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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metric-based classification models have been proposed to predict fault-proneness of software module. This 

paper presents two prediction models using Bayesian classifier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modern classification 

algorithms. Bayesian model based on Bayesian probability theory can be a promising technique for software quality 

prediction. This is due to the ability to represent uncertainty using probabilities and the ability to partly incorporate 

expert's knowledge into training data. The two models, NaïveBayes(NB) and Bayesian Belief Network(BBN), are 

constructed and dimensionality reduction of training data and test data are performed before model evaluation. 

Prediction accuracy of the model is evaluated using two prediction error measures, Type I error and Type II error, 

and compared with well-known prediction models,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model and support vector machine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prediction performance of BBN model is slightly better than that of NB. For the 

data set with ambiguity, although the BBN model's prediction accuracy is not as good as the compared models, it 

achieve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compared models for the data set without ambig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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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 트웨어 품질 측은 분석이나 설계와 같은 

개발 기 단계의 산물을 사용하여 소 트웨어 개

발 산물의 품질 인자들을 측하는 작업이다. 기

존의 연구들을 보면 측하려는 품질 인자는 부

분 소 트웨어 결함에 련된 것들이었으며 구  

시 발생하는 정확한 결함 수 측보다는 결함 발

생 유무를 측하는 결함경향성 측에 한 것들

이 부분이었다. 이는 정확한 결함수를 측하는 

모델을 제작하기 어렵다는 과 결함경향성 단 

만으로도 충분히 개발 로세스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에 기인한다. 따라서 부분의 

품질 측 모델들은 메트릭 벡터들로 설계 개체들

을 정량화 한 후 이들을 험 그룹과 비 험 그룹

으로 분류하는 분류 모델들이었다. 설계 개체의 

험도(criticality)란 개체가 구 되었을 때의 결함

경향성을 의미한다[1]. 이들 측 모델들은 주로 

과거에 얻은 험도 결과 데이터를 학습하여 재 

로젝트에 사용하는 훈련 모델들이었으며 훈련 

알고리즘으로는 복잡한 통계 기법들이나 인공지능 

기법들을 사용하 다.

험도를 측하는 모델은 구  소 트웨어에서 

결함을 많이 일으킬 부분들을 기 단계에서 미리 

찾아 한 자원 할당을 가능  함으로써 소 트

웨어 개발 체 비용을 낮추고 구 된 소 트웨어

의 품질을 높여 다. [2]는 이와 같은 장 들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하 다.

•높은 신뢰성을 갖춘 시스템 구축

•문제 모듈에 집  통해 테스트 로세스 개선

•여러 설계 안들  최 안 결정

•문제 모듈들을 리팩토링 후보로 결정

•테스트 로세스 개선을 통한 품질 개선 

품질 측 모델들에 한 필요성은 리 인식되

었지만 2000년  까지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국제 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1980년

 후반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5개 미만의 연구

가 발표되었으며 연구 논문이 한 개도 발표되지 않

은 해도 많았다. 하지만 2000년  반으로 오면서 

매년 10개에 가까운 연구가 발표되었고 2005년 이

후에는 그 수가 격히 늘어나고 있다[2]. 이 이유

는 공개 데이터 집합의 등장 때문이다. 부분의 

측 모델들이 훈련 데이터 집합을 필요로 하는 훈

련 모델이다 보니 모델 제작을 한 데이터 집합이 

필요한데 2000년  반까지는 매우 극소수의 집단

만이 자신들의 데이터 집합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하지만 2000년  에 NASA IV&V 메트릭스 

데이터 로그램1)의 데이터가 공개되고 2005년

에 소 트웨어 측 모델에 련된 공개 데이터 

집합들을 리하는 PROMISE 포지토리2) 운

이 시작됨으로써 이들을 사용한 연구가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많은 연구들이 행해져왔지만 하나의 연

구 결과를 보고 어느 모델이 타 모델보다 일반 으

로 낫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훈련 모델들은 

훈련 데이터 집합의 특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

다[3]. 본 논문의 목 은 최근까지 측 모델 연구

들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인 Naïve Bayes(NB) 

