행 상태에서의 객체들간의 상 계를 분석한다. 이에 따

라 소 트웨어의 정  분석에서 사용되는 클래스 다이어

그램의 결합도 분석과는 다르게 실제 사용자의 사용 사례

를 통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도출해내기 어려운 실

제 사용 향도 그룹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설계 단계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실제 소 트웨어의 사

용 빈도에 따라 요도와 향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 소 트웨어의 향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소 트웨어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소 트웨어가 동작하는 도 의 객체들의 계와 

호출 계를 정의해야 한다.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패턴은 결국 사용자가 

소 트웨어에 어떠한 입력 값을 정의하여 입력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패턴을 추출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형태와 원하는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로

세스를 거치게 된다. 사용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 트웨

어에 근하여 소 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며, 소 트웨어 

내의 각 모듈이 상호 작용하면서 결과를 나타낸다. 각 사

용자가 소 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실행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0

i

ba

MFxxsuserproces

TMi

mmM

==
≤<

→=

…………………(3)

 다양한 사용자의 useprocess가 모이게 되면 각 사용자의 

사용 벡터를 통해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여러 사용 벡

터를 통합하여 군집화 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사용 벡

터를 통합하여 SVM을 이용하여 유사한 패턴을 추출해 

내고 나면 특정 군집 단 로 주요한 useprocess를 추출하

여 동  결합도를 측정할 시나리오로 표 한다. 체 체 

흐름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용 흐름 클러스터링 과정

3.2. 시나리오 분석

  이  단계에서 소 트웨어의 사용 로세스 벡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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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명

scenario 사용자 패턴 추출을 통해 결정된 테

스트 시나리오

useprocess 사용자의 사용 흐름을 형식화 한 형

태로, 클러스터링을 거친   후 각 군

집들을 표할 수 있는 사용 흐름을 

의미한다.

Moduleprocess 시나리오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모

듈의 내부 동작 을 정의한 요소

용하여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 추출하 다. 그 결과를 

실제 결합도 측정을 한 시나리오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의 실제 

수행 단계의 결합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하나

의 시나리오가 수행되는 동안 소 트웨어의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한 각 기능을 실행 가능하게 하기 해 소

트웨어의 내부 인 실행 흐름을 정의한다. 사용자의 사

용 시나리오의 형태는 아래의 [표 2]과 같다.

[표 2] 시나리오 형식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사용 흐름에 따라 클러스터 기법

을 통해 군집화한 그룹을 특정할 수 있는 표 인 사용 

흐름을 선택한 것으로 각 그룹의 평균을 나타내는 사용 

흐름이다. 이 사용흐름을 통해 각 그룹의 표 인 시나리

오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내부 인 모듈의 동

작을 서술한다. 두 번째로 useprocess는 시나리오를 표

하는 벡터 형태의 정보로서 실제 모듈이 동작하는 시간 

흐름과 순서를 표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Moduleprocess는 시나리오의 흐름에 맞게 모듈 내부의 동

작을 상세히 서술한 내용으로 sequence diagram으로 표

한다. Sequence diagram은 실제 모듈 내부의 동작 방식을 

클래스 단 의 메시지 송까지 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 트웨어의 내부 실행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표 하는 

방식이다.

3.3. 수행 단계의 향도 측정

  실제 소 트웨어의 사용자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향

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수행 모듈의 각 라미터에 따라 

변화하는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aguchi Method의 실험 설계를 통해 실제 

모각 모듈의 기본 실험 집합을 설정하고 그 수행 결과를 

통해 결합도를 측정한다. Taguchi Method의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다.

 이  단계에서 추출된 사용자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모

듈의 개수를 라미터로 설정하고 각 모듈의 입력되는 변

수를 Level로 설정하여 Taguchi Method의 실험 설계 메

소드(Taguchi method orthogonal array Selector)를 결정

한다.

[표 3] 사용자의 사용 흐름 시나리오

수행 모듈 입력 값 Level

Class1 문자열(String) “abc”, “bbb”,   “ccc”

Class2 상수(int) 50,   100, 150

Class3 상수(int) 15, 55,   75

Class4 객체(Class3) Objec1,   Object2

만약 사용자의 사용 흐름 시나리오가 의 [표 3]과 같다

면 Taguchi Method를 이용한 실험 설계는 표1에서 

Taguchi Method를 이용한 실험 설계 선택기의 내용과 같

이 L9를 사용한다. 입력값은 Taguchi Method에서 Level

을 의미하며, 각 수행 모듈은 입력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

으므로 1~5개의 표 값을 통해 실험을 수행한다.

 Taguchi Method에 따른 실험 설계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Taguchi Method 실험 설계

Experiment Class1 Class2 Class3 Class4
1 “abc” 50 15 Objec1
2 “abc” 100 55 Objec2
3 “abc” 150 75 Objec1
4 “bbb” 50 55 Objec2
5 “bbb” 100 75 Objec1
6 “bbb” 150 15 Objec2
7 “ccc” 50 75 Objec2
8 “ccc” 100 15 Objec2
9 “ccc” 150 55 Objec1

 실험 결과는 수행되는 동안의 소 트웨어의 성능과 수행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실험 결과에 따라 Taguchi 

Method의 향도 측정 방법에 따라 가장 큰 향력을 가

진 모듈을 추출할 수 있다.

