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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은 보통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버그를 보고하는 다수의 기여자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수의 참여를 통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과정은 조율 과정을 요구하며,
따라서 참여의 증가는 비용이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제한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내에서의 엘리트주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이 적은 숫자의 기여를 생산하는 다수의
의한 효과 때문인지,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아 해결하는 엘리트 핵심
구성원의 덕택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답하고자 기여의 평가와 성장 두 가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시각화와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기여의 수용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프로젝트

관리자는 기여의 평가 과정에서 기술적인 수준 이외에도 작성자의 기존
참여 이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엘리트

사용자의 기여가 더 쉽게 수용되는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신규 참여자들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토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장에 대한 서로 다른
참여 유형의 효과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소스 코드의 대부분을 불평등하게 생산하는 소수 집단에 의해
주도됨을 알 수 있었다.

엘리트 개발자의 증가는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일반적인 참여자의 단순 증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i

가져왔다. 또한 공개적인 토론을 거치지 않고 관리자에 의해 직접 제출
되는 기여가 공개적인 기여보다도 프로젝트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엘리트 참여자의 협력 과정에
대한 규제 행위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다수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주요어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협력, 기여, 깃허브, 엘리트주의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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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등장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운동
등은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협업을 통한 지식 생산 방식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사회집단의

자율적

협력과

규제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Hess & Ostrom, 2007). 기존에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면대면
협업과 경제적 보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백과사전이나
소프트웨어 저작을, 전 세계 익명의 다수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대지 않고,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만을

통해

자율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생산해내는 독특한 현상은 학문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 공동체 사회는 소프트웨어의
공적 생산과 공유라는 이타주의에 의해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 개발자
집단의 구성원들은 호혜성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개인적 사용이나 능력
계발 등과 같은 사적인 동기 등을 가지고 있음(Lakhani & Wolf, 2005)은
물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공동체는 다른 사회 집단에 못지 않은
복잡한 집단 구조(Tsay, Dabbish, & Herbsleb, 2014)를 지니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는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문화와 과학 기술 공동체 특유의 기술-엘리트 문화의 특성
양쪽을 공유한다(카스텔, 200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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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상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기술적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실력주의(Scacchi, 2007)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엘리트
중심의 과학 기술자 공동체의 특성을 함께 공유한다. 따라서 해당 공동체를
사회적인 영향들과 일체 무관한 순수한 이성의 활동이나, 외부 사회 구조의
직접적인

간섭의

부산물로

환원하는

관점(김환석,

2002)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한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기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단일한

기준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이 개발자들의 기여를 통해서
생산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다른 상업적 소프트웨어 집단과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상업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위계적 구조를

가진 소수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철저한 계획에 기초해 수행한다.
극단적으로 브룩의 법칙 같은 경우, 개발자의 추가가 원활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방해하며, 따라서 소수 정예의 개발 조직이 권장된다고
주장했다(Brooks, 1975). 레이몬즈(Raymond, 1999)는 이러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생산방식을 성당 건축 양식(The Cathedral Model) 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이는 엄격한 위계 구조 아래에서 배타적인 소수 집단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하향식 생산방식을 지칭한다.
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은 독특한 그들의 생산 방식을 시장
양식(The Bazaar model)으로 지칭하며 기존의 상업 소프트웨어 생산 양식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뚜렷한 상하 구조나 지배구조가 보이지 않는 시장 가의
모습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공개와 참여의 가치를 미덕으로 운동을
확산시켜나갔다.
소프트웨어는 특성상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고, 사용
중 발견되는 버그를 수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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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환경에서

이러한

신속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사용자 개인이 소스 코드에 접근하고 수정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버그는 사라진다”는 리누스 법칙(Linus’ Law)에
따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버그의
발견과 수정, 기능 개선 등의 과정이 사용자이자 개발자인 다수의 대중에
의해 이루어지기 진다. 이를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다수의 기여를
통한

협업이라는

고유의

장점을

가지게

된다.

대중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직접 소스 코드에 접근하여 이를 수정하고, 재 공개하는 과정을
통해 버그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협력 환경은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기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관리자의
적절한 관리가 발생하지 않을 때, 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더 이상의 발전
없이 중단되거나 폐쇄되기도 한다(Crowston, Wei, Howison, & Wiggins,
2012). 다수의 참여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다양한 기여를
평가해야 하는 과정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존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위계적인 조직구조를 갖지 못한 다는 점, 그리고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프로젝트 안에서 높은 수준의 조정(coordination)
행위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복잡한 업무 환경에서 참여자의 증가는
오히려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발생하게 한다. 다수의 참여는 때로 집단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한다(Steiner, 1972). 특히 단순한 버그의
보고가 아닌 복잡한 기능의 추가나 전면적인 소프트웨어 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균등한 참여는 오히려 생산의 효율을 저하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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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크기가 커질 수록 더욱 큰 커뮤니케이션 자원이 요구되며, 엄격한
절차는 점점 지켜지기 어려워지고, 커뮤니케이션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쉽다(Van de Ven, Delbecq, & Koenig, 1976).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자율적 협력 과정이 다수의 자유롭고 균등한
참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특히 엘리트 집단의 헌신과 효과적인
규제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암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여의 수용 및 프로젝트의 성장이라는 자율적인 협력과정에서 일어나는
엘리트 집단의 규제적 행위들을 이해하는 과정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집단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첫째로, 새로운 소스 코드 기여물을 수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계적

속성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특성상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단일한 해결책이 존재하기 보다 다양한 대안들에서 최선의 기술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코드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스 코드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프로젝트 내에서
구축한 기술적 권위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견될 수 있다. 일부 연구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신규 참여자에 대한 제약이나 별도의
심사 과정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는데(Ducheneaut, 2005; Krogh, Spaeth, &
Lakhani, 2003), 이러한 사실은 기여에 앞서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술적 권위의 인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다양한 연구들은 공동체 구성원의 소통을 통한 신뢰의 구축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 과정이, 지식 공유 자원의 자율적인 생산과 유지, 분배
과정의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논하고 있다(J. S. Coleman, 1988; Ostrom,
1990).

위키피디아의

사례에서도

주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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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던

참여자들이

기존

작성문의 관습과 맥락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핵심적인 편집자가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Bryant, Forte, & Bruckman, 200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 역시 소프트웨어라는 지식 공유 자원을 더욱
발전 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집단 내에서 구축한 신뢰, 권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에

의거해서,

구성원과

구성원의

기여물을

평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기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구축한 구성원의
신뢰와 권위의 정도에 의해, 기여물이 차별적으로 평가 받는 상황은
일반적인 학술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생산물의 평가 구조와도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스 코드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수 엘리트의 독점적인
생산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위키피디아의 성공은, 다중의
적극적인 기여(Kittur, Chi, Pendleton, & Suh, 2007a)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조정행위(Kittur & Kraut, 2008; Kittur, Suh, Pendleton, &
Chi, 2007b; Viégas, Wattenberg, & Dave, 2004)를 통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는 다수의 참여와 함께 소수의 헌신이 지속될 때,
공동 지식 생산물이 높은 수준을 가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위키피디아의 기존 사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이해 하는데
있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위키피디아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도 소수의 주도적인 생산 및 관리가 바탕이 될
때에만, 다수의 참여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 일부
이론은 우리의 통념과는 다르게, 현대 과학에서 혁신적인 과학적 성과물의
생산을 주도하는 것은, 신진 과학자가 아니라, 기술-과학자 집단 내에서
확고한 과학적 권위를 획득한 기존 연구자나 집단이라고 주장한다(Bourd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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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이러한 기술-과학자 집단의 불평등한 구조에 의한 지식 생산성
향상에 대한 사례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소수 엘리트의 독점적
생산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여물의
수용 과정 및 프로젝트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는 다른 인터넷 기반 가상
공동체의 집단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공유하면서도 차별화 된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엘리트

중심적인

문화는,

다수의

공개적인

협력을

장려하면서도, 소수의 암묵적인 통제를 정당화하는 규제적인 속성을 품고
있을 것이다.
최근

등장한

깃허브(Github)

웹

서비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등장하였다. 협력을 지원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덕분에,

개인은

물론

기업들까지도 깃허브 상에서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깃허브 상에서 진행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시각화 및 통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각화 결과를
통해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기여 수용 과정과 프로젝트
성장과정에서 몇 가지 독특한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각화
과정을 바탕으로 몇 가지 연구문제와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조건들을 파악하고 다수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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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집단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운동의 발전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개념과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거쳐 구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1 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특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적 정의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원본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권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 자체와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함께 배포에 관련된 다양한
조건들과 파생물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1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및 컴파일 된 실행파일에 대한 접근과 배포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특정 대상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스 코드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을 통해 생산된 파생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다. 개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와 배포에 대한 권한은 그 방식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를 통해
구체화된다.

1

http://opensource.org/osd-anno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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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해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필수로 한다. 소스 코드란 프로그램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일련의 명령어들의 연쇄를 의미한다.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특정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소스 코드
문서를 먼저 작성하게 된다. 컴퓨터는 컴파일러를 통해 해당 소스 코드
문서를 컴퓨터가 해석 가능한 기계어로 번역하게 된다. 이러한 기계어는
최종적으로 이진 문자 형태의 문서로 변환되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 시
컴퓨터는 기계어로 된 코드를 순서에 맞게 읽어나가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러한 기계어를 인간이 직접 읽고 해독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많은 상업 소프트웨어는 보안과 저작권을 이유로 소스 코드가 아닌
컴파일된

기계어

형태로

실행

파일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내부의 소스 코드를 읽어내지 못하도록 한다.
상업 소프트웨어의 폐쇄적인 개발 절차와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무료 사용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를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도록
접근권을 공유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시작은 이와 같은 상업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대한 독점권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은 상업적 소프트웨어의 개발 절차와 많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인

상업적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의 제품 생산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업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계획되어 폐쇄적인 기업 내 구성원들의 조직적이고 철저한 업무 절차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기 마련이다. 상업적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개발자의
업무는 위계적인 구조에 의해 철저히 분업화됨은 물론, 사용자와 개발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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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은 개별 소프트웨어에 따라 개발 목적이 천차만별이다.
개별 프로젝트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의해 취미, 지적 호기심, 상업적
목적으로 개시되곤 한다(Raymond, 1999).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은
다수의 상업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아파치
웹 서버는 유사 서버 프로그램을 압도적으로 대체하였고, 유닉스에 기반을
둔 운영체제 리눅스의 경우 개발 초기에 연 200% 정도 사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erner & Tirole, 2002).
기존의 상업 소프트웨어는 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개발 조직을 꾸밈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해왔다. 엄격한 조직 구조
속에서 소수의 엘리트가 엄격히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상업 소프트웨어 생산 방식에 비하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개방적이고 비위계적이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은 소수
정예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여겨왔다.