분류기와 그다지 많은 연구가 행해지지는 않은 Ba-

yesian Belief Network(BBN) 분류기를 [4, 5]에서 

사용한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해당 데

이터 집합에서 좋은 성능을 보 던 역  신경망 

모델(BPM)  Support Vector Machine(SVM) 모

델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베이지안 분류기는 모델의 입력 메트릭 속성들

과 출력 속성 사이의 확률  계를 모델링하기 

해 베이스 정리를 사용하며, 각 입력 속성 값에 

한 출력 속성의 사후 확률을 계산하여 높은 확률

을 갖는 쪽으로 입력 개체를 분류한다. 입력 속성

들의 의존성 허용 여부에 따라 NB와 BBN 두 가

지 모델로 나뉘며, 두 개의 베이지안 모델들을 모

1) http://mdp.ivv.nasa.gov.

2) http://promise.site.uottawa.ca/SE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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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 한 연구들은 매우 었지만 그  본 논문

의 요한 연구 동기를  것은 [6]의 결과이다. 

[6]은 SVM 모델의 유용성을 보이기 해 NASA 

데이터 집합들  4개의 로젝트 데이터를 이용

해 SVM을 포함한 9개의 모델을 구축하고 그들의 

성능을 Accuracy, Precision, Recall, F-measure의 

네가지 결과 값으로 평가하 다. 그 결과 베이지

안 모델은 다른 측정치에서는 좋은 성능을 나타내

지 못했지만 Precision에서는 두 베이지안 모델들

이 네 개 로젝트 모두에서 SVM보다 유의미하

게 나은 성능을 보 다.

제 2장에서는 최근까지 연구된 표 인 품질 

분류 모델들과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한 모델들

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베이지

안 모델의 특성과 구축 방법에 해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성능 실험에 사용할 데이터 집합과 훈

련  검증 결과로 구성된 측성능 실험 결과에 

해 언 하고 제 5장에는 결론에 해 기술한다.

2. 품질 측 모델

수많은 품질 측 모델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모델들을 몇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것이 필

요하다. [7]은 결함경향성 측 모델을 분류하기 

한 분류 임워크를 정의하고 모델 입력 메트릭 

형태와 훈련 데이터 집합의 필요 유무라는 두 개

의 기 에 의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의 의미 있

는 모델 타입을 정의하 다.

•VI-SL(Vector Input-Supervised Learning)

메트릭 벡터 입력 모델이면서 감독형 모델인 

경우

•VI-UL(Vector Input-Unsupervised Learning)

메트릭 벡터 입력 모델이면서 비감독형 모델인 

경우

•SI-AC(Scalar Input-Automatic Classification)

스칼라 메트릭 입력 모델이면서 비감독형 모델

인 경우

•SI-HC(Scalar Input-Human Classification)

스칼라 메트릭 입력 모델이면서 사람이 분류하

는 모델인 경우

감독형 모델은 모델을 학습시킬 훈련 데이터가 

존재하여 감독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작한 모

델이며, 비감독형 모델은 훈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클러스터링 등의 비감독형 알고리즘을 사용

하는 모델이다.

기존에 제안된 수많은 품질 측 모델들은 부

분은 VI-SL 모델들이다. 사용된 훈련 알고리즘들

은 별분석, 선형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등과 같은 통계 기법이나 분류트리, 랜덤포리스트, 

역  신경망, CBR(Case Based Reasoning), SVM 

등과 같은 인공지능 기법들이다[2, 8]. 이들의 문제

은 부분의 개발 집단이 훈련 데이터 집합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한된 형태로 보유하여 실

제 개발 집단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

사 훈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거에 얻은 

훈련 데이터가 재 로젝트와 비슷한 분포를 가

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VI-UL 모델은 VI-SL 모델의 문제 을 해결하

기 한 모델이다. 입력 속성들에 한 결과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입력 값을 분석하여 결과를 얻으

