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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고객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수정된 소프트

웨어는 문제없이 동작하지만, 내부의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수정 시 버그 발

생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잘못된 코드 구조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켜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ERP 근태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발생한 잘못된 코드 구조인 코드 스멜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키워드: 코드 스멜(code smell), 리팩토링(refactoring), 소프트웨어구조(softwa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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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고객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기능을 수정한다. 수정이 이루어진 

뒤 프로그램은 겉으로는 문제없이 완벽하게 동작하지만, 내부의 구조

는 서서히 변형되고 왜곡되어간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어 코드가 

복잡해지면서 작성자도 알아보기 힘들만큼 유지보수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정 시 버그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1]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구조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생기는 품질 저하를 막아야한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리팩토링이다. 리팩토링은 

마틴 파울러와 켄트 벡에 의해 소개된 개념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바꾸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의 내부를 개선하는 

과정이다.[1]

리팩토링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프트웨어

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한다.[2] 마틴 파울러와 켄트 벡은 

리팩토링이 필요한 잘못된 코드 구조들을 코드 스멜[1]로 분류하고, 

코드 스멜을 제거하기 위한 리팩토링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리팩토링에 앞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코드 스멜을 탐지하

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개발한 ERP 근태관리프로그램이 새로운 요구사항

을 반영하면서 발생된 리팩토링이 필요한 코드 구조인 코드 스멜을 

분석하였다.

II. The Proposed Scheme

개발된 ERP 근태관리프로그램에 발생된 문제점은 세가지로 1) 

잘못된 데이터베이스 설계 2) 개발자의 인식 부족과 개발자들 간 

개발 소스 코드 공유가 안 되어 발생된 중복 코드 3) 읽기/쓰기 

클래스의 비 모듈화이다. 이 문제점들로 인해 발생된 코드 스멜은 

다음과 같다.

2.1 수정의 산발

새로운 요구사항인 연장 신청과 일반 및 경조 휴가 신청에 대해 

마감기한의 압박으로 대응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지 않였

다. 그 결과, 기존 근태신청 테이블에 해당 신청들을 저장하면서 

테이블의 값을 객체 모델에 매핑하는 Repository클래스가 근태 신청 

이외의 요구사항으로 수정되야하는 수정의 산발 코드 스멜이 발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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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2.2 중복 코드

개발자의 인식 부족과 개발자들 간 개발 소스 코드 공유가 안되어 

시스템 내 불 필요한 중복 코드의 코드 스멜이 발생되었다. 또한 

2.1절에서의 일반 휴가와 경조 휴가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아닌 코드 상의 조건문으로 존재하여, 휴가 정보를 조회하는 

코드에서 조건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2.3 방대한 클래스

개발 단계에서 테이블에 매핑되는 읽기/쓰기 클래스를 생성하였지

만,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기존 클래스에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불 필요한 필드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특정 테이블A를 

외래키로 갖는 테이블에 매핑되는 클래스들이 A테이블 내의 특정 

필드 정보가 필요하여 중복 필드를 갖게되거나 A테이블에 매핑되는 

거대한 클래스를 필드로 갖게되어 방대한 클래스의 코드 스멜이 

발생되었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ERP 근태 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코드 내 발생한 코드 스멜을 분석하였다. 

코드 스멜이 존재하는 소프트웨어는 겉으로는 문제 없이 동작하지만 

유지보수성과 미래적응성을 저하시키게되므로 리팩토링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코드 스멜을 제거하기 위한 리팩토링과 실시된 

리팩토링을 통한 구조 개선점 및 성능 향상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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