개발

조직의

구성원이 증가할 수록 효율적인 생산이 어렵고, 따라서 개발 과정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여겨져 왔다 (Brooks, 1975). 이런 전통적인
시각에 비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상업적 소프트웨어와는 대조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소스 코드는
물론

개발과정

전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에 대해 관심 있는 대중은 누구나 소스 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수정, 재 배포가 가능하다. 개발자들은 기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공개한 소스 코드의 버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후, 수정된 코드를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원본 코드와의
병합을 제안하게 된다. 이렇게 제안된 코드는 검토를 거친 다음 마스터
-9-

버전의 코드에 병합될 지가 결정된다(Krogh & Hippel, 200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구조적으로 대중의 참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초기

미완성

버전

상태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렇게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원본 제작자 스스로와
해당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개발자들의 협력을 통해 점차적으로
안정화되어 간다. 미완성된 버전은 기능적 제한은 물론 크고 작은 버그를
포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사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버그가 많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되고, 소스 코드에 직접 접근할 수 특성은
버그의

신속한

발견과

처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인

상업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구입해야 하는 제한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도중 오류가 발생해도 해당 원인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그러한 오류를 직접 수정하고 제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Raymond, 1999).
이처럼 미완성 버전의 공개 이후 개발자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특성상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소프트웨어의 완성이 불가능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은 초기
버전을 지속적을 개선하고 유지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V. S. Sinha, Mani, & Sinha, 2011). 만약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단된다면 결국 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발전 없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맞추어
기능을 개선하고 발견되는 버그들이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가
중단된다면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렵고
기존의 축적된 기여들은 폐기 될 수 밖에 없다(Schweik & English, 2007).
온라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유

서비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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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포지(SourceForge)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부분 프로젝트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8%는 알파 개발 단계, 22%는 계획단계, 17%는 프리알파 단계에 정체되어 있거나 방치되었다(Lee, Kim, & Gupta, 2009).
대중의 참여를 통해서만 상업 소프트웨어 이상의 완성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상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한 참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자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기업과 같은 엄격한
위계 구조를 가진 조직 없이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자율적으로 모여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생산 방식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참여자들은 소프트웨어의 공유 가치에 대한 헌신을
위해서만 투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자극이나, 개인적인 기술 향상과 같은
서로 다른 종류의 개인 동기를 가지고 참여한다(Lakhani & Wolf, 2005).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배경과 동기 그리고 기술적 수준을 가진 참여자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제한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기술적 수준을 판단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미 높은 수준의 기술적 권위를 인정받은 참여자에게 더욱 높은
신뢰와 권위가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전문적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참여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다수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과업이

비교적

단순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여들이 축적될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rowiecki, 200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다수의
참여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활동은 버그의 보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의 제안 같은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참여가

반드시

이점을

가지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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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

복잡하거나

참여

구성원들의 높은 상호 의존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자의 증가를 통한
이점은 감소하게 된다. 참여자 증가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증가시키고, 참여자의 동기를 감소시키기도 한다(Shepperd,
1993). 브룩의 법칙은 “개발이 지연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
증원은 또 다른 지연을 불러올 뿐이다” 라고 말하며 다수의 참여의 효과를
부정하기도 한다(Brooks, 1975).

참여자의 증가는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요구를 상승시키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효율성을
감소시킨다(Van de Ven et al., 1976).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상황에서 다수가
소스 코드를 공개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였을 때 구성원들은 매번 해당
기여의 수용을 공개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기여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다수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환경이지만

적절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조건 적인 기여의 증가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조직 구조의 한계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한계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절차는 서류화되거나
위계적

구조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인터넷

상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Stamelos, Angelis, & Oikonomou, 2002). 상업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처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고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환경은 효율을 크게 제한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경우 개발 이전에 모든 사항을 명시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개발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필요

사항을

개정하게

된다.

개발자들은 최종 결과물의 상세와 관련된 사항들, 제어 방식, 자료구조,
보충 사항, 개발의 시간적 분기들을 미리 논의 하지만 모든 사항이 서류로
정리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변경되기 마련이다(Curtis, Krasner, & Isco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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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여 과정은 기여의 제출 전에 먼저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기여를 제시하기 보다, 대부분의 코드
수정과 추가가 사전 선언 없이 이루어지는 등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Yamauchi, Yokozawa, Shinohara, & Ishida, 2000). 이러한 특유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타인에 대한 불확정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과업을
진행해야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상황에서

더욱

문제시된다(Stewart, 2005).
이러한 제한들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은 다수의 자율적인
협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과정을 포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엘리트 참여자에게 적절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에 기대어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 생산 활동에서 익히 관찰되어온 사실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자율적인 협력을 위한 자치적인 규제들을 명시,
비명시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해왔다. 다음 장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발전과 자치적 규제 장치들의 발전 과정을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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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역사와 발전
해당 장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간략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자치를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고유의 전략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겠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 개발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본격화
이전부터 공유와 협력의 전통을 유지해왔다. 1960에서 70년대까지 미국
버클리와 MIT 대학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이를 수정하고 발전시켜 배포하는 것은 유행이자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아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프로그래머들은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기법을 직접 학습해가며 컴퓨터 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었다. 특히 1970년대 유닉스(UNIX) 운영체제 소스 코드의 공유와
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수정본의 개발은 오픈소스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1980년대 초 AT&T가 유닉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독점하면서 본격적인 소스 코드 독점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1983년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의

주도로

설립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과 GPL 2 라이센스의 등장은 소스 코드의
공개와

배포를

자유소프트웨어

의무화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운동의

지피게

불을

된다.

상업적
하지만

독점에
여전히

대항하는
대부분

소프트웨어는 소수의 컴퓨터 과학 종사자나 프로그래머 위주로만 제작,
배포되며 대중에게 널리 전파되지는 않았다. 1990년대 이후 유닉스를
대체하는 리눅스의 등장, 기존의 GPL보다 실용적이고 느슨한 다양한

2

General Public License.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의 대표적 라이선스로 사용자의 자

유로운 소스 코드 접근과 배포를 보장 및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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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의 개발과 함께 오픈소스 문화는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등장으로 대중의 사용과 참여가 확대되고 많은 기업에서도
오픈소스

방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나감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문화는 대중적, 상업적 성공을 모두 거두게 된다(Lerner & Tirole,
2002; Levy, 2010; Raymond, 1999).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은 자유와 공유의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이해
이외에도 다양한 규범과 전략들을 개발하고 이를 적절히 내규화 하는
과정이 밑바탕이 되어 왔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 추구하는 다수의 참여의 장려 전략은 장점만큼이나 한계도 확실하다.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다수의 자유는 그대로 방임되기보다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범 양식들은 공동체에 내재되어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문제적 상황들, 특히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진보를 가로막는 잘못된 의사 결정 과정을 피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작동해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는 역할 분화, 의사 결정에 대한 위임, 독재적
관리 전략 등을 사용하여 공동체 자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Laat, 2007).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내

공동체

조직의

인적

구성은

상업

소프트웨어만큼이나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러한
인적 구성의 분화가 명시적인 직책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참여의 정도와
방식에 의해 암묵적인 역할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은 참여의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소유자 - 핵심 멤버 - 적극 참여자 - 주변 참여자 - 버그 수정자
- 버그 보고자 – 사용자와 같이 위계적으로 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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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Mockus, Fielding, & Herbsleb, 2002; Nakakoji et al., 2002). 특히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프로젝트 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모듈화 하고 해당 모듈 별로 최고 관리자인 메인테이너를 선발하여 최종
관리 권한을 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을 타인에 위임하는 것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현상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은 바로 새로운 소스 코드의 수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제출된 소스 코드를 커밋(commit)이라고 하고
이러한 커밋의 수용을 결정하는 권한은 대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들에게
주어진다. 때로 이러한 커밋 권한은 리눅스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개별 모듈 별 메인테이너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부여 방식 역시 프로젝트 별로 분화 된다.
많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에서 소스 코드의 최초 작성자에
권리는 특히 존중되기 마련이고, 리눅스와 같이 최초 작성자가 계속해서
독점적인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일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리자를

투표를

통해

선발하기도

반면에
한다.

프로젝트에 헌신적인 참여를 통해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은 참여자들이
개설자에

의해

커밋

권한을

부여

받기도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시작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은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선스와 같은 법적 보호 장치를 도입하여
소스 코드의 공유를 강제시켜왔다. 이러한 라이선스 제도는 소스 코드의
자유로운 수정과 공유를 강제하면서도 작성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어 해당
작성물에 대한 권한이 존중될 수 있도록 돕는다. 상업적 독점권은 없지만
- 16 -

해당 소스 코드를 작성한 사용자는 라이선스를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인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새로운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특성상 신규 참여자들이 특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사회화 과정을 강제하기도 한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신규

참여자는 버그를 보고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등의 사전 참여 활동을 거칠
때만 커밋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Ducheneaut, 2005; Krogh
et al., 2003).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지식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인적 철학, 개인 신상 등을 구성원들로부터 평가 받아야 개발자로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들도 존재한다(E. G. Coleman, 2005).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강제화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커밋의 수용 심사를 통해
참여자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소스 코드 작성에 대한 소수의
집중은 널리 알려진 현상이다. 일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15%의
기여자가 88% 이상의 코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소수가
대부분의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완전히
다중의 집합적 기여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상대적인 신속하고 지속적인 버그 수정과 패치 작업은 소수가 아닌 다수
기여자들에 의한 것으로 함께 알려졌다(Mockus et al., 2002). 위키피디아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소수의 헌신과 다수의 참여의 효과는 모순적이지만 개별
사전 항목의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익히 알려진바
있다(Kittur & Kraut, 2008).
자유와 공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지만,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독재적인

권한을

가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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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존재하거나,

신규

참여자에 대한 일정한 차별적인 절차들을 둔다는 점, 다수의 참여가
필수적이면서도 소수의 독점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때만 발전할 수 있다는
일부 사례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목표와 모순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도 있다. 카스텔은 이러한 협력과 규제를 동시에 장려하는 독특한
공동체적 특성은 기술-엘리트주의 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적 배경에서
유래한다고 평가한다(카스텔, 2004). 기술-엘리트주의 문화는 기술적 발견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동료의 평가에 의해 발견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동료
평가에 의한 기술적 권위 부여는 기술-엘리트주의 문화의 자율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규제 장치로 인식된다. 동료들로부터 기술적
권위를 반복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소수의 인물들은 기술자 집단에서 높은
지위를 부여 받게 되고, 집단 내의 다양한 업무와 프로젝트의 조율을
수행하도록 장려된다. 이들은 공동체내 자원을 통제하고 동료들로부터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 받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수의
핵심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철저히 그들이 제공해온 기여의 축적 정도와 이를 통한
기술적 권위의 인정에 밑바탕을 둔다. 이를 통해 그들은 다른 이의 기술적
성과의 가치를 판단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독점적 권한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기술적 발견에만 투입될 수 있도록 비공식, 공식적인 규칙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모든 과정은 개방적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의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부르디외 역시 과학 기술자 사회에서 행위자들이 학술 활동을 통해
‘과학적 권위’를 축적하고, 축적된 권위의 차이에 따라 집단 내에서 객관적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과학 기술자 집단 내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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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이미 획득된 사회적 위치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체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위치는 ‘과학적 자본’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사회
자본’을 통해 결정된다고 이야기 했다(Bourdieu, 1975). 예를 들어 유명
대학이나 연구원 출신이거나 유력한 학술지 등재나 업적의 출판의 결과들이
축적될 수록 ‘과학적 능력’을 인정받고, 거꾸로 상대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 받게 되는 과학 기술자 사회의 독특한 구조(부르디외,
2002)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작동방식과 유사하다. 과학 기술자 집단
역시 과학지식의 최고 권위자들이 지식 생산 과정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이러한