려면 문가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VI-UL 모델은 

완  자동화하기 어려우며 VI-SL 모델에 비해 

측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극소수의 연구들

이 존재한다. [4]는 SOM 신경망을 사용하여 입력 

벡터들을 클러스터링 한 다음, 나 어진 클러스터

들을 문가가 보고 각 클러스터들의 성질( 험도 

여부)을 결정하는 모델을 제안하 다. [9]는 K- 

means와 Neural-Gas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이

와 유사한 모델을 제안하 으며 [10]에서는 더 정

확한 K-means 클러스터링을 해 기 클러스터 

치를 지정해주는 기법을 사용하 다. [2]는 품질 

측 모델 연구의 요한 최근 방향  하나로 

VI-UL 모델에 한 연구를 언 하 다.  다른 

새로운 연구 방향은 제한된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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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델 구축에 한 것이다. 즉 정확한 모델을 만

들기에는 충분치 않은 훈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

우이며, 출력 결과 값을 모르는 데이터가 결과 값

을 아는 데이터와 함께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학습하기 

해 세미 감독형 학습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11]

은 EM(Expectation Maximization) 기법을 사용하

으며, [12]는 Naïve Bayes 알고리즘을 세미 감

독형 측 모델 구축에 사용하 다.

베이지안 모델을 사용하여 결함경향성을 측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13]의 자들은 NASA 데

이터 집합의 요 로젝트 데이터들을 정제해 

PROMISE 포지토리에 등록한 연구 그룹으로, 

정제한 데이터들을 사용해 Naïve Bayes 모델이 고

성능 의사결정트리 알고리즘인 J48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냄을 보 다. 이 연구를 더 많은 로젝트

로 확장한 [3]에서도 입력 데이터에 logNum 필터

링을 사용한 Naïve Bayes 모델이 OneR과 J48 모

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 다. 이들은 실험에 일반

으로 쓰이는 10 교차검증 방법을 발 시킨 10×10 

교차검증(10×10-way cross evaluation)을 사용하

다. 이외에도 Naïve Bayes 모델을 실험에 사용

한 연구는 여러개 있었지만 [6]과 같이 다른 모델

들과 성능을 비교하기 한 비교 모델로 사용된 것

들이었다. Bayesian Belief Network을 결함경향성 

측에 사용한 연구는 Naïve Bayes를 사용한 연

구들보다 다. 그 이유는 Naïve Bayes 모델은 구

축이 매우 용이한 반면 Bayesian Belief Network 

구축은 문가의 지식이 필요하고 자동 구축 알고

리즘을 사용해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14]는 

소 트웨어 산물 메트릭, 로세스 메트릭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보값들과 결함 품질들

의 인과 계를 나타내는 임워크를 제안하 다. 

임워크의 한 부분으로 객체지향 메트릭들을 

입력으로 받아 클래스의 결함수와 결함경향성을 

측할 수 있는 모델을 Bayesian Belief Network으

로 구축하 으며 각 노드의 조건부 확률 도 함

수를 표 하기 해 선형, 포아송,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 다.

3. 모델 구축

3.1 Naïve Bayes 분류기

X와 Y를 확률변수라 할 때 이들의 결합 확률 

P(X = x, Y = y)는 X가 x값을 갖고, Y가 y값을 

가질 확률을 의미한다. X가 x값을 갖는다는 조건 

하에 Y가 y값을 가질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 하

며 P(Y = y|X = x)로 표 한다. X와 Y에 한 결

합 확률과 조건부 확률의 계는 다음과 같다.

        (1)

식 (1)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베이스 정리라 한다.

