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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의 용 분야가 다양화되면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다양화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시간, 산, 인력 문제로 고품질의 소 트웨어 개발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해 거시 시스템의 모듈을 재사용하여 고품질화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정  분석 기반의 

재사용 모듈/덩어리 식별만 이루어졌지만, 실제 실행 환경에서 용되는 동  분석 기반의 재사용 식별이 

더욱 요하다. 이를 해, 재사용 메트릭을 정의하고 재사용 모듈/덩어리 자동식별  가시화를 제안한다. 
이는 새로운 로젝트 개발의 재사용성을 높여, 신뢰성과 생산성 향상시키고 품질 개선에 기여한다.

1. 서론

최근 소 트웨어의 생산성은 시장 환경 변화와 

요구사항의 다양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1]. 이를 

해결하기 해 재사용성, 유지보수성, 품질, 생산성, 

효율성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에서도 

소 트웨어 재사용성은 새로운 로젝트 개발에 거시 

시스템을 재사용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거시 시스템들은 재사용을 해 

설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성 분석이 어렵다[2]. 

따라서 거시 시스템에서 재사용에 합한 모듈/

덩어리를 식별해야하고 해당 모듈의 할당 크기, 빈도 등의 

요소가 요한 역할을 한다[3]. 이런 측면에서 모듈의 

재사용성은 시스템의 정  요소인 소스 코드 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 환경에서 객체의 메모리 할당 크기와 빈도 

같은 동  요소 한 고려해야한다. 

이 논문은 소 트웨어 내의 재사용 모듈을 자동 

식별하여 재사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품질 지표인 

응집도와 결합도를 측정하여 해당 모듈의 모듈화를 

확인하고, 객체 할당 크기와 빈도를 기반으로 재사용에 

합한지 식별  가시화한다. 다음 장은 련 연구로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된 오  소스 Hprof, CharJS를 

설명한다. 3장은 모듈화 메트릭, 재사용 메트릭을 

정의한다. 4장은 시스템의 체 구성도와 자동 추출 

가시화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  향후 

연구를 언 한다.

2. 련 연구

2.1 Hprof

Hprof는 IBM에서 제공하는 로 일러로 heap, cpu 

로 일링 정보를 제공한다. 커맨드 창에서 java 

명령어를 통해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 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종료 시에 분석 결과 일이 생성된다. 생성된 

데이터는 텍스트 는 바이 리 형식일 수 있다. 이런 

텍스트 형식의 결과 일을 사용한다. 그림 1은 실제 

로 일링 결과 텍스트 일이다. 동 인 경로를 추 할 

수 있고 heap, cpu의 순 를 제공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코드의 경로를 추 할 수 있다[4]. 

그림 1 hprof 결과 데이터

2.2 ChartJs

ChartJs는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해 수치 데이터를 

차트로 나타내는 오  소스이다. 8개 유형의 차트를 

제공하고, 모든 라우 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기타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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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집도&결합도의 재사용 수&가 치
그림 3 재사용 메트릭

라이 러리 D3, HighCharts, Chartist와 비교해보면 Radar, 

Bubble 등의 다양한 차트 유형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차트 

유형을 직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기능을 

수행하는 러그인들이 많은 장 이 있다[5].

3. 메트릭

3.1 모듈화 메트릭

재사용성에서 모듈화는 가장 요한 토픽  하나이다. 

모든 모듈이 재사용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에 

해 정의되고 외부 모듈에 은 향을 받는 모듈이 

재사용에 합하고 이를 식별하기 해 모듈화를 측정해야 

한다[6]. 이를 한 두 가지 핵심 개념은 응집도와 

결합도이다. 응집도는 하나의 모듈의 내부 컴포 트들이 

하나의 기능과 련된 정도를 의미한다.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이 제 로 분산되지 않아서 재사용하기 

어렵다. 결합도는 모듈 내의 컴포 트들이 외부 모듈과의 

상호 의존된 정도를 의미한다. 상호 의존성이 높으면 작은 

변경이 외부 모듈에 큰 향을 미친다[7].

응집도가 높을수록 결합도가 낮을수록 재사용에 

합함을 기반으로 재사용 수를 정의한다. 표 1은 응집도와 

결합도의 재사용 수이다. 수는 재사용에 합할수록 1씩 

증가하고, 가 치는 수의 편차를 주기 해서 1을 

기 으로 각 항목의 수로 나 어 정의하 다[8].

그림 2는 재사용 수와 가 치를 이용한 모듈화 

메트릭이다. 각 응집도, 결합도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값을 

0~1사이로 표 화시킨다. 간수치인 0.5보다 수가 높을 

경우 재사용에 합하다고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8].

그림 2 모듈화 메트릭

3.2 재사용 메트릭

정  분석을 통한 모듈화 메트릭 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 환경에서의 동  분석도 고려해야한다[9]. 이 때, 

객체 메모리 할당 시 크기와 빈도가 요하다. 객체의 

크기가 큰 경우 여러 가지 기능과 련이 있을 수 있고, 

상속과 같은 객체 지향 인 특성으로 인해 재사용하기 

해서 상속 클래스 한 사용해야 한다. 할당 빈도가 

높은 객체는 해당 소 트웨어에서의 재사용성이 높고, 

기존 소 트웨어와 유사한 로그램에 재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객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빈도는 높을수록 

재사용에 합하다. 모듈화와 마찬가지로 각 수치를 

표 화하여 사용한다.  