최고

권위자들이

가장

혁명적인

과학적

지식들을

생산하곤 한다. 부르디외는 과학적 자원의 차별적인 분배와 같은 불평등적
구조가 오히려 과학 기술자 집단의 자율적이고 혁명적인 지식 생산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한다.
심리적인 수준에서도 소수에 의한 조직의 통제가 주는 효용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현재 조직 내에서 어떠한 기여가 필요하고 실제로 누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구성원 전체가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적인 협력 과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전문적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통의 이해를 가능케
하는 이러한 심적 모형을 공유 하는 것(shared mental model)은 매우
핵심적인 과업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심적 모형은 조직의 목적과 형태에
대한 기술, 조직의 기능이나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의 상태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의 상을 지칭한다(Rouse & Morris,
1986). 특히 심적 모형을 공유하는 과정은 함께 과업을 수행중인 동료의
현재 상황을 의식(awareness)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Dourish & Bellotti,
1992). 동일한 심적 모형의 공유를 통해 구성원들은 특정 과업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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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 기술, 예측 하는 것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심적 모형을
공유하는 팀의 구성원들은 상대의 현재 요구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특정 업무의 요구나 외부적인 통제 없이도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ouse, Cannon-Bowers, & Salas, 1992).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같이 분산된 환경에서 이러한 심적 모형의
효과적인 통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타인의 기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료의 현재 업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프로젝트가 성장할수록 자연히
참여자가 증가하게 되는 구조 속에서 이러한 심적 모형의 공유는 점차
문제시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에 의한 효과적인 조직의

통제가 이루어질 때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심적 모형이 구성원에게
쉽게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use et al., 1992). 다시 말해 소수의
통제하에 업무가 이루어질 때 참여자들이 조직과 타인들의 개발 진행
상황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 비로소 업무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빌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에서도 기존
권위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소스 코드의 독점적인 생산과 같은 불평등한
구조가 오히려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수의 참여가 가져오는 다양한 제한 상황 속에서, 특유의 엘리트 중심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소수 엘리트의 헌신과 통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조직 구조 상의 문제 이외에도 기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깃허브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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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미디어 사용 행태와 깃허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의 자율적인 협력 양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기인

한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한계적인 상황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고유의 협력 절차와 조직 구조를
발전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

사이의

효과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상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미디어

장치들을 활용해왔고 이를 통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했다(Yamauchi et al.,
2000).
초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에서부터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온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메일링 리스트 이다. 특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개발자는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리스트를 구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한 논의, 소스 코드의 리뷰 같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메일링
리스트 상에서 이루어진다(Cubranic & Booth, 1999). 구독자들은 메일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토론을 개설하거나 이미 진행중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이

수정한

소스

코드를

추가되는

것을

원하는

개발자들은 메일링 리스트에 자신의 소스 코드를 담아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과정은 다른 개발자들에게 공개되고 대부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대중의 평가와 관리자의 심사를 통과한 소스코드는 메인 소스코드에
병합되어 배포된다.
버전 관리 시스템(Concurrent Versions System, CVS)은 메일링 리스트와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필수적인

도구이다.

버전

관리

시스템은 다수의 프로그래머들이 동일한 소스 코드를 동시에 수정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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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스

코드의

모든

변화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프로젝트의 관리자 들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버전 관리
시스템의 원본 코드에 새로운 코드를 병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프로젝트의 이력을 관리하고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행동을

공적으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공동의 자원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돕는다(Yamauchi et al., 2000).
메일링 리스트와 버전 관리 시스템 이외에도 프로젝트들은 웹 페이지를
두어 사용자와 개발자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메일링 리스트와 버전 관리
시스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웹 페이지에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정보가 정리되어 공유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웹 이지 상에는
프로젝트의 기본정보, 버전 별 개선 사항, 튜토리얼, 매뉴얼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사용자들의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사용을 돕는다.
메일링 리스트, 버전 관리 시스템, 웹 페이지들은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왔지만 부분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형태의 매체들은 원활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이질적인 구성원간의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특히, 해당 미디어 상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는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정도로 한정되며, 이외의
정보는 메일링 리스트 상에서 작성한 이메일 내용뿐이다.

이러한 전자

매체상에서 행위자들의 '사회적 현전'은 결핍되며, 시간과 장소, 이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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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같은 '사회적 맥락단서'를 파악하기 어렵다(Kiesler, Siegel, & McGuire,
1984; Short, Williams, & Christie, 1976; Sproull & Kiesler, 1986). 또한 서로
다른

지역에서

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며 시간차를 두고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메일링

리스트나 버젼 관리 시스템은 프로젝트의 이력을 관리하거나 소스 코드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낮은 수준의 조정 행위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의사결정이나 공동체 합의와 같은 과정에서는 높은 수준의 조정 행위는
지원하기 어렵다(Cubranic & Booth, 1999).
이러한 제한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의사 결정권이 소수의 관리자나
단일한 프로젝트 지도자에게 독점되는 앞선 상황들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제한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매 순간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한계적 상황 속에서 철저한

엘리트주의적인

문화를

통해

기존에

프로젝트에

기여한

바가

큰

참여자들에게 의사 결정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그들의 행위를
존중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프로젝트 공동에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관리자들 역시 이러한 한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신규 참여자
보다는 기존 참여자를 더욱 존중하고 신뢰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신규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차별적인 행위들도
참여자와 실제로 접촉하여 면 대면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일부 기인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수록 새로운 참여자들
보다는 기존에 참여자들의 기여가 더욱 쉽게 채택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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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와 같이 이러한 독점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행위

전략이

공개와

공유를

강조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문화와

공존하면서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한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고, 해당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는 깃허브 역시 그러한 제한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웹 서비스이다. 2008년에 설립된
깃허브

서비스는

관리시스템인

소셜

코딩

깃(Git)과

소셜

사이트를
네트워크

표방하며

소스

서비스에서

코드

사용되는

버전
다양한

기능들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공동체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 덕분에 깃허브 내에서만 수백만 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깃허브에 가입된 사용자는 자신이 제작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깃 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의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개별 프로젝트는 소스 코드와 소스 코드가 변화해온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들, 소스 코드의 수정과 관련된 상호 토론, 이슈 추적, 코드 리뷰
등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깃허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접목함으로써 협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불확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Marlow, Dabbish, & Herbsleb, 2013).개별 사용자는
자신의 이력과 자신이 보유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명세를 담고
있는 개별 페이지를 갖게 된다. 이러한 개별 사용자 페이지에는 지금까지
사용자가

해온

다양한

기여들을

한눈에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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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도록

수치화,

그림 1. 버전관리시스템에서 수정된 파일과 원본 파일 비교의 예
(적색 영역은 삭제된 기존 코드, 녹색 영역은 새롭게 추가된 코드)

그림 2. 깃허브에서 공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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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서비스에

사용자에

대한

프로필뿐만

탑재된

개별

사용자에

아니라,

대한

일반적인

소셜

폴로잉(Following),

네트워크
관심

있는

프로젝트의 즐겨 찾기 기능은 사용자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최근 시간대 별로 실시간으로 구독 가능케 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일련의 기능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게 된다. 기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자체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비용과
메일링 리스트 상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한계들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Marlow et al., 2013).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의
추가는 타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단서들의 인지를 돕는 이러한 기능들은
다양한 갈등의 원활한 협력을 지원한다.
특히 깃허브의 핵심적인 협업 기능은 커밋(Commit), 풀 리퀘스트(Pull
Request), 이슈(Commit) 세 가지로 구성된다.
커밋은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수정 할 때마다 해당 소스 코드의 추가,
삭제 된 부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독립적인 데이터로, 기본적으로
깃허브 서비스는 이러한 커밋 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하고 공유하는 것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사용자는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커밋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밋이 일어나기 전과 후로 소스
코드를 되돌리거나 복구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슈는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판 형태로 제공되는 깃허브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특별한

권한이

없이도

깃허브

상의

임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이슈 공간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이 가능하다. 이슈는 버그의 보고나 기능의 제안, 정보 공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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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풀 리퀘스트는 커밋 정보를 담은 이슈의 특수한 형태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추가된 소스 코드

조각의 원본 코드에 대한 병합을 요청할 때 사용자는 풀 리퀘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수정된 소스 코드 조각을 작성한 사용자 누구나 해당
프로젝트에 해당 코드를 검토해줄 것을 풀 리퀘스트 기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풀 리퀘스트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정된 소스 코드 전체가 커밋의 형태로 등록되어 누구나 이에 대해 댓글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해당 풀 리퀘스트는 사용자들의 상호 검토를 받은
다음 프로젝트의 관리 권한을 가진 관리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병합여부를
결정 받게 된다. 프로젝트의 커밋 생성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특정 풀
리퀘스트의 수용을 허가할 경우 풀 리퀘스트에 담겨있는 커밋 정보가
기존의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던 커밋 정보에 추가됨으로써 풀 리퀘스트의
수용 과정은 종료된다. 하지만 작성한 풀 리퀘스트가 거부될 경우, 해당 풀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던 커밋 정보는 프로젝트로 병합되지 않고 반려된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커밋 정보가 풀 리퀘스트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 프로젝트의 커밋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급 구성원들은 공개적으로 풀 리퀘스트를 통해 심사를
받지 않고 때때로 직접 새로운 코드를 프로젝트에 추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프로젝트의 전체 커밋 정보는 구성원들이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올린 커밋 중 공개적인 심사를 통과된 것들과, 커밋
권한자가 별도의 풀 리퀘스트 없이 직접 추가한 커밋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풀 리퀘스트는 커밋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코드를

제출하고 싶은 경우, 직접 커밋 권한을 할 수 있는 관리자가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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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코드를 평가 받아야 하는 경우 작성 될 수 있다. 이러한 풀
리퀘스트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적합성이 판단 되므로 의사 결정 과정에
더 큰 커뮤니케이션 자원이 소모 된다.

반면 직접 커밋은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걸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은 극대화 되지만 다수의 참여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여 방식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기존에 전혀 유대가 없었던 다양한 외부인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공식적인 규제나 위계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로
남게

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상업

소프트웨어에

못지않은

성공이

지속해서 가능해왔다는 사실(Zschoch, 2007)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 가능케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만의 고유한 작동방식이 존재해왔음을
보여준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공은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율적인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자치를 통해 해결해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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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깃허브에서 풀 리퀘스트 사용의 예

그림 4. 깃허브에서 커밋 생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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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제 1 절 연구 문제

앞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에서 다수의 참여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논의 하였다. 공개와 공유의 정신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을 가능케 했지만 조직의 관리 차원에서 여러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한된 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환경 역시
효과적인 개발 과정을 어렵게 한다. 앞선 논의에서 다수의 참여가 불러올
수 있는 한계를 특유의 기술-엘리트 문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소수 엘리트의 헌신과 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수의 참여와 소수의 통제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구조에 주목하고 이러한 현상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기여의 방식에
주목하고 기여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깃허브에서 참여자의 기여는 소스 코드의 제출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러한 소스 코드의 제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풀 리퀘스트를 통한 공개적인 제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출된 풀 리퀘스트에 담겨있는 커밋 정보는 댓글을 통해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되고 커밋 권한자의 최종 결정에 의해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두 번째는 풀 리퀘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커밋 제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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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프로젝트에서 커밋 권한을 가진 참여자만이 가능한 것으로 프로젝트
개설자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일부 핵심 개발자만이 가능한 방법이다.
직접적인 커밋 제출은 풀 리퀘스트와 같이 공개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개발자의 기술적인 권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여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풀 리퀘스트의 수용 과정과 관련된 측면이다.