  
 

 (2)

품질 분류 모델에서 n개의 입력 메트릭 변수들을 

n개의 확률 변수    ⋯ 라 하고 이들 입

력 변수들의 집합을 M이라 표 한다. 한 출력을 

나타내는 변수를 확률 변수 FP라 하고 험 개체

인 경우는 1의 값을 비 험 개체인 경우는 0의 값

을 갖는다고 한다. 이런 가정 하에서 P(FP|M)는 

M값이 정해졌다는 조건 하에서의 FP의 확률이므

로 FP의 사후 확률이 된다. 분류 모델의 훈련 단

계에서는 훈련 데이터 집합에 존재하는 M과 FP

의 모든 조합에 하여 P(FP|M)를 학습하며, 검

증 데이터 T는 P(1|T)와 P(0|T)를 계산하여 더 큰 

확률 값을 갖는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식 (2)에서 확률 변수 X를 입력 메트릭 확률 변

수 집합인 M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3)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한 소 트웨어 품질 분류    215

검증 데이터 T를 분류하기 해 사후 확률을 비

교할 때 P(M)은 상수값이므로 무시할 수 있고, 

P(FP)는 훈련 데이터 집합의 각 개체값들의 비율

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P(M|FP)의 계산은 베

이지안 모델의 두 가지 형태인 NB와 BBN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NB의 가장 요한 특징은 FP 값이 주어졌을 때 

입력 메트릭 변수들이 조건부로 독립 이라 가정

하는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4)

식 (4)를 이용하면 식 (3)은 다음과 같다.

 








 (5)

즉 NB 분류기는 각 검증 데이터를 식 (5)의 분

자값을 더 크게 하는 그룹으로 분류한다. 만약 데

이터 T에 해 P(1|T) > P(0|T)라면 T는 FP = 1 

즉 험 그룹에 속하고, 반 이면 비 험 그룹에 

속하게 된다.

메트릭 가 몇 개의 한정된 값들  하나를 값

으로 갖는 분류 속성이라면   의 계산

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고  확률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부분의 메트릭 값들은 연속 인 

실수값들을 갖는다. 이러한 경우에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해서는 확률 분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의 평균을 , 표 편차를 라 할 때 의 분

포를 나타내기 해 다음과 같은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한다.

     








 


 (6)

3.2 Bayesian Belief Network 분류기

NB를 이용한 품질 분류기는 모든 입력 메트릭

들이 조건부로 독립되어야한다는 엄격한 가정이 

있다. 하지만 소 트웨어 개체를 정량화하는 입력 

데이터의 메트릭들은 어느 정도의 의존성이 존재

하는 경우가 많다. 를 들면 품질 측 모델에 많

이 사용되는 Halstead 메트릭들을 보면 부분 

로그램의 사이즈에 한 메트릭들이다. LOC, 로

그램 심볼수, 연산자 수 등은 연 성이 존재한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독립성 문제가 

분류기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했지

만[15], 이를 논리 으로 해결한 베이지안 분류기

가 BBN이다. BBN은 입력 속성들을 부분 으로만 

독립 이라고 명시할 수 있게 해 다. 

BBN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입력 변수들 사이의 

종속성 계를 표 하는 DAG(Directed Acyclic 

Graph)와 그래 에서 각 노드를 부모 노드들과 연

시키는 확률표이다. DAG의 각 노드는 속성을 

나타내며 노드 사이의 링크는 종속 계를 표 한

다. DAG 상에서 어떤 노드 A의 부모가 존재한다

면 A는 A의 자손이 아닌 노드들과 조건부로 독립

이다.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한 베이지안 모

델 분류기는 WEKA3)의 구 을 사용하 다. [그림 

1]은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 집합들  하나인 

훈련 1을 사용하여 BBN을 구축한 결과이다. 입력 

메트릭은(BRS, EBS, EBC, BP, BS, BR)이며 출력

은 FP이다. (a)는 최  부모 노드를 1개로 한 경우

이며, (b)는 2개 (c)는 3개로 한 경우이다. (a)는 입

력인 6개의 메트릭들이 모두 조건부 독립이며 이

는 NB 모델과 유사한 경우이다.

각 노드는 확률표를 가지고 있다. 노드 X가 부

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X의 확률표는 X의 사

확률 P(X)만을 포함하며, k개의 부모 {Y1, Y2, …, 

Yk}를 가지고 있으면 P(X|Y1, Y2, …, Yk)를 포함한

다. [그림 1]에서 세 가지 경우 모두 FP 노드는 부

3) WEKA(Waikato Environment for Knowledge 

Analysis). http://www.cs.waikato.ac.nz/～ml/w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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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없으므로 P(FP) 정보만 확률표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나머지 노드들은 조건부 확률 정보

들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a)의 BP 노드의 확률표

는 P(BP|FP)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지만 (b)의 BS 

노드는 FP와 BP를 부모로 가지고 있으므로 P(BS| 

FP, BP)의 값들을 확률표로 가지고 있어야한다. 