모듈화 메트릭과 동  분석을 통한 크기와 할당 빈도 

수치를 사용하여 재사용 메트릭을 정의한다.  그림 3은 

재사용 메트릭이다. 표 화한 응집도와 결합도 수치의 

평균에 크기와 할당 빈도의 표 화를 가 치로 사용한다. 

크기는 클수록 재사용에 부 합하기 때문에 (1-0.x)를 

곱하여 재사용 수치를 감 시키고, 할당 빈도가 높을수록 

재사용에 합하기 때문에 (1+0.x)를 곱하여 재사용 

수치를 증가 시킨다. 

4. 재사용 객체 식별 시스템 구축

4.1. 시스템 구성도

재사용 모듈을 자동 식별하여 가시화하는 Tool-Chain을 

구성한다. 오  소스를 이용하여 정 /동  분석을 

수행하고 그 산출물을 기반으로 재사용성을 측정한다.  

그림 4는 체 구성도이다. 자바 기반의 타겟 코드를 

입력하면 정  분석과 동  분석을 통해 ASTM 일과 

텍스트 일을 추출한다. 이 일들을 구조화하여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변수와 메소드의 정보는 Component, 

메소드 간의 호출과 객체 생성 정보는 Link, 응집도와 

결합도는 각각 Cohesion, Coupling, 사이즈와 할당 빈도는 

Profiling 테이블에 구조화하여 장한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Graphviz와 ChartJS를 이용하여 체 

로그램 구조와 차트로 가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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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 체 구성도

4.2 자동 추출 가시화

자동화 도구를 통해 가시화한 결과는 체 로그램 

구조 그림 일(.png)와 로 일링 결과 차트(.html)로 

추출된다. 가시화하기에 앞서 그림 5는 모든 가시화 

노드와 계의 종류를 정의한다. 클래스는 테이블 형태의 

노드로 선언된 변수와 메소드 정보를 나타낸다. 상단 행은 

클래스 이름을 나타내고 동  분석에서의 객체 할당 

사이즈와 빈도를 표시한다. 하단의 메소드에는 각 응집도 

재사용 수를 표기한다. 클래스 간의 계는 상속, 호출, 

객체 생성 계로 구분하고 결합도 재사용 수와 호출 

빈도가 표기된다. 사용된 API는 서 그래 로 묶어서 

나타낸다. 재사용에 부 합한 응집도와 결합도는 

빨간색으로 가시성을 높 다. 

그림 5 가시화 노드 & 계 종류

가시화 타겟 코드는 M-PVMS(Metamodel based Photovo

ltaic Monitoring System)이다. 태양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로컬과 서버의 통신을 해 이종 데이터의 메타모델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10]. 그림 6은 동  분석 결과 

데이터인 객체 할당 크기와 빈도를 가시화한 차트이다. 

꺾은선은 객체의 할당 빈도를 막 는 객체의 크기를 의미한다. 

ImageButton객체는 크기는 보통이지만 할당 빈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재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GaugeFigure, StringData

객체는 크기가 작고 빈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사용에 

합하다. 그림 7은 [11]의 확장 연구 결과로 동  분석과 

정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 로그램 구조를 가시화 

한 그림이다. 규모 로그램이지만 가시화를 통해 어떤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듈화가 가능한 객체를 응집도와 

결합도를 통해 식별할 수 있고, 해당 객체의 크기와 

빈도로 재사용에 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사용의 

단 는 하나의 객체인 단일 모듈과 하나 이상의 객체들의 

복합 모듈로 나 어진다. StringData객체의 경우 표 화시킨 

응집도와 결합도 재사용 수의 평균을 구하고, 사이즈와 

할당 빈도로 가 치를 계산하면, 그 결과 R수치는 0.5이상으로 

재사용에 합한 단일 모듈로 식별된다. ImageButton객체는 

동  할당에서 제일 할당 빈도가 높은 객체로 재사용 

메트릭에 의해 마찬가지로 재사용에 합하다고 단된다. 

하지만, GaugeFigure객체와 높은 결합도 갖고 있어 단일 

모듈로 재사용이 어렵다. 이 때, GaugeFigure 한 

재사용 메트릭에 의해 재사용에 합다고 단되므로 두 

객체를 복합 모듈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림 6 객체 할당 크기 & 빈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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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체 로그램 가시화[11]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객체 지향 로그램에서 재사용 메트릭을 

통해 재사용 객체/덩어리 자동식별  가시화 시스템 

제안한다. 정의된 재사용 메트릭은 응집도와 결합도를 

기반으로 하고 추가 으로 동  분석의 객체 메모리 할당 

크기와 빈도를 용한다. 가시화 결과로 재사용에 합한 

단일/복합 모듈 식별이 가능하다. 식별된 모듈의 재사용을 

통해, 새로운 로젝트의 신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향후에는 재사용 벨을 코드 

벨이 아닌 상  벨로 확장하여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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