상대의

기여를 수용하는 과정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다(Crowston et al., 2012). 기여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된
기여의 내용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목표와 수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기여의 프로젝트 내 적합성을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수준 높은 소스 코드를 수용하는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된다. 따라서 깃허브 에서
나타나는 기여의 방식 중 심사를 통해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풀 리퀘스트의
수용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풀 리퀘스트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과정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될 것이다.
앞선 논의를 따르자면 기여물 그 자체의 기술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기여자의 기존 프로젝트 내 활동 이력이 수용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평소에 기여의 수용을 통해
기술적 권위를 인정받은 참여자의 기여물은 그렇지 못한 기여자에 비해 더
높은 신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소스 코드 수준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구성원의 인정을 획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첫 번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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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시한다.

연구 문제 1. 풀 리퀘스트의 수용과 관련된 기여물, 기여자, 프로젝트 관련
속성들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주목한 부분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커밋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대중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대중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다수의

참여의

단순

증가로

환원되기는 어렵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프로젝트 성장을
위해서는 다수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수의 헌신과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문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두 가지 측면 1) 기여의 수용 과정 2) 프로젝트의 성장 과정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깃허브를
대상으로 시각화와 통계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깃허브

사이트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활동

데이터는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수집이 가능하다.

깃허브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일반적인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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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일반에게 API를 제공

3

하여 소스 코드

내용이나, 커뮤니케이션 정보, 사용자 이력 등에 대한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깃허브 상에는 6백만 이상의 공개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3백만 이상을 넘어선 것4으로 알려졌다. 먼저 시각화 절차를 통해
위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설들을 설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3

http://developer.github.com/

4

https://github.com/about/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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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시각화
이 연구는 깃허브 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집단 행위 양식들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여의 수용 과정과 프로젝트 전반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이고 독점적인 경향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 시각화를 통해 깃허브의 개별 프로젝트 내 구성원들의 행위의
독특한 경향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깃허브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제 1 절 시각화 시스템 개발
해당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커밋, 이슈, 풀 리퀘스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별 프로젝트의 협업 정보들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슈 및 풀 리퀘스트 정보의 개괄적인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특정 시기, 특정 사용자의 행위 역시 세부적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상단의 트렌드 영역은
특정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커밋, 이슈, 풀 리퀘스트 정보를
라인 그래프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표현하였다. 하단 가장 큰 영역에는
개별 이슈와 풀 리퀘스트 정보를 세부적으로 표현한 이슈 정보 영역이
존재한다. 하단 우측에는 이슈와 풀 리퀘스트의 유형과 사용자에 따라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버튼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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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각화 시스템 전체 구성 A) 트렌드 영역, B) 이슈 정보 영역, C) 필터 영역

중앙의 이슈 및 풀 리퀘스트 정보는 이슈 스트립(Issue strip)이라는 고유의
표현 양식을 통해 표현된다. 직사각형 형태의 개별 시각화 정보는 이슈와
풀 리퀘스트의 제목, 작성자, 논의 기간, 댓글 양과 빈도, 수용 여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표현한다. <그림 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슈
스트립은 가장 좌측에는 해당 작성물의 수용 및 거부 상태를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다음 영역은 해당 작성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자
별 색상코드를 부여하였다. 해당 색상은 오른쪽에 필터 영역에 참여자 선택
창에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된다. 다음 영역은 해당 이슈가 유지되는 총
기간을 길이를 통해 표현하였다. 이슈나 풀 리퀘스트의 논의가 시작되고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크린
상에서 마우스를 이슈 스트립에 올려놓게 되면 해당 이슈의 번호와 제목은
물론 댓글 작성 정보가 함께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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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슈 스트립을 통한 이슈 및 풀리퀘스트 정보 표현 사례.
상단: 마우스 커서가 위에 놓여지기 전. 하단: 마우스 커서가 놓여진 후 . A)
이슈의 현재 속(청색: 수용; 적색: 수용 거), B) 작성자의 색상 코, C) 길이: 논의
기간, 색상 농도 : 댓글의 밀도, D) 댓글의 일별 생산 추이 정보, E) 이슈의 번호와
제목

그림 7. 트렌드 영역의 조작 방식.
회색 직사각형 영역을 이동하거나 확장하면 다른 기간의 이슈와 풀 리퀘스트가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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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이슈 스트립은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슈 정보 영역에
표시된다. 이슈 정보 영역에 표시되는 이슈 스트립은 상단의 트렌드 영역과
우측 필터 영역을 조작 결과에 의해 선택적으로 표시된다. 트렌드 영역에
의해 특정 기간이 선택되고 필터 영역을 통해 이슈와 풀 리퀘스트의 유형과
작성자가 선택된다. 이렇게 기간, 유형, 작성자의 조합을 통해 선택된 이슈
스트립의 위치는 작성 날짜에 따라 순서대로 결정되며 먼저 작성된
이슈일수록 좌측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상단의 트렌드 영역 창은 일별 커밋, 이슈, 풀 리퀘스트 생산량을
시계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특정 기간을 상호작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생산된 이슈와 풀 리퀘스트가
하단의 이슈 정보 영역에 이슈 스트립형태로 선택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에서 보이는 것처럼 트렌드 영역에서 커밋은 푸른 점선,
이슈는 연한 회색 영역, 풀 리퀘스트는 진한 회색의 라인 그래프로
표현된다. 또한 해당 그래프 위에 놓여있는 직사각형 영역은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이동하거나 확장, 축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의 이슈 스트립만을 가운데 창에 표현되도록 조절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의 작성자 별 생산 정보가 함께 라인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어 개인별 작성 패턴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작성자 별 정보는
이슈 스트립과 같은 색상 코드를 통해 구분된다.
우측의 필터 영역에서는 이슈 정보 및 트렌드 영역의 정보가 작성자와
수용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필터

영역에 나열된 버튼을 통해 작성자와 특정 유형의 이슈 및 풀 리퀘스트(예.
수용된

풀

리퀘스트)기준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하는 정보만이 트렌드, 이슈 정보 영역에 각각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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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에

제 2 절 시각화 툴을 이용한 깃허브 프로젝트 사례 탐색
해당 시각화 시스템에서 다양한 사용 경향이 발견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여의 수용 과정과 전반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징들에 주목하여 해당 사례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1. 풀 리퀘스트 수용 과정에서의 시각화 사례
먼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풀 리퀘스트의 수용과 관련한 특징들이
존재하는지를 탐색해보았다. 대표적으로 신규 참여자들의 풀 리퀘스트가
상대적으로 수용이 거부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었다.

먼저 <그림 8>과

같이 신규 기여자들의 초반 풀 리퀘스트는 상대적으로 수용이 거부되는
반면 지속적으로 기여를 지속해가면서 점차 수용 확률이 증가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었다. <그림 9>와 같이 일부 사용자들은 풀 리퀘스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상황을 참지 못하고 풀 리퀘스트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거부된 풀 리퀘스트 상대적으로 많은 댓글이 달린다거나 비교적
긴 기간의 논의되는 현상이 종종 발견되었다.
깃허브에서는 신규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명시적인 커밋 제출 권한의 부여
절차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참여 이력이 부족한 경우의 참여자는 풀
리퀘스트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코드가 수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실제 예로 <그림 9>의 사용자는 <그림 10>에서와 같이
관리자로부터 해당 풀 리퀘스트 안의 커밋 내용이 프로젝트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수용을

거부

당했다.

이처럼

신규

참여자들은 기존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심적 모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일 확률이 높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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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퀘스트를 작성하더라도 코드의 수용이 거부되기 쉽다. 연속된 거부의
악영향으로 해당 사용자의 기술적 권위는 더욱 하락하며 향후에 제출한
기여는
부적격한

수용되기가
이러한

어려워질
참여자의

가능성이
풀

높다.

리퀘스트를

관리자들은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에
거절함으로써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8. 신규 참여자 풀 리퀘스트 사례.
녹색과 주황색 사용자 모두 초반에 제출한 풀 리퀘스트가 계속적으로 거부.

그림 9. 풀리퀘스가 계속해서 거부 당한 사례.
7 개의 연속적인 풀 리퀘스트가 모두 수용 거부된 이후 해당 사용자의 참여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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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그림 9>의 기여자의 풀 리퀘스트가 거부당하는 사례.

그림 11. 풀 리퀘스트 수용 기간 비교 사례.
수용된 풀 리퀘스트에 비해 거부된 풀 리퀘스트, 일반 이슈 작성물은 더 오랜 기간
논의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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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슈와 풀 리퀘스트의 논의기간에 주목한 결과 <그림 11>처럼
수용된

풀

리퀘스트에

비하여

수용

거부된

풀

리퀘스트나

이슈가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논의가 지속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용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풀 리퀘스트 일수록 더 오랜 기간 많은 댓글을
통해 논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가정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커밋 생산 과정의 시각화 사례
프로젝트 전체 커밋의 생산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트렌드 영역 상의 발견
들을 중심으로 탐색을 진행하였다. 탐색 결과 <그림 12>과 같이 풀 리퀘스
트가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었음에도, 전체 커밋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
지되는 프로젝트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는 커밋 권한을 가진 개발자가 풀
리퀘스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코드를 수정하거나 추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는 풀 리퀘스트에 비해 직접 생산된 커밋의 비중이 더 높은 사례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편중된 생산 방식은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
다.
<그림 12.A>에서 보듯 일부 프로젝트는 풀 리퀘스트의 작성이 활성화 되
어있고 풀 리퀘스트의 생산량이 커밋 생산량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
다. 그리고 풀 리퀘스트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전체 커밋 생산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한 비교적 다양한 참여자들이 풀 리퀘스트를 생산하는 현상 역시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그림 12.B>와 같은 경우는 풀 리퀘스트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소수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커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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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 다수의 참여의 영향력만큼이나 소수의 적극적인 헌신이 중요하
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코드가
생산되더라도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가정 역시 가능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각화 과정을 통해 발견한 주요한 경향들이 일반
화 가능한 현상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존 참여 이력의 중요성, 커밋 생산 과정에서 발견되는 소수의 독점적인
생산 현상이 깃허브 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일반적인 것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가설을 설정
하고 자료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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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풀 리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커밋이 생산된 프로젝트.
A) 풀 리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커밋이 생산 B) 소수가 대부분의 커밋을
풀 리퀘스트 과정 없이 직접 생산. 5

그림 13. 커밋 및 풀 리퀘스트 생산 경향 비교.
A) 초기부터 다양한 사용자가 풀 리퀘스트를 통해 참여, 전체 커밋 생산량도 풀
리퀘스트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B) 커밋이 풀 리퀘스트와는 무관하게 생산되고 풀
리퀘스트 역시 소수에 의해 작성.