(b)의 그림에 나타낸 확률표가 그것이며 표의 첫

째칸은 P(BS∈(-inf-20.5] | FP = 1, BP∈(-inf-8]) 

= 0.056이라는 의미이다. (c)의 BS 노드는 FP, BP, 

EBC를 부모로 가지고 있으므로 P(BS|FP, BP, EBC) 

정보를 나타내야하며 확률표의 첫째 칸은 P(BS∈

(-inf-20.5] | FP = 1, BP∈(-inf-8], EBC∈(-inf-6]) 

= 0.5라는 의미이다.

 

 (a) 최 부모수 1경우      (b) 최 부모수 2경우

(c) 최 부모수 3경우

[그림 1] 훈련 1의 BBN 구축 결과

BBN 모델 구축 작업은 DAG 즉 네트워크 상

과 모든 노드의 확률표를 구축하는 것이다. 상

은 도메인 문가의 노드들에 한 원인-결과 지

식을 통해 구축될 수도 있고 훈련 데이터 집합을 

이용해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구축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 으며 K2 알고

리즘을[16] 사용하 다. 노드들의 확률표들은 NB 

모델에서 기술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훈련 데이

터 집합으로부터 쉽게 구축할 수 있다. 검증 데이

터의 분류는 DAG와 확률표로 계산한 확률들을 

이용하여 FP의 사후확률을 구해 NB 모델과 유사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4. 실험

4.1 데이터집합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집합은 [4, 5]에서 사용한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 다. 모델의 입력 상은 

객체지향 실시간 시스템 명세 언어인 SDL로 작성

한 설계 명세이며 설계 블록을 정량화하는 메트릭 

벡터는(BRS, EBS, EBC, BP, BS, BR)이다. 이는 

모델의 입력 벡터가 되며 각 메트릭 벡터 값에 

해 출력 클래스를 단하는 값인 FP가 존재한다. 

FP는 험 개체는 1, 비 험 개체는 0값을 갖는다.

실험에는 두 개의 훈련 데이터 집합과 두 개의 

검증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 다. 독립 인 검증 데

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험 시 교차검증을 사용하지 

않았다. 훈련 1, 훈련 2는 각각 300개의 개체 데이

터를 가지고 있는 훈련 데이터 집합이며 훈련 1은 

오류 개체가 32개이고 훈련 2는 34개이다. 검증 1, 

검증 2는 각각 200개의 개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

는 검증 데이터 집합이며 둘 다 23개의 오류 개체

를 가지고 있다. 훈련 2, 검증 2는 훈련 1, 검증 1

에 비해 험 그룹과 비 험 그룹간의 차이를 크

게 해 험도 단이 애매한 개체들을 없앤 데이

터 집합을 나타낸다. 모든 집합은 0과 1사이로 정

규화된 데이터와 비정규화 데이터 즉 원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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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경우로 실험하 다.

4.2 속성 선정

본 실험의 입력 벡터의 크기는 6으로 작지만 다

양한 결과를 보기 해 입력 데이터 집합에 해 

속성 선정을 통한 차원 축소 작업을 진행하 다. 

차원 축소 기법은 WEKA에서 제공하는 기법들 

부를 고려하 으며 모든 속성을 선택한 기법들과 

두 훈련 집합 모두 2개 이하의 속성을 선택한 기

법들을 제외하고 같은 결과를 낸 기법들은 한 개

만 표 기법으로 선정하 다. 그 결과 차원 축소 

기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PCA(Principal Compo-

nent Analysis), 각 속성들의 측 능력과 그들 사

이의 복 정도를 평가하여 가장 출력값과 연 성

이 높은 집합을 선정하는 방법인 CfsSubsetEval, 

속성집합 값들의 출력값에 한 일 성 정도로 속

성 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인 ConsistencySubset 

Eval이 선정 되었다. 

