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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숙1, 김철진2*, 송치양3

1서일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과, 2인하공업전문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과
3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과 

Development of Metrics to Measure Reusability of Mobile App.

Eun-Sook Cho1, Chul-Jin Kim2*, Chee-Yang Song3

1Dept. of Computer Software, Seoil University
2Dept. of Computer System, Inha Technical College

3Dept. of Software, Kyungbuk University

요  약   스마튼 폰 사용자들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모바일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거 해질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많은 형태의 모바일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된 앱들에 한 재사용

성, 확장성 등과 같은 품질에 한 검증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유료 앱의 경우, 사용자들로 하여  많은 불만

의 요소들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 개발 과정에서 모바일 앱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메트릭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앱에 한 품질 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  모바일 앱에 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smart phone users is increasing exponentially, the scale of the future mobile market is 
expected to be very large. Many mobile applications are developing according to this growth trend.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little verification of the quality, such as the reusability or extensibility of the developed mobile 
applications. In particular, many users have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in the case of pay mobile applications. 
Therefore, developed to measure the quality of mobile applications in developing mobile applications. Overall, the
degree of user satisfaction can be improved by realizing the quality verification of mobile applications by applying 
the proposed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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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 앱(Mobile App)이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같이 개인이 휴 하거나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비롯한 다

양한 데이터나 상, 음성 정보 등을 송수신 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에 합하게 디자인되어, 모바일 기기 자체

의 기능을 확장  향상시키는 소 트웨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모바일 앱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애 리 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로그램으로 사용자와의 착성이 

높고, 빠르며, 개인에 특화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특성

을 지니고 있다.

Fig. 1에 나타난 2013년 Flurry가 모바일 앱 이용 상황

의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 이용 규모는 년도

에 비해 2.1배(115%) 증가했으며, 카테고리에서는 메시

지와 소셜이 203% 증가로 체를 견인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매주 수 천 개의 새

로운 앱이 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앱의 혼잡 상을 헤

쳐 나갈 사  책이 차 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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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한가지 방법은 한 타깃 의 모바일 고와 

앱 연동 로모션을 활용하는 것이다. 

[Fig. 1] Status of App. Usage by Category

재 많은 앱들이 이 방법을 채택하여 앱 스토어에 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 션-설치-랭킹’이라는 앱의 

소비 사이클을 가속화하기 한 증명된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앱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좋은 

앱일수록 앱의 수명 기간이 길다. 즉, 품질이 높은 앱일수

록 일반 으로 사용자 평가, 랭킹, 다운로드, 설치기간에

서 높은 수와 연결된다. 고품질의 앱은 안드로이드 마

켓이나 소셜 미디어에 소개되는 것과 같은 기치 않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

럼 모바일 앱 개발에 있어서 모바일 앱의 품질을 측정하

기 한 메트릭들을 제안한다. 특히 모바일 앱의 여러 가

지 품질 요소 가운데 재사용성 측정을 한 메트릭을 개

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련연구로 안드로이

드 랫폼과 특성  재사용성 측정과 련된 기존 연구

에 해 설명하며,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

일 앱의 재사용성 측정을 한 메트릭을 제안한다. 4장에

서는 3장에서 제안한 기법을 실제 사례에 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안드로이드 플랫폼

그동안 여러 스마트 폰 운 체제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지만 재 부분의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랫

폼으로는 애 의 iOS와 구 의 안드로이드 랫폼이 주

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2,3]. 안드로이드는 구 에서 

만든 모바일 기기를 한 랫폼으로서, 운 체제, 미들

웨어  주요 응용 로그램을 포함하는 모바일 기기용 

소 트웨어 모음을 의미한다[2]. 

안드로이드는 다음과 같은 기술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개방성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리 스 커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그것은 메모리와 하드웨어 리소스를 모바

일 환경에 최 화시킨 맞춤형 버추얼(가상) 기기를 사용

하고 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동등성

안드로이드는 화기의 기본 애 리 이션과 부가 애

리 이션을 구별하지 않는다. 다양한 종류의 애 리

이션과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화기의 성능에 

동일한 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상호 호환 및 연동성

안드로이드는 새롭고 신 인 애 리 이션에 한 

경계를 없앴다. 를 들면, 좀 더 사용자 심 인 사용감

을 제공하기 해서 개발자는 웹으로부터 정보를 가져와 

사용자의 연락처들, 캘린더, 는 지리  치 정보 같은 

개개인의 모바일 폰에 있는 데이터와 병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용이성

안드로이드는 풍부한 애 리 이션 설계를 한 다양

하고 유용한 라이 러리와 툴을 제공한다. 한 로, 안드

로이드는 개발자가 기기의 치를 알게 하고, 기기 간에 

통신할 수 있게 하여 뛰어난 피어-투-피어

(Peer-to-Peer) 소셜 애 리 이션(Social Application)

을 구 한다. 덧붙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에게 높은 

생산성과 그들의 기기에 한 깊은 통찰력을 주는 랫

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통합 툴세트를 포함하고 있다.  