5

https://github.com/angular/angular.js/graphs/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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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가설
제 1 절 풀 리퀘스트 수용 과정에 대한 가설 설정

연구 문제 1. 풀 리퀘스트의 수용과 관련된 기여물, 기여자, 프로젝
트 관련 속성들은 무엇인가?
앞선 시각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깃허브 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기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에
주목 하였다. 첫 번째는 풀 리퀘스트의 수용 과정과 관련된 측면이다. 상대
의 기여를 수용하는 과정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
적인 절차이다(Crowston et al., 2012). 기여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출된 기여의 내용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목표와 수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유지되기 어렵다.
체이의 연구에서(Tsay et al., 2014) 이미 소스 코드의 기여물, 기여자, 프로
젝트 속성에 따른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
한 바가 있다. 해당 연구의 경우 풀 리퀘스트에 담긴 기여물, 즉 소스 코드
의 기술적인 수준에 따라 수용 확률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때 기
여물의 기술적 수준은 먼저 테스트 코드의 삽입 여부이다. 프로젝트 관리자
들은 제출된 기여물의 안정성을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심사하게 된다. 기여
자가 풀 리퀘스트 제출시 미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여물에 대한
관리자의 신뢰는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Dabbish, Stuart, Tsay, &
Herbsleb, 2012).

반면 코드가 길고 많은 파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평가

요소가 많고, 프로젝트의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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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욱 신중하게 평가를 내릴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1. 풀 리퀘스트의 커밋 정보에 테스트 코드가 삽입 되어 있을 경우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풀 리퀘스트의 커밋에 담긴 소스 코드가 길고 많은 파일이 포함될
경우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은 감소할 것이다.

체이의 연구에서(Tsay et al., 2014) 참여자들의 토론의 세기를 통해 수용
확률이 예측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의 세기는 풀 리퀘스트에 달
린 댓글의 양으로 나타나는데, 댓글의 양이 많을 수록 수용 확률이 낮게 나
타났다. 이는 해당 풀 리퀘스트의 수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멘트 뿐만 아니라 풀 리퀘스트의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기간 자체에도 주목했다. 수용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풀 리퀘스트는 보다 긴 토론 기간을 거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시각화에서 사례에서도 관찰된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

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3. 풀 리퀘스트에 대한 댓글이 많고, 토론 기간이 길수록 풀 리퀘스
트의 수용 확률은 감소 할 것이다.

체이의 연구는 (Tsay et al., 2014) 작성자의 프로젝트 내 기존 참여 경력을
변인으로 채택하고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 구
성원간의 관계의 정도를 관리자에 대한 폴로잉 여부, 이슈, 댓글 작성 여부
등으로 단순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폴로잉 여부와 같은 변인은 실

제로 관리자와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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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참여 여부가 아닌 참여 횟수에 의한 효과의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
단하였다. 깃허브의 특성상 관리자를 폴로잉 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관리자가 자신을 폴로잉한 대상을 특별히 대우 하는 상황은 가정하기 어렵
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의 작성, 다른 이슈와 풀 리퀘스트에 대한 댓글 작

성을 통한 토론 참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지표들이 더욱 직접적인 참여 정
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커뮤니케이션 참여는 신뢰 가는 인상
의 형성(Marlow et al., 2013)은 물론 공동체 내부의 규범에 대한 이해의 기
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특성상 규정된 잘
정돈된 문서나 시스템에 모든 상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현
재 개발 상황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같은 공유된 심적 모형의 형성은
커뮤니케이션에 직접 참여 하면서 축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4.

풀 리퀘스트 작성자의 커뮤니케이션 참여 정도가 높을 수록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은 증가할 것이다.

단순 커뮤니케이션 참여 경험만큼이나 풀 리퀘스트와 같은 소스 코드 수
준에서의 기여의 경험 역시 수용 확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역시
할 수 있다.

앞선 시각화 과정에서 풀 리퀘스트 수용 과정에서 기존 풀 리

퀘스트의 경험이 다음 풀 리퀘스트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종종 발
견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신규 참여자의 초반 풀 리퀘스트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수용이 거부되는 경향이 많았다. 연속적으로 풀 리퀘스트가 거
절 당한 작성자의 풀 리퀘스트는 지속적으로 풀 리퀘스트가 거절되고 참여
자가 더 이상의 기여를 중단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풀 리
퀘스트 수용의 과정에서 커밋에 담긴 소스 코드의 기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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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의 지난 기여의 경력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추론 할 수 있
었다.
엘리트 중심 문화를 가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기여
경력이 적어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신참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권위를 갖게 된다. 특히 상대의 능력을 직접 파악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제약은 신규 참여자에 대한 더욱 인정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앞선
사례들에서처럼 최초 기여자에게 실력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들도 존재하지만, 깃허브에서는 신규 참여자의 풀 리퀘스트의 제출
자체를 제한하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여자가 제출한 소스 코
드나 토론에 참여한 기록 이외에는, 기여자의 기술적 수준을 평가할 직접적
인 근거가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한 풀 리퀘스트가 향후 기
여물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여자의 기존 기여 경력을 기여자가 집단 안에서 축적한
기술적 권위의 정도라고 간주하고, 기존에 작성된 풀 리퀘스트 중 수용 된
것과 거부 된 것을 구분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속적인 거부는 분명
작성자의 기술적 권위에 대한 신뢰를 하락 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목표와 불일치하는 방향의 코드를 제출하거나, 기술적
으로 문제가 있는 코드를 제출하는 대상이 집단 내 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하락된 신뢰는 코드의 기술적 수준과는 독립적으로
풀 리퀘스트의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지속적인 풀

리퀘스트의 수용 기록을 가진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기술적 권위를 인정받고
이후의 기여물에 대한 기술적 신뢰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5.

풀 리퀘스트 작성자의 기존 풀 리퀘스트 중 수용된 풀 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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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을수록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은 증가 할 것이다.
가설 1.6.

풀 리퀘스트 작성자의 기존 풀 리퀘스트 중 거부된 풀 리퀘스트

가 많을수록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은 감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변인은 프로젝트 자체의 연령 속성이다. 시각화 과정
에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풀 리퀘스트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풀 리퀘스트의 프로젝트 자체의
개설 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참여자가 증가할 확률이 높지만 프로젝트의 품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적인 수용 확률은 감소하기 쉽다. 앞선 논의를 통
해 다수의 기여가 증가하게 되면, 해당 기여를 심사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증가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있다.
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해당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이 복
잡해지고 더욱 수준 높은 기여가 필요할 것이다(Nakakoji et al., 2002). 따라
서 프로젝트 개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수용 확률은 감소 할 수 있
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기 단계에는 신규 참

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만, 성장 이후에는 특정 구성원의 기여
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riberri & Leroy,
2009).

이처럼 깃허브의 풀 리퀘스트 수용 과정에서도 프로젝트 개설 기간

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마지막 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가설 1.7. 풀 리퀘스트 수용 확률은 작성시 프로젝트 연령이 오래되었을 수
록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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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젝트 전체 커밋의 생산 과정에 대한 가설 설정
연구 문제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연구문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성장의 척도
로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특정 기간에 생산된 총 커밋 양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개별 커밋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소스 코드의 개별적인 의미 단위
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 커밋의 증가는 전체 소스 코드가 개선된 횟수를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된 전체 라인 수나 파일
수보다는 전체 프로젝트의 성장을 나타내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 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요인은 대중의 참
여 정도이다. 다수의 참여를 바탕으로 미완성 버전의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개선되어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전체 커밋 생산량은 풀 리퀘스
트 생산량에 비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직접적으로 커
밋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이슈 자체도 전체 커밋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스 코드를 포함하지 않지만 많은 이슈들은 버그를 보고하
는 용도나 개선사항을 건의 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보고나 프
로젝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은 자연스럽게 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이슈 수준에서의 참여 증가 역시 자연스럽게 전체 커밋 생산
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 가능
하다.
가설 2.1.

이슈와 풀 리퀘스트 참여 정도가 증가할 수록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프로젝트는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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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목한 요인은 풀 리퀘스트의 검토 기간이다. 앞선 연구문제 1)
에서 풀 리퀘스트의 검토 기간이 수용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던 것
과 같이 전체 커밋의 성장 과정에서도 검토 기간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풀 리퀘스트가 평균적으로 신속하게 검토되는 프로젝트로부터 두 가

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쉬운 풀 리퀘스트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풀 리퀘스트가 평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되는 상
황이다. 이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참여자의 기여가 많기 때문에, 긴 시
간의 고민 없이 신속하게 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커밋
권한을 가진 관리자들이 참여자들의 기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상황이다.
이는 소수 핵심 참여자의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훌륭히 작
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특히 풀 리퀘스트의 양이 증가할 경우 신
속한 판단 없이는 전체적인 성장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속한 의
사결정 과정은 해당 프로젝트가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자 그것을 예
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2.2.

풀 리퀘스트의 검토기간이 단축될수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

로젝트는 성장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깃허브의 구조상 전체 커밋에 일정 부분만을 풀 리퀘
스트 기능을 통하여 공개된 형태로 논의하고 나머지는 커밋 작성 권한을 가
진 관리자가 풀 리퀘스트의 공개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커밋을 등
록 할 수 있다. 실제 시각화 과정에서 풀 리퀘스트와 커밋 생산량의 격차가
큰 프로젝트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 풀 리퀘스트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프로젝트에서도 전체 커밋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앞선 논의에서 다수의 기여가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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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지적되었고 소수의 주도적인 기여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 할 때, 전체 커밋 대비 풀 리퀘스트의 비율과 전체 커밋 생산
량과의 관계가 검증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는
풀 리퀘스트의 전체 기여대비 비율은 기여의 생산 양식의 특성을 가리킨다.
전체 커밋 대비 풀 리퀘스트의 비율이 높다면 관리자의 심사 과정이 증가하
고, 오히려 전체 커밋 생산량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3.