<표 1>은 3가지 기법으로 수행한 속성 선정 결

과이다. PCA는 훈련 1과 훈련 2의 속성선정 결과

가 같지만 나머지 두 기법은 결과가 틀리다. 하지만 

정규화 여부는 속성 선정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

았다. 를 들면 CfsSubsetEval을 훈련 1에 용

한 결과는 정규화 데이터와 비정규화 데이터 모두 

2, 3, 5, 6번째 속성을 갖는(EBS, EBC, BS, BR)

이다.

<표 1> 차원축소 결과

           훈련 데이터
 속성선정기법

훈련 1 훈련 2

CfsSubsetEval 2, 3, 5, 6：4 1, 3, 5：3

ConsistencySubsetEval 2, 4, 5：3 1, 2：2

PCA 1, 2, 3, 4：4 1, 2, 3, 4：4

4.3 훈련 결과

모델의 측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는 Precision, 

F-measure, Recall, ROC Area 등 여러 가지가 있

으나 측 오류를 세분화하는 평가 척도가 다양한 

측면의 성능 평가를 가능  해 다. 측 모델의 

측 오류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Type I 오

류란 비 험 개체를 험 개체로 단하는 오류이

고, Type II 오류는 험 개체를 비 험 개체로 

단하는 오류이다. 자보다는 후자가 소 트웨어 

품질에 심각한 향을 끼치게 되므로 후자가 더욱 

요한 오류이다. Type I 오류 결과는 ‘비 험 개

체를 험 개체로 선정한 수/비 험 개체수’ 형태

로 나타내고 Type II 오류 결과는 ‘ 험 개체를 비

험 개체로 선정한 수/ 험 개체수’로 나타낸다.

<표 2>는 훈련 1과 훈련 2에 한 훈련 결과를 

나타낸다. 즉, 교차검증을 사용하지 않고 체 훈

련 집합에 해 훈련이 완료된 상태에서 각 훈련 

집합에 한 학습 오류 정보를 나타낸다. BBN(k)

는 네트워크 노드의 최  부모수를 k로 했을 때 

구축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표 2> 훈련 결과

            훈련 데이터
 모델

훈련 1 훈련 2

Type I Type II Type I Type II

NB
(비정
규화)

차원축소안함 20/268 2/32 7/266 0/34

CfsSubsetEval 19/268 1/32 3/266 2/34

Consistency
SubsetEval

15/268 4/32 4/266 1/34

PCA 16/268 6/26 5/266 0/34

NB
(정규화)

차원축소안함 16/268 2/32 7/266 0/34

CfsSubsetEval 18/268 2/32 3/266 2/34

Consistency
SubsetEval

14/268 4/32 4/266 1/34

PCA 14/268 5/32 5/266 0/34

BBN(1)

차원축소안함 18/268 0/32 5/266 0/34

CfsSubsetEval 18/268 0/32 1/266 3/34

Consistency
SubsetEval

10/268 4/32 2/266 0/34

PCA 20/268 0/32 5/266 0/34

BBN(2) 차원축소안함 18/268 0/32 3/266 2/34

BBN(3) 차원축소안함 10/268 4/32 3/266 2/34

세 개의 BBN 모델은 정규화와 비정규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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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결과가 일치하 고, NB는 훈련 2의 경우만 

일치하 다. BBN(2)와 BBN(3)는 차원축소를 하

지 않은 경우만을 나타내었으며 BBN(3)의 Type I 

오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모델은 BBN(1)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진 않았다. 체 으로 보면 차

원 축소는 학습 오류를 이는데 큰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연히 훈련 2의 학습 오류가 었다. NB

와 BBN의 학습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BBN이 PCA를 사용하 을 때 훈련 1에 

한 Type I 오류와 CfsSubsetEval을 사용하 을 

때 Type I, II 오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BBN이 NB보다 근소하게 나은 결과를 보 다.