2.2 재사용성 측정

재사용성을 측정을 한 방법들에 한 련 연구로 

경험  방법에 의한 방법과 정성  방법에 의한 방법에 

해 살펴 으로서, 기존 연구에서의 특징과 한계 들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2014

4502

제시한다.

2.2.1 경험적 방법에 의한 재사용성 측정

소 트웨어의 재사용성을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 크

게 경험  방법과 정성  방법으로 구분한다[4,5]. 

Prieto-Diaz와 Freeman[6]은 재사용성의 측정에 사용되

는 다섯 가지 요소들을 나열하 다. 로그램의 사이즈, 

로그램의 구조, 로그램의 문서화, 로그래  언어, 

그리고 재사용 경험이 소 트웨어의 재사용성의 측정에 

사용된다고 보았다. Caldiera와 Basili[7]는 소 트웨어의 

재사용성은 소 트웨어의 정확성(Correctness), 가독성

(Readability), 테스트가능성(Testability), 수정용이성

(Ease of Modification), 그리고 성능(Performance)에 의

하여 좌우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직

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측정을 하 다. Halstead의 로그램의 크기

(Program Volume)를 이용하는 방법, McCabe의 

Cyclomatic 복잡도를 이용하는 방법, 정규도(Regularity), 

그리고 재사용 빈도수에 의하여 소 트웨어의 재사용성

을 측정 하 다[8].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소 트웨어 재

사용성에는 쉽게 용되지만, 단  컴포 트의 재사용성

이나 임워크의 재사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컴

포 트와 임워크의 특징인 가변성, 인터페이스, 메소

드, 속성 등과 같은 요소들이 반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로 용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2.2 정성적 방법에 의한 재사용성 측정

재사용성은 소 트웨어의 품질 측면에서 상당히 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소 트웨어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역시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요소가 될 수 있다[8,9]. 정성 인 측정 방법은 개인

인 기 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측정 

결과가 다소 주 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ISO 9126[10]은 소 트웨어의 품질 측정에 한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ISO 9126은 소 트웨어의 품질을 6개

의 특징(Characteristics)으로 나 어서 측정하며, 그 각

각의 특징에는 하  특징(Sub Characteristics)들이 존재

한다[11]. 이러한 하  특징들은 내부 측정기 (Internal 

Metrics)과 외부 측정기 (External Metrics)으로 측정을 

한다. ISO 9126은 소 트웨어의 일반 인 품질 측정에 

한 모델은 제시하고 있지만 컴포 트와 련된 특징들

에 해서는 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로 용하기가 어렵다. 

In Guen[12]의 연구에서 제시한 컴포 트 재사용성 

측정 방법은 직  측정과 간  측정 방법을 제시하

다. 직  측정은 컴포 트를 구성하는 클래스들과 

컴포 트의 인터페이스들을 기반으로해서 얻는 방법으

로서, 컴포 트의 크기, 복잡도, 결합도, 응집도 등을 측

정하 다. 간  측정은 직  측정기 을 토 로 측

정이 되는 방법으로서 컴포 트의 이해도, 용가능성, 

수정가능성, 모듈화 가능성 등을 측정하 다. 이러한 간

 측정이 궁극 으로 재사용성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

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도 임워크의 특징인 가변

성을 고려한 확장성이나 이식성에 한 측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3. 모바일 앱의 재사용성 측정 방법

이 장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앱 개발에 있

어서 앱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척도로서 재사용성을 

측정하는 메트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앱의 재사용성을 3가지 에

서 측정하기 한 메트릭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보다 정확하고 객 인 측정 결과를 도출하기 함이다. 

본 논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3가지 측면의 측정 요소는 

변경성(Changeability), 교체성(Replaceability), 확장성

(Extensibility)이다.

3.1 모바일 앱의 변경성 측정 메트릭

모바일 앱에서의 변경성이라 함은 모바일 앱 내의 액

티비티(Activity)들 가운데 변경 가능한 액티비티들의 비

율을 의미한다[13-16]. 

[정의 1] 변경성(RAC: Rate of App. Changeability)

0.34] [0.17, : Interval Confidence

App. Mobile of activities of number :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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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ties changeable of number : Ac(m)

where,

)(otherwise          0

0)(A(m)       
A(m)

(m)A

  RAC(m)

c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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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바일 앱의 교체성 측정 메트릭

모바일 앱에서의 교체성이라 함은 모바일 앱 내의 액

티비티들 가운데 교체 가능한 액티비티들의 비율을 의미

한다. 

[정의 2] 교체성(RAR: Rate of App. Replaceability)

RAR(a)는 모바일앱 내의 액티비티들 가운데 교체 가

능한 액티비티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0.34] [0.17, : Interval Confidence

App. Mobile of activities of number :  A(m)

App. Mobile of         

 activities ereplaceabl of number : Ar(m)

where,

)(otherwise          0

0)(A(m)       
A(a)

(m)A

  RAR(m)

r

⎪
⎪

⎩

⎪
⎪

⎨

⎧
>

=

3.3 모바일 앱의 확장성 측정 메트릭

모바일 앱에서의 확장성이라 함은 모바일 앱 내의 액

티비티들 가운데 확장 가능한 액티비티들의 비율을 의미

한다. 