[표 5] 실험 측정 결과

Experiment 수행 시간(초)
1 18.1
2 19.54
3 12.3
4 11.9
5 19.3
6 20.21
7 15.97
8 24.3
9 22.5

 만약 수행 결과가 [표 5]와 같이 측정되었다면, 그에 따

른 향도 측정은 아래의 계산과 같다.

|1|

)1,1(

)1,1(Re
Level

LevelClassExperiment

LevelClasssult
∑

=

28.464.1692.20)1()1( =−=−=Δ ClassMinClassMax ……(4)

- 1001 -

제3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1호 (2013. 5)



[표 6] 향도 분석 결과

Level Class1 Class2 Class3 Class4

1 16.64 15.32 20.87 18.5

2 17.13 21.04 17.98 18.384

3 20.92 18.33 15.85

Δ 4.28 5.72 5.02 0.016

Rank 3 1 2 4

3.4. 결합도 분석

 의 시에서 향도 분석을 통해 Class2가 소 트웨어 

사용자 사용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향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Class2와 련된 클래스들 사이의 결

합도를 분석하여 가장 큰 향도를 가진 Class2와 어떤 

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으

로 클래스간의 결합도 측정을 해 소개되었던 결합도 측

정 메트릭인 CP와 MM를 결합한 형태인 식3을  사용하여 

각 클래스간의 결합도를 측정한다. 결합도 측정을 한 후에 

실제 향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 소 트웨어의 

수행 도  가장 큰 향력을 가진 모듈의 향도가 어디

까지 력을 가지는지를 확인한다.

∑
∈

=
)(Re

),()(
ij clationshipc

jii ccnInteractiocMetroc

TCTC

cMetroc
cCP

i

TC

i
j −
=
∑
=

2

1

)(

)( …………………………(5)

 [표 3]의 사용자 사용 로세스를 통해 향도를 측정한 

결과 Class2의 향도가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CP결

합도 측정을 통해 메트릭을 구성했을 경우 아래의 [표 7]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표 7] 결합도 측정

Class2

Class1   CP
%35

)1,2(
2

=
−TCTC

ClassClassMetroc

Class1   CP
%25

)3,2(
2

=
−TCTC

ClassClassMetroc

Class1   CP
%30

)4,2(
2

=
−TCTC

ClassClassMetroc

 향도 분석 결과 소 트웨어의 동작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모듈이 Class2 다. 그 결과를 통해 Class2가 다른 

모듈에 미치는 향도의 실제 인 결과를 CP와 MM의 결

합도 측정을 통해 표 7과 같이 표  된다. 이에 따라 향

도를 분석한 후에 실제 으로 가장 큰 향도를 가진 모

듈이 다른 모듈과 어느정도 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3.5. 향도 분석 시스템 아키텍처

지 까지의 소 트웨어 동작 향도 분석 과정을 아키텍

처로 표 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스템 아키텍처

처음 사용자 그룹에서 소 트웨어의 사용 패턴을 추출한 

후 그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사용 시나리오를 

만들게 된다.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통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소 트웨어

의 동작 당시의 향도와 결합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한 작성된 시나리오를 통해 사용 시나리오의 동작을 수

행하는 모듈들의 라미터와 그 결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실험 집합을 만들 수 있는 Taguchi Method로 실험 집합

을 생성한다. 생성된 실험 집합을 가지고 소 트웨어의 수

행 결과를 통해 향도 측정과 결합도 측정을 수행하고 

분석한다. 이 게 측정된 향도와 결합도의 결과를 통해 

소 트웨어에서 특정 모듈이 체 소 트웨어의 동작에서 

어느 정도까지 향도를 미치고 력을 가지게 되는지

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

를 가정하여 향도와 결합도 측정을 수행하 지만 실제 

사용자의 소 트웨어의 동작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여러 

개의 사용 패턴을 통해 측정을 하고, 그 측정 결과를 통합

하여 분석한다면 체 소 트웨어의 분석이 가능해 진다.

5. 결론

  지 까지 소 트웨어의 실제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추

출하고 그 패턴을 통해 소 트웨어의 각 모듈의 상  

계와 향도, 결합도를 분석하여 실제 소 트웨어의 동작 

도  어떤 모듈이 가장 큰 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

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사용자의 사

용 사례를 통해 패턴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실험 데이터

를 만들어 실제 소 트웨어의 내부 모듈간의 계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정  소 트웨어의 측

정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소 트웨어의 결함을 추출하

거나 소 트웨어의 재사용성, 유지보수성을 증 시킬 수 

있게 된다.

  향후 연구로는 실제 소 트웨어의 시스템이 본 제안 시

스템을 용시킴으로써 어느정도의 효용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 인 측면에서의 소 트웨어의 향

도를 측정  실험함으로써 기존의 정  결합도 측정 메

트릭과의 비교 분석을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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