전체 커밋 대비 풀 리퀘스트의 비율이 낮을수록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프로젝트는 성장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기여자의 다양성과 소수의 독점적인 기여의 효과
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여자의 다양성은 수용된 풀 리퀘스트를
작성한 기여자 집합과 커밋을 직접 제출한 기여자 집합의 크기로 각각 표현
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다수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신속한 개선
에 있다는 기존의 논의(Raymond, 1999)에 따르자면 절대적인 참여자의 수
가 전체 커밋 생산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 기여자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수 핵심 멤버의 적
극적인 헌신의 효과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소수
가 대부분의 코드 생산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Mockus et al., 2002). 이는 위키피디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위키피디아의 편집 과정에서 소수 엘리트의 집중적인 기여 현상이 발견되었
다(Kittur et al., 2007a). 또한 기여자수가 증가 한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대부
분의 기여를 지속 할 때에만 저작물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ttur & Krau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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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소수의 독점적인 기여의 영향 효과를 기여자의 다
양성 효과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소수가 풀 리퀘스트 혹은

커밋의 대부분을 생산할 수록 오히려 생산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전체 커밋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2.4. 풀 리퀘스트와 커밋 기여자가 다양할 수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성장할 것이다.
가설 2.5. 풀 리퀘스트와 커밋 기여자 중 소수의 생산 비중이 커질수록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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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 방법과 측정
제 1 절 자료 수집
기존 깃허브 대상 연구에서는 API를 활용 하여, 최초 표본 프로젝트와 구
성원 정보를 바탕으로 눈덩이 표집 방식을 활용해 대단위의 자료를 수집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깃허브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적인 프
로젝트와 사용자 명단을 바탕으로 눈덩이 표집을 하여 깃허브내 공개 프로
젝트 명단의 표집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깃허브 크롤러 프로그
램을 작성하여 표집틀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프로젝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20만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
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 2 절 자료 측정
수집된 깃허브 내 프로젝트 중 공개 이후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유지
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몇 가지 기준을 거쳐 선별하였다. 먼저 데이터 수집
일인 2014년 4월 7일 2주 전 이슈 혹은 풀 리퀘스트 활동이 있는 프로젝트
만을 선별하였다. 또한 커밋 작성자 수가 2명 이상인 프로젝트만을 선별하
여 실질적인 대중의 참여가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배제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 개설기간이 6개월 이상인 프로젝트만을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20
만개의 프로젝트 중 17,834개의 프로젝트를 선별하였다.
연구 문제 1)의 검증을 위해 위의 선별된 프로젝트에서 작성된 풀 리퀘스
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전체 풀 리퀘스트의 수용 여부

를 종속 변인으로 두고 다른 독립 변인들을 구성하였다.

전체 967,835개의

풀 리퀘스트 중에서 670,362개가 수용되어 약 69%의 수용 확률을 보였다.
연구 문제1)을 위해 수집된 자료 중 관련 변인들의 목록과 설명은 아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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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다.
변수명

변수 설명

관련 가설

개별 풀 리퀘스트의 수용 여부: 수용=1, 거부
=0

종속변수

테스트 코드 삽입 여부: 수용=1, 거부=0

1.1

변환된 파일수

해당 풀 리퀘스트에 의해 변환된 파일수

1.2

변환된 소스 코드

해당 풀 리퀘스트에 의해 변환된 소스 코드의

1.2

라인수

라인수

검토 기간

풀 리퀘스트의 수용 여부가 결정 되는 기간

1.3

댓글수

해당 풀 리퀘스트에 달린 댓글 수

1.3

이슈 누적 작성수

해당 풀 리퀘스트 이전에 기여자가 작성한 이슈
의 누적 횟수

1.4

댓글 누적 작성수

해당 풀 리퀘스트 이전에 기여자가 작성한 댓글

1.4

풀리퀘스트
여부

수용

테스트 코드 삽입
여부

의 누적 횟수
풀 리퀘스트 누적
수용 횟수

해당 풀 리퀘스트 이전에 기여자가 작성한 풀
리퀘스트 중 수용된 풀리퀘스트의 누적 횟수

1.5

풀 리퀘스트 누적

해당 풀 리퀘스트 이전에 기여자가 작성한 풀

1.6

거부 횟수

리퀘스트 중 수용이 거절된 풀리퀘스트의 누적
횟수

프로젝트 연령

프로젝트 개설부터 해당 풀 리퀘스트가 작성된
당일까지의 기간
표 1. 연구문제 1 관련 변수 설명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

변환된 파일수

7.850

133.2

2

변환된 소스 코드 라인수

768.110

17627.4

22

검토 기간

30.970

103.860

1

댓글수

2.130

4.470

1

이슈 누적 작성수

32.560

82.540

3

댓글 누적 작성수

93.580

365.4

3

풀 리퀘스트 누적 수용 횟수

21.220

60.540

1

풀 리퀘스트 누적 거부 횟수

3.730

11.570

0

프로젝트 연령

604.620

435.320

523

표 2. 연구문제 1 관련 변수 기술 통계 (N = 96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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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 문제 2)의 경우 개별 프로젝트의 커밋 총 생산량을 종속 변수로 설
정하고 가설에 따라 독립 변인을 구성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대상이 되는 변인들은 프로젝트 개설 이후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자료
들로 한정하여 프로젝트 연령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특히 커밋
과 풀 리퀘스트 생산의 소수 집중도를 지니 계수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해
당 계수는 국가나 사회의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 널리 사용되며
그 값이 클수록 소수에게 분배가 편중 된 것으로 해석 된다(Atkinson,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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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 설명

관련 가설

커밋 총 생산량

프로젝트 전체에서 생산된 누적 커밋 수

종속 변수

이슈 수

작성된 이슈의 누적 횟수

2.1

풀 리퀘스트 수

작성된 풀 리퀘스트의 누적 횟수

2.1

풀 리퀘스트 평

풀 리퀘스트의 수용 여부가 유지되는 평균 기간

2.2

커밋 대비 풀
리퀘스트 비율

전체 누적 커밋 수 대비 풀 리퀘스트 비율

2.3

커밋 작성자수

커밋을 작성한 작성자 수

2.4

커밋 생산의 소

커밋 생산자의 불평등도 지니 계수 : 0-100 , 해당

2.5

수 집중도

값이 높을수록 소수에 의해 작성된 커밋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진다. 값이 작을수록 다수에 의해 균

균 검토 기간

등하게 커밋이 생산된 것이다.
풀 리퀘스트 작

풀 리퀘스트를 작성한 작성자 수

2.4

풀 리퀘스트 소

풀 리퀘스트 작성자에 대한 지니 계수 : 0-100,

2.5

수 집중도

해당 값이 높을수록소수에 의해 작성된 풀 리퀘스

성자수

트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진다. 값이 작을수록 다
수에 의해 균등하게 풀 리퀘스트가 생산된 것이
다.

표 3. 연구문제 2 관련 변수 설명

초기 6개월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

커밋 총 생산량

236.090

2033.060

46

이슈 수

21.310

81.000

4

풀 리퀘스트 수

7.150

28.930

1

풀 리퀘스트 평균 검토 기간

130.260

172.180

64.450

커밋 대비 풀 리퀘스트 비율

.070

0.660

.010

커밋 작성자수

5.220

45.730

2

커밋 생산의 소수 독점도

36.080

28.860

42.590

풀 리퀘스트 작성자수

1.940

4.910

1

풀 리퀘스트 소수 독점도

6.760

13.440

1

표 4 연구문제2 관련 변수 기술 통계(N=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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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풀 리퀘스트 수용 과정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풀 리퀘스트 자체의 속성과 해당
저자의 커뮤니케이션 및 기여 이력 관련 변인들을 세가지로 모형화 하여 위
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
다. 해당 변인들 모두 우편향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로그 변환하여 분
석에 사용하였다. .

모형1 ) 소스 코드 기술적 속성
가설 1.1. 풀 리퀘스트의 커밋 정보에 테스트 코드가 삽입 되어 있을 경우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풀 리퀘스트의 커밋에 담긴 소스 코드가 길고 많은 파일이 포함될
경우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은 감소할 것이다.
먼저 소스 코드의 기술적 속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설 1.1
의 테스트 코드의 삽입여부는 수용 확률 14.8%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
나 풀 리퀘스트의 수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로 추가되거나 삭제된 소스 코드의 라인 수와 파일 수의 증가는 풀 리퀘스
트 수용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스 코드 라인 수는
13.6%, 파일 수는2.3% 수용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 검토의 세기
가설 1.3. 풀 리퀘스트에 대한 댓글이 많고, 토론 기간이 길수록 풀 리퀘스
트의 수용 확률은 감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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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에서는 해당 풀 리퀘스트에 대한 다른 구성원들의 검토의 정도에
의한 수용 확률의 예측 가능성을 심사해보았다. 가설 1.3의 예측과 마찬가지
로 댓글이 많고, 토론 기간이 길수록 수용확률은 각각 41.0%, 34.6% 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토의 세기가 수용 확률의 예측에 주요한 변
인임을 보여주었다. 수용이 어려운 기여일수록 더 많은 댓글을 통해 논의되
고, 결정 과정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것 예측 할 수 있다.

모형 3) 기존 참여 이력
가설 1.4. 풀 리퀘스트 작성자의 커뮤니케이션 참여 정도가 높을 수록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4는 이슈와 댓글과 같은 기여자의 기존 커뮤니케이션 참여 행위
가 많을수록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
만 해당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다. 댓글의 작성 수는 12.5%만큼 수
용 확률을 증가시키지만 이슈의 작성양은 7.5%만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해당 결과는 댓글과 이슈의 작성이 깃허브 내에서 서로 다른 차원
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임을 알려준다.

가설 1.5.

풀 리퀘스트 작성자의 기존 풀 리퀘스트 중 수용된 풀 리퀘스트

가 많을수록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은 증가 할 것이다.
가설 1.6.

풀 리퀘스트 작성자의 기존 풀 리퀘스트 중 거부된 풀 리퀘스트

가 많을수록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은 감소 할 것이다.
가설 1.5와 1.6은 풀 리퀘스트와 같은 소스 코드의 제출을 통한 참여 행
위의 수용 확률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존에 작성한 풀리
퀘스트가 수용된 경험이 많은 사용자의 풀 리퀘스트는 수용 확률이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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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존 작성 풀 리퀘스트가 거부된 경험이 많은 사용자의 풀 리퀘
스트는 62.5%만큼 수용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된 풀 리퀘스
트 보다는 작지만 큰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풀 리퀘스트

작성 이력이 향후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을 예측 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모형 4) 프로젝트 연령
가설 1.7.

풀 리퀘스트 수용 확률은 작성시 프로젝트 연령이 오래될 수록

감소할 것이다.
풀 리퀘스트 작성 당시의 프로젝트 연령은 8.1%만큼 수용 확률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에서 논의 한 것처럼 프로젝트가 오래 지속될수
록 관리자는 보다 철저하게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수용 확률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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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기술적 속성)
변수

Exp(B)

SE B

모형 2(검토의 세기)

Wald Z

Exp(B)

SE B

모형 3(기존 참여 이력)

Wald Z

Exp(B)

SE B

모형 4(프로젝트 연령)

Wald Z

Exp(B)

SE B

Wald Z

17.68

1.148***

.007

19.00

테스트

1.01*

.005

42.5

1.150**
*

파일수

.989**

.003

-2.82

.918***

0.004

-19.44

.866***

.004

-30.53

.864***

.004

-31.02

라인수

.945***

.001

-33.36

1.017**
*

0.001

9.00

.981***

.002

-9.10

.977***

.002

-11.20

검토 기간

.541***

-82.59

-353.49

.585***

.001

-294.59

.590***

.001

-288.05

관련 댓글수

.638***

-197.2

-138.60

.651***

.003

-120.08

.654***

.003

-118.58

이슈 작성수

.925***

.003

-21.10

.925***

.003

-21.12

댓글 작성수

1.119***

.003

37.60

1.125***

.003

39.47

기여 수용

2.285***

.003

234.15

2.274***

.003

232.66

기여 거부

.371***

.004

-218.68

.375***

.004

.919

.002

0.006

20.90

1.137***

.007

프로젝트
연령

Pseudo R2
2

R 변화량
Chi-square

.004

.273

.397

215.74
-32.95
.398

-

.269

.124

.002

2911.53

208271.43

319738.65

320845.78

표 5. 연구 문제 1. 풀 리퀘트스 수용 여부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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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젝트 전체 커밋 생산 과정의 분석 결과
연구 문제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
가?
이번 연구 문제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커밋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해당 변인들 역시 로그 변환을
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기간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
해 프로젝트의 초기 6개월 동안의 커밋 생산과정을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는 <표 6> 에 제시되어있다.

