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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입력 모듈의 결함경향성을 결정하는 결함 측 모델 연구들은 부분 훈련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는 

감독형 모델에 련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 집합이 없거나 재 로젝트 성격이 다른 경

우는 비감독형 모델이 필요하며, 이들에 한 연구들은 모델 구축의 어려움 때문에 극소수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 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을 사용한 비감독형 모델들을 제작하여, 기존 모델들이 

많이 사용한 K-means 모델과 나머지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 다.  

1. 서론 

   일반 인 결함 측 모델은 메트릭 벡터로 정량화한 

입력 모듈을 사용하여 모듈의 결함경향성을 결정하는 분

류 모델(classification model)을 의미한다. 이들은 문제 부

분을 미리 찾아냄으로써 한 자원 할당, 테스트 로세

스 개선, 최 의 리팩토링 후보 결정 등을 가능  한다[1].

   최근까지 제안된 부분의 측 모델들은 훈련 데이터

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감독형 모델들이었다. 이들은 학습

에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과 같은 통계 방법과 기계학습으

로 표되는 여러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사용하 다. 하

지만 많은 개발 집단들은 훈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재 로젝트의 특성이 

다르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훈련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감독형 모델이 필요하며, 

[1]은 결함 측 모델 분야의 요한 향후 연구 주제로 비

감독형 모델에 한 연구의 요성을 언 하 다. 

   본 논문의 목 은 기존 비감독형 모델 연구들에서 사

용하지 않은 EM, DBSCAN 등과 같은 표 인 클러스터

링 방법을 사용한 모델들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논

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기존 비감독형 모델 연구들을 살

펴보고, 3장에서는 모델 제작  사용방법에 해 설명한

다. 4장에서는 성능 실험 결과를,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

한다.

2. 련 연구

   비감독형 모델은 측 성능이 감독형 모델에 비해 떨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NRF-2010-0021902)  

어지기 때문에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극소수의 

연구들만이 수행되었다. [2]는 문가가 각 클러스터의 

표 속성과 통계 정보를 토 로 결함경향성을 결정하여 클

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비교하 다. Neural-Gas 

알고리즘은 K-means 알고리즘보다 체 오류율은 좋지만 

속도가 좋지 않았다. [3]은 SOM 신경망을 이용한 모델을 

제시하고 감독형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 으나 실제 데이

터를 사용하여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 이 있다. 이들

은 비감독형 모델의 시 가 되는 연구인 에서 의미가 

있지만 문가에게 의존해야하고 클러스터 수를 인 으

로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 이 있다. 이에 반해 [4]와 [5]는 

클러스터 수 결정을 자동화 하 다. [4]는 X-means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제안한 모델이 Pure Metrics Thresholds 

methods, Fuzzy C-means, K-means를 사용한 모델들보

다 나은 성능을 보임을 알아내었다. [5]는 K-means의 변

형된 형태인 QDK(Quad Tree-based K-means) 알고리즘

을 이용한 모델을 제안하 으며 K-means, GM(Global 

K-means), DD(SAS2004) 기화 알고리즘 보다 성능이 

좋음을 밝 내었다. 그러나 이 두 연구들은 PROMISE1)에

서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NASA 데이터 집합과 달리 잡

음 데이터가 은 AR3, AR4, AR5 데이터 집합을 이용했

다는 문제 이 있다.

3. 모델 제작

3.1 사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일반 으로 클러스터링 방법은 분할 클러스터링과 계

층  클러스터링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각각의 클러스터

링은 거리 기반 알고리즘, 도 기반 알고리즘 그리고 모

1) www.promised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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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기반 알고리즘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

을 하기 해 WEKA2)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사용하 다. 

WEKA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 이  일반

으로 리 알려진 클러스터링 방법들의 표 알고리즘

을 사용하 다: 분할 클러스터링  거리기반 알고리즘인  

K-means, 모델 기반 알고리즘인 EM, 도 기반 알고리

즘인 DBSCAN의 3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3.2 모델 제작  사용 시나리오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비감독형 모델 제작 시 사용 데

이터 집합은 각 모듈에 한 출력값(결함 유무)이 없는 상

태이다. 이 집합을 이용한 모델 구축은 클러스터링과 분석 

단계로 이루어진다.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체 입력 데이

터에 한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지며, 분석 단계에서는 

문가에 의한 클러스터 분석이 이루어진다. 분석 결과로 결

함경향 클러스터와 비결함경향 클러스터가 결정되며, 각 

클러스터의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모듈의 비율을 계산

함으로써 제작 모델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림 1과 같이 

여러 클러스터링-분석 단계(보통은 클러스터 수를 변화해 

보는 것)를 거쳐 가장 좋은 결과에 이를 때의 결과가 최

종 완성된 모델이 된다. 완성된 모델에 새로운 입력 모듈

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성질에 따라 입력 

모듈의 결함경향성이 결정된다.