[정의 3] 확장성(RAE: Rate of Extensibility)

RAE(m)는 모바일 앱 내의 액티비티들 가운데 확장 

가능한 액티비티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0.34] [0.17, : Interval Confidence

App. Mobile of activities of number :  A(m)

App. Mobile of          

 activities extensible of number : Ae(m)

where,

)(otherwise          0

0)(A(m)       
A(m)

(m)A

  RAE(m)

e

⎪
⎪

⎩

⎪
⎪

⎨

⎧
>

=

 4. 평가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바일 앱 재사용

성을 측정하기 해 변경성, 교체성, 확장성을 측정하는 

메트릭을 용한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이를 측정하여 

재사용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Fig. 2는 변경 불가능한 액티비티 계와 변경 가능한 

액티비티 계를 보여 다. Fig. 2와 같이 설정 되면 해당 

Activity_1에서 Activity_2를 호출하게 되는 경우 

Activity_2 내의 흐름이 한가지로만 고정된 것이다. 따라

서 Activity_2 내에서 다른 어떤 흐름 설정도 변경이 불

가능하게 된다.

 

[Fig. 2] Non-Changeable Activity Relations 

이에 한 안드로이드 코드는 Fig. 3과 같이 이루어진다.

[Fig. 3] Non-Changeable Activity Relation's Code 

Fig. 4는 Activity_1에서 Activity_2로 호출할 경우에 

Activity_2 내에서 흐름 설정이 변경 가능한 경우이다.

[Fig. 4] Changeable Activity Relations

Fig. 4와 같이 변경 가능한 계에 있게 되면 코드는 

Fig. 5와 Fig. 6과 같이 이루어진다.

[Fig. 5] Changeable Activity'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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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able Activity's Code

[Fig. 7] Case of Non-Changeable and Changeable

Fig. 7과 같은 사례의 경우, 총 액티비티 수는 4개이고, 

변경 가능한 액티비티 수는 Activity_1과 Activity_3 2개

이므로 이 모바일 앱의 변경성 RAC(m)=2/4=0.5가 된다.

4.2 교체성에 대한 사례 연구

Fig.8과 같은 사례는 교체 불가능한 액티비티 계와 

교체 가능한 액티비티 간의 계를 보여 다.

[Fig. 8] Non-Replaceable Activity Relation

Fig. 9는 교체 불가능한 액티비티 계를 구 한 코드

이다.

[Fig. 9] Non-Replaceable Activity Relation's Code

Fig. 10은 교체 가능한 액티비티 계를 표 한 것이

고, Fig.11과 Fig.12는 이를 구 한 코드이다.

[Fig. 10] Replaceable Activity Relation

[Fig. 11] Replaceable Activity Relation‘s Code

[Fig. 12] Replaceable Configuration's Code

[Fig. 13] Replaceability Case

Fig. 13과 같이 교체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될 경우 

이에 한 교체성 측정 결과는 총 액티비티 수 5개 가운

데 교체 가능한 액티비티 수가 3개가 되어 3/5=0.6이 된다. 

4.3 확장성에 대한 사례 연구

Fig. 14는 확장이 불가능한 액티비티들 간의 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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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Non-Extensible Activity Relation

Fig. 14처럼 확장 불가능한 액티비티들 간의 계는 

Fig. 15와 Fig. 16과 같은 형태의 코드가 개발된다.

[Fig. 15] Non-Extensible Activity Relation‘s Code

[Fig. 16] Non-Extensible Configuration's Code

[Fig. 17] Extensible Activity Relation

Fig. 17은 확장이 가능한 액티비티들 간의 계를 보

여 다. Fig. 17처럼 확장 가능한 액티비티들 간의 계

는 Fig. 18처럼 구 되고, Fig. 19와 같은 형태의 설정 코

드가 개발된다.

[Fig. 18] Extensible Activity Relation‘s Code

[Fig. 19] Extensible Activity Configuration

[Fig. 20] Extensibility Case

따라서 이를 반 한 사례로 Fig. 20의 경우에는 총 액

티비티 수가 5개이고, 확장 가능하도록 설정된 액티비티 

수가 3개 이므로 3/5=0.6이 된다.

이와 같이 사례 연구에서처럼 변경성, 교체성, 확장성

을 합하여 평균을 내면 해당 모바일 앱의 재사용성 측정

값이 산출된다.  사례에서는 변경성이 0.5, 교체성이 

0.6, 확장성이 0.6이므로 이에 한 재사용성은 0.56이 된

다. 이 값은 가장 높을 경우가 1에 해당하게 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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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바일 앱 개발시 향후 재사용성이 높은 앱을 개

발할 수 있다. 둘째, 개발된 모바일 앱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모바일 앱의 기능 

 속성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

바일 애 리 이션 개발에 용함으로써, 모바일 앱 개

발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드로

이드 기반의 모바일 앱 개발에 있어서 재사용성의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다. 한 이는 결국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앱의 품질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된 재사용성 측정 메트릭을 용

하여 이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개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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