4.4 검증 결과

두 모델의 측 정확도를 평가하기 해 두 가

지 훈련 데이터 집합으로 훈련시킨 모델들에 두 

가지 검증 데이터 집합들을 용하 으며 <표 3>

은 그 결과이다. 

일단 BBN 모델들의 검증 결과를 보면 BBN(3)의 

Type I 오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BBN(2)

와 BBN(3)의 오류가 BBN(1)보다 같거나 많은 결

과를 보 다. 따라서 향후 기술에서 BBN은 BBN 

(1)을 의미한다. BBN은 훈련 결과와 마찬가지로 

검증 결과도 데이터의 정규화 여부가 결과에 향

을 미치지 않았다. NB의 경우는 훈련 2의 경우는 

정규화와 비정규화 데이터를 용한 결과가 같았

지만 검증 데이터의 실험 결과는 조  달랐다. NB

의 경우 큰 차이는 없지만 정규화 데이터를 사용

한 결과가 비정규화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보다 조

 더 나았다.

두 가지 오류를 (Type I, Type II) 형태로 나타낸

다. 훈련 1로 훈련시킨 모델에 검증 1을 용한 경

우, 즉 훈련 1-검증 1의 결과를 보면 NB는 (13, 3)

에 가까운 결과가 많고 BBN은 (10, 5)에 가까운 결

과와 두 개의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BBN이 Type 

I 오류는 으나 요한 Type II 오류가 많으므로 

이 경우는 두 모델  어떤 것이 낫다고 할 수 없

다. 특이한 은 두 베이지안 모델 모두 이 경우에 

매우 많은 오류를 냈다는 이다.

<표 3> 검증 결과

                검증데이터
 모델

검증 1 검증 2

Type 
I

Type 
II

Type 
I

Type 
II

NB
(비정
규화)

차원축소
안함

훈련 1 23/177 3/23 18/177 0/23

훈련 2 2/177 10/23 0/177 0/23

CfsSubset
Eval

훈련 1 17/177 4/23 12/177 1/23

훈련 2 5/177 13/23 0/177 1/23

Consistency
SubsetEval

훈련 1 12/177 5/23 10/177 1/23

훈련 2 6/177 11/23 0/177 1/23

PCA
훈련 1 16/177 3/23 14/177 1/23

훈련 2 6/177 9/23 0/177 0/23

NB
(정규화)

차원축소
안함

훈련 1 13/177 3/23 12/177 0/23

훈련 2 4/177 10/23 1/177 0/23

CfsSubset
Eval

훈련 1 13/177 3/23 10/177 1/23

훈련 2 5/177 13/23 0/177 1/23

Consistency
SubsetEval

훈련 1 12/177 4/23 10/177 2/23

훈련 2 6/177 11/23 0/177 1/23

PCA
훈련 1 13/177 2/23 11/177 1/23

훈련 2 3/177 9/23 2/177 0/23

BBN
(1)

차원축소
안함

훈련 1 10/177 5/23 3/177 1/23

훈련 2 3/177 5/23 0/177 0/23

CfsSubset
Eval

훈련 1 10/177 5/23 2/177 1/23

훈련 2 1/177 16/23 0/177 3/23

Consistency
SubsetEval

훈련 1 6/177 6/23 3/177 6/23

훈련 2 11/177 11/23 0/177 0/23

PCA
훈련 1 13/177 3/23 6/177 0/23

훈련 2 12/177 5/23 0/177 0/23

BBN
(2)

차원축소
안함

훈련 1 10/177 5/23 3/177 1/23

훈련 2 3/177 9/23 0/177 0/23

BBN
(3)

차원축소
안함

훈련 1 6/177 6/23 3/177 6/23

훈련 2 3/177 9/23 0/177 0/23

훈련 1-검증 2의 결과로 찰할 것은 매우 일반

인 데이터로 훈련시킨 모델이 실제 데이터와 가까

운 분리된 분포를 갖는 검증 데이터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가에 한 것으로 측 모델의 요한 성질

인 일반화와 련이 있다. 이 경우는 BBN이 N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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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타 모델과 성능 비교