(그림 1) 모델 제작  사용

4. 모델 성능 실험

4.1 데이터 집합  속성 선정

   실험에는 공개 데이터 집합들  결함 련 연구에 가

장 많이 사용된 NASA MDP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 다. 

NASA 데이터 집합은 NASA에서 제공한 원본과 이들  

일부를 정제하여 PROMISE에 넣은 두 가지 버 이 존재

하며, PROMISE 버  역시 기 버 과 데이터 정제 작

업을 많이 거쳐 사이즈가 축소된 최근 버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PROMISE 기 버 을 사용하 다. 데이

터 집합을 구성하는 여러 로젝트들 에서는 JM1을 선

택하 다. 선정 이유는 결측값이 고, 모듈수가 많으며 

결함에 련된 속성들의 모호성이 기 때문이다[6].

   처리 과정에서 정규화한 데이터를 WEKA에서 지원

하는 모든 속성 선정 기법들에 용하 다. 그 결과 8개 

2) WEKA(Waikato Environment for Knowledge Analysis).

   http://www.cs.waikato.ac.nz/~ml/weka/

속성으로 선정되어 가장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인 

CfsSubsetEval과 21개 체 속성을 사용하는 두 가지 경

우를 실험에 사용하 다.

4.2 평가 실험

4.2.1 클러스터링 단계

   K-means와 EM은 클러스터 수 K(numClusters)를, 

DBSCAN은 사용자 정의 거리 eps(epsilon)와 임계값 

minPt(minPoints)를 설정해야한다. 주어진 값들에 따라 클

러스터링 결과는 완 히 달라진다.  K-means, EM의  K

를 2부터 최  20개로 설정하 다. 마찬가지로 DBSCAN

의 클러스터 수도 2개 이상 20개 이하로 클러스터링 되도

록 eps와 minPt의 값을 설정하 다. 그 결과 eps가 0.01, 

0.03, 0.06인 경우와 각각에 해 minPt가 10, 50, 100인 

경우를 실험하 다. 

4.2.2 분석단계의 자동화

   평가 실험에서 실험의 용이성을 하여 분석 단계를 

자동화하 다. 자동화가 가능한 이유는 비감독형 모델이 

사용하는 입력 데이터 집합과는 달리 JM1 로젝트는 출

력 값이 존재하는 데이터 집합이기 때문이다. 이 분석은 

일반 으로 시스템에서 결함경향 모듈의 비율이 10~20%

인 것에 착안하 다. 결함경향 모듈의 비율이 비결함경향 

모듈의 비율보다 높은 클러스터를 결함경향 클러스터로, 

반 의 경우를 비결함경향 클러스터로 라벨링한다. 이 때 

결함경향 모듈의 비율이 높은 클러스터부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모듈의 수가 체 모듈의 10~20%를 차지할 때

까지 선정한 클러스터들을 결함경향으로 최종 라벨링한다.

 

4.2.3 평가척도

   재 많은 평가 척도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는 [2]에서 사용한 오류율, FPR, FNR을 사용한다. 오류율

은 체 모듈 에서 잘못 측한 모듈의 비율이다. FPR

은 비결함경향 모듈을 결함경향 모듈로 측하는 오류를, 

FNR은 결함경향 모듈을 비결함경향 모듈로 측하는 오

류를 말한다. 결함경향이 있는 모듈을 비결함 모듈로 측

하는 것은 소 트웨어 품질에 심각한 향을 주기 때문에 

FNR이 FPR보다 신 히 살펴야할 오류라 할 수 있다.

측된 클래스

실
제
클
래
스

YES(결함경향) NO(비결함경향)

YES(결함경향) True Positive(A) False Negative(C)

NO(비결함경향) False Positive(B) True Negative(D)

<표 1> 오차행렬

오류율


  


  


4.3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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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는 K-means와 EM의 실행 결과들  의미 있

는 성능을 보인 결과들을 나타낸 것이다. 속성 선정은 

체 속성을 택한 경우가 CfsSubsetEval로 선정된 경우보다 

좋은 성능을 보 기에 실험 결과는 체 속성을 사용한 

결과이다. 오류율은 모델의 체 인 측 성능을 나타내

는 값이지만 FNR이 상 으로 FPR보다 요하므로 오

류율이 낮고 FNR이 높은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모델 평가는 오류율의 과 FNR의 

에서 이루어져야한다.