모형 1) 참여 정도
가설 2.1.

이슈와 풀 리퀘스트 참여 정도가 증가할 수록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프로젝트는 성장할 것이다.
이슈와 풀 리퀘스트 모두 커미 생산량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이
슈 β=.199, 풀 리퀘스트β= .350). 프로젝트 내의 가시적인 참여의 빈도 증
가가 전체 커밋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는 이처럼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슈
와 같이 직접적인 코드 제출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참여가 활발하다
는 사실도 전체 프로젝트가 성장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됨
을 알 수 있었다.

모형 2) 검토의 신속성
가설 2.2.

풀 리퀘스트의 검토기간이 단축될수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

로젝트는 성장할 것이다.
두번째 모형에서는 풀 리퀘스트를 수용 하는 과정이 신속할수록 전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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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검토 기간이

길수록 커밋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97).
이는 반대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프로젝트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변인의 효과의 크기는 다른 효과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모형 3) 커밋 대 풀 리퀘스트 비율
가설 2.3.

전체 커밋 대비 풀 리퀘스트의 비율이 낮을수록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프로젝트는 성장할 것이다.
가설 2.3에서는 풀 리퀘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된 커밋이 오히려 커
밋의 절대 생산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커밋 대비 풀 리퀘스트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커밋 생산량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219). 다시 말해 풀 리퀘스트를 통해 제출되지 않고 직
접 제출된 커밋이 더 많을수록 전체 커밋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공개적인 다수의 참여 방식 이외에도 소수의 비공개적인 생
산방식이 생산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모형 4) 기여자 분포
가설 2.4. 풀 리퀘스트와 커밋 기여자가 다양할 수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성장할 것이다.
가설 2.5. 풀 리퀘스트와 커밋 기여자 중 소수의 생산 비중이 커질수록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성장할 것이다.
모형 4에서는 기여자의 다양성과 독점성이 커밋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분석 결과 직접 커밋을 작성한 작성자가 다양할수록 커밋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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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β=1.008), 하지만 풀
리퀘스트 작성자가 다양할수록 오히려 전체 커밋 생산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27).

따라서 가설 2.4는 커밋의 경우에만

검증되고 풀 리퀘스트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커밋 생
산자의 다양성은 커밋 생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풀 리퀘스트 작성
자의 다양성은 오히려 커밋 생산에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소수의 독점적 생산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의 효과는 커밋과 풀 리퀘
스트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밋 작성자의 지니 계수의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β = .341). 풀 리퀘스트 작성자의 지니 계수 역시 긍정
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β=.049).

커밋과

풀 리퀘스트 모두 생산의 불평등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커밋 생산량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설 2.5는 검증되었다.
독립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독점성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커밋의 경우 기여자의 다양성과 소수 독점성의 상호작용이 유효하게

나타났다(β=-.227). <그림 15>에서와 같이 커밋 작성자가 증가할수록 커밋
지니 계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커밋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커밋 지니 계수가 낮은 경우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양성이 증가할 때 지니 계수가 낮을 수록

작성자 다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반면 풀 리퀘스트 작성자의 다양성과 지니 계수 간의 상호작
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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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커밋 작성자 수와 커밋 지니 계수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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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참여 정도)

SE B

모형 2(검토의 신속성)

변수

B

이슈

.313

.009

.266***

β

B

풀 리퀘스트

.408

.010

.290***

검토 기간

SE B

.307

.009

.753

.015

-.009

.006

모형 3 (풀 리퀘스트 비율)

β
.260***

B

SE B

β

B

.268

.008

.408***

.735

.014

-.152***

-.068

.005

-4.598

.089

-.339***

커밋 대비
풀 리퀘스트

모형 4(생산자 분포)

.227***

SE B

β

.234

.007

.523***

.492

.021

.350***

-.106***

-.062

.006

-.097***

-2.974

.077

-.219***

2.300

.067

1.008***

.309

.013

.341***

-.697

.034

-.327***

.066

.019

.049***

-.268

.016

-.227***

-.006

.013

-.004

커밋 작성자
커밋 지니
계수
풀 리퀘스트
작성자
풀 리퀘스트
지니 계수
커밋 작성자
* 지니 계수

.199***

풀 리퀘스트
작성자 *
지니 계수

R2

.237

.247

2782.852

1959.166

2

R 변화량
F

.344

.010

.097
2339.569

.547
.203
.2159.613

표 6. 연구문제 2. 커밋 생산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초기 6 개월)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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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논의

제 1 절 풀 리퀘스트 수용 과정의 이해

앞선 분석 과정에서 깃허브 상의 풀 리퀘스트들의 수용 확률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요인들을 크
게 4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시도하였다.
먼저 소스 코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영향은 가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체이(Tsay et al.,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테스트 코드의 삽입과
같이 풀 리퀘스트 작성자의 사전 테스트 여부는 수용 확률에 긍정적인 효과
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특성상 기

여자 및 기여물에 대한 기술적 신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테스
트와 같은 사전 행위는 기여물을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풀 리퀘스트에 담긴 소스 코드가 기존 코드를 많이 변경할수록 수용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소스 코드의 줄 수가 많거나 파
일이 많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전체 소프트웨어 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사
실을 알려준다. 많은 수정을 요구하는 작업은 전체 프로젝트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커밋 권한자가 기여의 결정에 신중
해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다음으로 풀 리퀘스트에 대한 프로젝트 구성원들의 댓글 작성과 토론 기간
을 통해 살펴본 검토의 세기에 의한 효과 역시 가설과 일치하는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작성수가 많고 토론 기간이 길다는 사실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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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풀 리퀘스트가 수용되기 애매해서 논의가 길어지거나, 수용 불가 사실을
작성자에게 설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
션의 요구가 증가되는 상황은 풀 리퀘스트의 수용 거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자 한 효과는 기여자의 기존 활동 이력의 풀 리
퀘스트의 수용 확률에 대한 영향이었다. 해당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
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풀 리퀘스트가 아닌 일반적 이슈 작성과
댓글 작성 행위와 같은 소스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 참여 방식이다. 풀 리퀘
스트 작성자의 기존 댓글 작성 경험은 수용 확률을 증가시키는 반면 작성자
의 이슈 작성 행위는 오히려 풀 리퀘스트의 수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댓글과 일반적인 이슈 작성 행위가 서로 다른 차원
의 참여 행위로 이해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댓글을 통한 참여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째로, 댓글 참여는 구성원의 해당 기여자에 대한 신뢰의 형성의 기회가 된
다.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통해 참여자는 스스로의 존재를 다른 구성원에게
표현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타인의 기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기술 수준을 드러낼 수도 있다. 구성원들은 해당 참여자의 기술적 수준과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토론과정에서 부여 받게
된다.

따라서 댓글을 통한 토론 참여는 구성원들로부터의 신뢰감 있는 인

상 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다(Marlow et al., 2013).
둘째로, 해당 기여자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공유된 심적 모형을 이해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기여물에 대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에서,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현재 프로젝트의 개발 상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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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타인의 코드를 검토하고 이를 함께 평
가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의 체험은 다른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목표, 가치와 현재 주요한 문제 상황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이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기술
적 수준과 방향을 갖춘 기여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풀 리퀘스트가 아닌 이슈의 작성은 이러한 이점들을 취하기 어려
운 참여 형태라고 해석된다. 깃허브내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들은 이슈를 버그를 보고 하는 데 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버그
보고를 위한 이슈의 제출은 다른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목표
로 하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기술적 수준을 드러내는 것도 어렵다. 때문
에 구성원들로부터 인정 받기 위한 충분한 지식의 획득이나, 신뢰 형성 등
의 효과를 이슈 작성 과정에서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슈의 효과는 기대했던 방향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풀 리퀘스트 형태의 참여가 보여주는 효과이다. 평
소 작성한 풀 리퀘스트의 수용 경험이 많은 사용자가, 새롭게 작성한 풀 리
퀘스트는 수용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거부된 풀 리
퀘스트의 부정적인 효과도 다른 효과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해당
결과의 원인은 역시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기여 수용 이력이 기여자의 객관적인 기술적 수준을 말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당 기여자가 프로젝트의 개발에 적합한 수준의
기술적 소양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소스 코드를 통해 반영되었을
때, 수용확률은 마땅히 높아질 것이다. 기존의 수용, 거부 이력은 작성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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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풀 리퀘스트의 제출은 집단 내 기술적 권위의 축적과 관련된 효
과가 있을 것이다.

수용된 기여에 한해서 대상에 대한 권위를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그것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해당 기여자의 향후 기여물에 대한 기
대 역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반면 거부된 기여의 축적이 계속해서 발생한
다면 기여자에 대한 기술적 권위의 인정은 어렵고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신규 참여자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깃허브에서 기능적으로
는 불가능하지만, 암묵적으로 유사한 배제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
한다. 신규 참여자의 기여가 자주 거부당하거나, 프로젝트에 부적합한 기여
를 계속해서 내놓고, 기여를 중단하는 사용자의 사례는 객관적 기술력의 부
족과 해당 작성자의 기술적 권위에 대한 구성원의 정보 부족의 영향이 동시
에 작용한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자의 기존 참여 이력이 미치는 풀 리퀘스트 수용 확률에 대한
영향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는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통제
를 위한 위계구조의 형성이다. 오프라인 상의 상업적 소프트웨어에서와 같
은 가시적인 위계구조를 통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참
여 정보를 통해 상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상의 기여
물을 평가하는 과정은 권위의 불평등한 분배를 가속화 시킨다. 이러한 구조
는 기존에 이미 기술적 권위를 축적한 구성원이 계속해서 생산하는 기술적
성과를 그렇지 못한 구성원의 성과보다 우월하게 위치되도록 고정한다. 쉽
게 말해 가진 자가 더 큰 성과를 내는 구조가 탄생하는 것이다. 불평등의
가속화는 결국 프로젝트 내의 비가시적인 위계구조를 형성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비가시적인 위계 구조 상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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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위치에 따라 조직 내에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 받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기술적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 깃허브에서는 그러한 권력
의 형태가 타인의 기여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의 획득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상의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상의 축적된 기술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한 권위에 의한 비가시적인 위계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은 해당 집단의
자치를 가능하게 지원한다. 기존 논의(Bourdieu, 1975)를 통해 과학적 권위
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가 오히려 과학 기술자 사회의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에 이바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순수하게 능력을 통해 집단 내
에서 권위를 부여 받은 엘리트가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때,
해당 과학 기술자 사회가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 공동체 역시 이러한 기술-엘리트 집단의 문화를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통은 공동체의 내부 경계를 강화하고 해당 공동체를 존
재하는 권력과 분리시킴으로써, 실력주의를 공동체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게 만든다(카스텔, 200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실
력 위주의 위계구조를 통해 개발자는 같은 개발자만이 개발자를 평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상호작용 방식을 유지 할 수 있다. 다른 외부의 영향이 아닌
기술적인 성과만으로 위계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공동체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협력 과정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집단이 통제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
물의 수용을 규제하는 이러한 구조는,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
게 한다. 다수의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수의 통제가 존재할 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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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있는 심적 모형이 공유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논의(Rouse et al., 1992)를
고려 한다면 이러한 위계 구조는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다수의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래할 수 있는 다양
한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소수 구성원의 등장과 그들에
의한 효율적인 조정행위를 필요로 한다. 기술적 성과에 따라 그러한 엘리트
중심의 위계 구조를 부여하고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과정은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반면,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가 부여하는 단점 역시 확실하다. 기존 참여자
가 기술적 권위를 독식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는 신규 참여자의 적극적인 기
여를 어렵게 한다. 결과 중 프로젝트 연령이 오래 될수록 기여의 수용 확률
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를 함께 고려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개발자들의 기여가 점차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는 그들이 집단 내에서 기술적 자원을 분배 받기 어려운 구조에서 참여를
시작 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규 기여자의 기여가 연속적으로 거부되고,
이후 기여를 중단하는 사례가 시각화 사례에서 종종 발견된 것은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날 수록 신규 참여자
가 구성원으로 인정 받기 어려운 구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의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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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젝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