            훈련 데이터

  모델

검증 1 검증 2

Type 
I
Type 
II

Type 
I
Type 
II

BBN
차원축소
안함

훈련 1 10/177 5/23 3/177 1/23

훈련 2 3/177 5/23 0/177 0/23

SVM

Radial 
Basis

훈련 1 0/177 15/23 0/177 2/23

훈련 2 1/177 11/23 0/177 0/23

Polynomial
훈련 1 0/177 13/23 0/177 2/23

훈련 2 1/177 12/23 0/177 0/23

BPM
훈련 1 2/177 4/23 4/177 0/23

훈련 2 6/177 11/23 0/177 0/23

해 좋은 결과를 보 으며 NB는 Type I 오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장 좋은 결과는 BBN이 차

원 축소를 안한 경우와 CfsSubsetEval의 경우 (3, 

1)과 (2, 1)이 되었다.

훈련 2-검증 1의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

면 험 그룹과 비 험 그룹의 차이가 명확한 데

이터로 훈련된 모델이 차이가 매우 애매한 입력 집

합에 해 정확한 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목할만 것은 두 베이지안 모델들은 이 경우 Type 

II 오류는 훈련 1-검증 1의 경우보다 많았지만 Type 

I 오류는 BBN이 ConsistencySubsetEval을 사용

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었다는 것이다. BBN이 차

원축소를 안한 경우가 (3, 5)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 다.

훈련 2-검증 2의 경우는 부분 모델들에서 거의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훈련 데이터나 검증 데이

터 모두 애매성을 없앤 집합이기 때문이다. BBN의 

CfsSubsetEval의 경우는 3개의 Type II 오류를 내

어서 특이하게 좋지 않은 결과를 보 다.

결과 으로 베이지안 모델은 타 모델에 비해 훈

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가 험도 구분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구

분이 명확한 훈련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좋은 

성능을 보 다. 두 베이지안 모델 에서는 BBN

이 NB보다 나은 성능을 보 으며, 차원 축소를 행

하지 않은 BB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다.

4.5 타 모델과 성능 비교

측 모델 기 연구들부터 오류 역  신경망

은 좋은 성능을 보 으며, SVM은 최근 수년간 좋

은 성능을 보인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훈

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품질 측 모델들  좋은 

측 성능을 보인 이들 모델들과 베이지안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 다. 

베이지안 모델의 경우 훈련 결과에서 정규화 데

이터를 사용한 경우가 비정규화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보다 학습 오류가 었고, 품질 측 로세

스의 경우 정규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므로 타 모델과의 비교는 정규화 데이터를 사용

한 경우로 국한하 다. 비교 모델들은 베이지안 

모델들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차원 축소를 안한 

BBN, Radial Basis와 Polynomial을 커  함수로 

사용하는 SVM, 역  신경망을 사용한 BPM이

다[5]. BBN은 훈련 1-검증 1의 경우는 다른 모델

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 고, 훈련 1-검증 2의 

경우는 비슷한 성능을 보 다. 하지만 훈련 2로 학

습시킨 경우에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다. 이는 

험도 구분이 명확한 훈련 데이터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인 검증 실험 결과의 찰과도 일치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모델의 표 인 두 형

태인 Naïve Bayes 모델과 Bayesian Belief Net-

work 모델에 SDL로 작성한 설계 명세 데이터를 

용해 보았으며, 그 결과 차원 축소를 하지 않은 

Bayesian Belief Network 모델의 성능이 약간 더 

좋았다. 기존의 좋은 성능을 보 던 오류 역  

신경망 모델과 SVM 모델과 제안 모델을 비교한 

결과는 단이 애매한 부분을 삭제하여 험 그룹

과 비 험 그룹 간에 차이를 크게 한 데이터 집합

으로 훈련한 경우는 제안 모델이 더 나은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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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지만 차이가 애매한 데이터 집합의 경우는 더 

나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연구 방향은 원

인-결과 지식을 이용하여 도메인 지식이 많이 첨

가된 Bayesian Belief Network 모델을 구축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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