   K-means의 오류율과 FPR은 클러스터 수 K가 4일 때 

가장 낮았고, FNR은 K가 11일 때 가장 낮았다. 이를 

NASA의 JM1을 사용한 [2]의 실험 결과3)와 비교해 보았

을 때 K가 4인 경우는 오류율과 FPR이 더 좋은 신 

FNR이 좋지 않았고, K가 11인 경우는 FPR이 조  좋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비슷한 결과를 보 다. 이 같은 차이는 

[2]가 사용한 JM1은 NASA 데이터 원본을 정제한 것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PROMISE의 JM1과 다른 데이터 정

제 작업을 거쳤기 때문이라 단된다.

K  

K-means EM

오류율 FPR FNR 오류율 FPR FNR

4 19.6 4 84.66 19.29 0 99.57

6 25.93 15 71.51 20.34 17.09 61.68

11 25.71 17.33 60.64 20.5 6.74 77.84

13 23.2 12.6 67.38 25.83 17.8 59.31

15 23.32 13.46 64.39 20.29 6.49 77.83

<표 2> K-means와 EM 실험 결과

 

   K-means와 마찬가지로 EM 역시 K가 4인 경우 가장 

좋은 오류율과 FPR값을 보 지만 FNR은 극도로 나쁜 결

과를 보 다. FNR은 K가 13인 경우에 가장 좋았지만 K

가 6인 경우와 큰 차이는 없었다. 체 으로 보면 K가 

같은 경우, EM이 K-means에 비해 오류율 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FNR 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

다. 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므로 본 실험 결과로는 

K-means와 EM  어느 것이 유의미하게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DBSCAN은 K-means, EM과 달리 클러스터 수를 설

정하지 않고 거리 eps와 임계값 minPt을 설정하여 클러스

터링 한다. <표 3>은 eps가 0.01, 0.03, 0.06일 때 minPt가 

10, 50, 100인 9가지 경우의 결과이다. 9번의 클러스터링 

실험 모두에서 클러스터링이 되지 않은 모듈들이 존재하

다. 그러한 모듈들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할당하여 실험 

결과를 내었다. 오류율이 가장 낮은 결과는 21.4이지만 

체 인 오류율의 값은 K-means, EM보다 높다. FNR의 

가장 낮은 결과는 63.2로 역시 K-means, EM의 가장 낮

은 결과보다 높지만 체 으로 볼 때는 안 좋다고 보기

는 어렵다. DBSCAN이 약간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클

3) [2]의 결과는 그래 로 나타나있어 정확한 수치를 단하기 어

렵지만 략 (오류율, FPR, FNR)은 (23, 13, 62)로 독된다.

러스터링이 안 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단된다.

  

      minPt

 eps
10 50 100

오류율 FPR FNR 오류율 FPR FNR 오류율 FPR FNR

0.01 27.8 13.4 88.1 34.3 22.1 85.0 69.1 5.22 84.4

0.03 21.4 9.31 71.6 23.3 13.1 65.8 25.6 16.6 63.2

0.06 26.2 14.9 73.5 26.3 16 69.5 22.1 7.7 82.3

<표 3> DBSCAN 클러스터링 결과

  

5. 결론

   지난 수십 년간 매우 많은 연구들이 결함 측 분야에

서 수행되었지만 비감독형 모델에 한 연구의 수는 매우 

극소수이다. 하지만 결함 측 모델의 요성이  커지

면서 비감독형 모델의 필요성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분의 개발 회사들은 훈련 데이터 집합을 보

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지 않은 표 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인 EM, 

DBSCAN을 이용한 비감독형 모델을 제작하여 기존 연구

들에서 사용한 K-means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오류율 측면에서는 EM이 K-means보다 아주 약간 

나은 결과를 보 으며 DBSCAN은 두 모델보다 좋지 않

은 결과를 보 다.  다른 요한 오류 측정치인 FNR 

측면에서는 어느 모델이 낫다고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

존 연구들이 사용한 K-means 신 EM 모델을 사용가능

하며, 자동으로 클러스터 수가 결정되는 EM 모델을 사용

하면 보다 쉽게 비감독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결론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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