연구문제 2)를 통해 특정 기간 발생한 커밋의 총량을 통해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살펴본 것은 참

여의 양적인 속성에 의한 효과이다. 이슈나 풀 리퀘스트와 같은 참여가 활
발할 수로 작성되는 커밋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 리퀘스트를
통해 커밋의 일부가 생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풀 리퀘스트의 긍정적인 효
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이슈의 작성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는 직접적인 코드의 제출에 비해 그 효과는 작지만, 프로젝트의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 작성의 주목적은 버그의 보고이

고, 이슈를 통해 보고된 버그의 수정은 커밋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슈 참여의 증가는 프로젝트의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다.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다수의 참여에 의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다음으로 살펴본 풀 리퀘스트의 검토 기간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풀
리퀘스트의 평균 검토기간이 짧을수록 커밋 전체 생산량이 증대된다는 사실
을 알려준다. 해당 결과는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본 풀 리퀘스트의 수용 확률
에 대한 검토 기간의 효과를 통해 일부 설명할 수 있다. 풀 리퀘스트의 빠
른 검토가 가능 하다는 것은, 먼저 수용이 확실한 풀 리퀘스트가 자주 게시
됨을 암시한다. 이는 커밋의 양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한 빠른 검토 기간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을 알려준다.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젝트의 개선은
프로젝트 전체의 성장과 직결된다. 하지만 해당효과는 다른 변인에 비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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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커밋의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기
는 어렵다.
그 다음으로 기여의 방식에 따른 효과를 풀 리퀘스트와 풀 리퀘스트를
거치지 않고 추가되는 커밋의 비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때 풀 리퀘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커밋 권한을 가진 개발자에 의해 생산된 커밋의 비중
이 클수록 전체 커밋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전
체 프로젝트의 커밋 생산 효율성에 있어서, 풀 리퀘스트 보다는 직접적인
커밋의 추가가 더 효율적인 기여 방식임을 직접적으로 알려 준다.
풀 리퀘스트 과정은 누구나 커밋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대한
심사 과정에 누구나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
인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적인 참여 방식은 효율적인 생산
측면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해당 결과는 핵심 개발자가 비공개
적이지만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독점적으로 소스 코드를 생산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장에 더 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방
식의 생산 양식은 소수 핵심 구성원이 자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통제권을
활용하여, 집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
다. 타 구성원에게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지 않고, 이미 능력을 인정
받은 소수가 주도적으로 커밋을 생산할 때, 오히려 프로젝트가 성장할 수
있다는 해당 결과는, 다수의 참여 속에서 소수의 통제가 공존하는 협업의
전략이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러한 소수 핵심
구성원의 독점적인 생산 행위의 효과는 다른 변인들을 통해서도 관찰이 가
능하였다.
마지막 모형에서 기여자의 분포에 의한 생산량 전반에 대한 효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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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결과, 참여자의 다양성과 소수의 독점적 생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직접 커밋을 작성하는 기여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커밋 생산량은 증
가하지만, 풀 리퀘스트 작성자의 증가는 오히려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커밋을 직접 생산하는 관리자 급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반하여, 풀 리퀘스트 작성자가 증가하는 것은
전체 커밋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
커밋 생산자의 증가는 능력 있고 헌신적인 핵심 참여자의 증가를 의미하
고, 이러한 구성원의 증가는 효과적인 프로젝트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
한 엘리트 구성원들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풀 리퀘스트가 아닌 직접 커
밋 생산을 통해 코드를 생산한다면,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더욱 빠
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소수의 통제를 통해, 일관된 심적 모형이 공유
되고, 이를 통해 자칫 통제하기 어려운 다수의 무작위적인 참여가 효과적으
로 조정될 수 있다.
반면 풀 리퀘스트와 같은 공개적인 기여를 작성하는 참여자의 양적 증가
는, 오히려 전체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풀 리퀘스트 작성자의 증가는 서로 다른 수준의 다양한 기여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상대적인 비용의 증가로 이어
진다. 이는 다수의 참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점을 지적한 기존 논의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인 단점은 다수의 자유로운 참
여가 불러오는 한계로 이해될 수 있다. 참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협력은 오히려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 할 수
있다.
이어서 소수의 독점적인 생산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불균등한 생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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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의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직접 생산 커밋과 풀 리퀘스트에서 모두 지
니 계수가 높을수록 즉, 소수에 의한 생산 비율이 불평등하게 높을수록, 커
밋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때 풀 리퀘스트의 지니 계수에 의한 효과는 상
대적으로 작았다. 이를 통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의 소수 엘리트의 독
점적인 생산이 실제로 프로젝트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검
증할 수 있었다. 해당 결과를 연구문제 1)의 결과와 함께 해석한다면, 평소
기여 수용을 통해 인정 받은 엘리트 개발자들이, 열성적인 참여를 통해 대
다수의 기여를 책임지는 구조가 다수가 균등하게 기여를 생산하는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참여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기존 문헌에서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기여
자의 단순 증가는 프로젝트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다수의 균등한 참여 증가가 적절히 통제 되지 않는 상황
은 조정 행위의 증가, 의사 결정의 지연, 심적 모형의 공유의 불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참여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성장을 지연
시키며, 결국 참여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반면에 이러한 일반 기여자들의 풀 리퀘스트 형태의 기여가 소수에게 편
중되어 생산되었을 때,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지식 생산
과정에서 소수 엘리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특히
해당 현상은 연구문제 1)의 가설을 통해 살펴본 엘리트 중심의 암묵적인 위
계 구조의 효율성을 설명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기존에 기여 활동을 통해
권위를 인정받은 소수가 더욱 집중적인 기여 활동을 펼칠 때 커밋 생산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실력주의 문화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효과를 드러낸다.
게다가 엘리트 참여자들로 구성된 커밋 권한자의 다양성이 보여주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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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효과는 이러한 엘리트 중심 문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이들은 이미 프로젝트 구성원들로부터 엘리트로 인정받은 참여자들로서, 이
러한 능력 있는 참여자를 다수 보유한다는 사실은, 해당 프로젝트의 수준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가 직접 커밋을 통
해 제출 될 때, 상대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부담이 적고, 기술적 수
준 또한 작성자의 권위를 빌려 보장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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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론

이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참여
와 소수의 통제가 가져오는 효과를 깃허브 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
였다. 기여의 수용 과정과 생산 과정에서, 실력을 갖춘 소수 엘리트의 활동
을 장려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의 집단행동의 이해 과정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고, 대중의 기여와 공유를 통해 성장하
지만, 그 근본에는 철저한 기술-엘리트 중심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여의 수용 과정에서 기존 권위자를 중시하는 행태
는 비가시적인 위계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
계 구조는 소수의 통제를 정당화하고 효율적인 개발 과정의 조정을 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엘리트주의의 효과는 실제로 기여의 생산을 가속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참여자의 증가와 소수의 생산 독점은 개발 과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일반 참여자의 단순 증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물론 해당 결과가 대중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
는 것은 아니다. 소스 코드의 수정을 통한 기여 이외에도 커뮤니케이션 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과 신뢰의 구축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토론 참여와 버그 보고와 같은 대중의 기여 행위는 여전히 프
로젝트의 성장에 필수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엘리트의 지위는 외부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기여 과정을 통
해 기술적 권위를 인정받은 경력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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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대중의 기여를 독려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만약 신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엘리트 개발자의 프로젝트 이탈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프로젝트 전체에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또
한 엘리트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환경은 신규 참여자의 진입에 장애
물이 될 수 있다. 소수 엘리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개방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적인 설명과 추가 연구를 통한 확
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대

한 고려가 배제 되었다는 점이다. 개별 소프트웨어의 사용 목적이나 분야,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요구되는 개발 과정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능의 지속적인 추가보다는 안정성이 요구된다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변
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차별되는 특성을 가진 소프트웨어들의
개발 과정은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 차별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의 속성에 따라 이상적인 협력과 규제의 방식은 다를 수 있
고, 이러한 점이 추후에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성장 주기에 따른 효과에 대한 고려가 존재하지 않았
다는 점이다. 프로젝트의 주기에 따라 성장에 요구되는 조건들은 충분히 변
화 할 수 있다. 성장의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협력과 규제의 방식들이 변화
하고 그러한 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성장 경로를 거칠 것이라
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 단계를 변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분석
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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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laboration and Control in 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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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Software (OSS)’s success is often attributed to the large
numbers of contributors who test the software, report bugs. However,
coordination is needed to develop a software collaboratively, so adding
contribution is costly. This limitation justifies elitisms in OSS projects. It is
an open question whether the success of OSS results from a type of effect in
which a large number of people each make a small number of contribution,
or whether it is driven by a core group of elite users who do most share of the
work.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presents visualizations and statistical
analyses on OSS contribution in Github that focus on the task of evaluating
contributions and the growth of projects. Firstly, we analyzed the relations of
various technical and social measures with the likelihood of contribution
acceptance. The result shows that OSS project managers consider both
technical factors of contributions and the participation history of submitters.
This structure makes existing elite developers’ contributions accepte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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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ly. New committers need to participate discussions actively to gain
credibility from the managers. Secondly,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contributions to the growth of a project. The results suggest that OSS is driven
by subset of contributors who produce most of codes. The increase of elite
developers causes the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but the increase of
common contributors have the opposite effect. Also, direct contributions by
project managers, which do not go through the public discussio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hese results reveal the importance of control of
the elite users in effectively exploiting the “many eyes” in OSS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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