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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중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기법은 객체의 

재사용과 병렬적 개발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발 기법이다. 이러한 개발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전체 프로젝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개발자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발을 진행하다가 각자에 의해 변경된 파일이 중복된 경우, 변경 내용을 

병합할 때 서로 충돌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병합 충돌은 

불필요한 재작업을 야기하여 개발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이 때, 

개발자 별로 반영하고 있는 변경 요구사항으로 인해 수정될 파일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충돌을 막아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일 수 있다. 

변경 요구사항으로 인해 수정될 파일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측면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 이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파일을 수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기능의 

변경과 파일의 변경은 종속 관계를 가지는 다른 기능 혹은 파일로 변경이 

전파된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변경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경 요구사항에 따른 각 파일의 변경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두 가지 분석으로 나눠 제안한다. 첫 번째 분석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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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해당 

요구사항에 의해 변경될 하위 기능과 변경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도출해내는 분석이다. 두 번째 분석은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 사이의 종속성 관계를 파악해 종속성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파일 별 변경 확률을 도출해내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사례에 적용하여 예측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 제안된 방법론을 프로젝트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주요어: 객체 지향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변경, 병합 충돌, 변경 요구사항, 

파일 변경 확률, 변경 이력 데이터 

학번: 2018-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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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법 중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기법이란 

프로그램을 명령어의 연속적인 실행 목록으로 보는 대신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인 객체들을 정의하고 이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객체 내에서 

정보를 처리하도록 개발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객체 내에는 

변수와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며, 변수에 값을 저장함으로써 특정 속성값을 

갖도록 하고 함수를 정의함으로써 정보를 처리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객체는 프로그램 구조의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단위인 파일 내에 

정의되어 있으며 여러 파일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기법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객체 

내 정의된 변수와 함수를 다른 객체에서 용도에 맞게 재사용하기 위해 

객체를 참조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재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서로 

연관되지 않는 기능을 병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개발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은 파일 내 객체 간 참조, 상속을 통해 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를 간단히 표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한 

기업의 여러 부서에서 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나눠 개발하거나 세계 각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개발자들이 하나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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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객체 지향적 소프트웨어의 구조 

 

프로그램의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여러 개발자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동시 

병렬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관습적이다. 그림 1.2와 같이 각 개발자들은 중심 

개발 분기(master branch)로부터 각자의 분기를 따로 만들어(fork)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동시 병렬적으로 작업한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소스 코드를 

여러 번에 걸쳐 수정하고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커밋(commit) 작업을 

진행하며, 기능 구현이 완료되면 다시 중심 개발 분기에 

병합(merge)함으로써 변경 내역을 전체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모든 개발자와 

공유한다. 

 

 

그림 1.2: 소프트웨어를 동시 병렬적으로 개발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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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능에 대한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파일을 변경하게 되고 이는 해당 파일과 정보를 

주고받는 다른 파일로 전파되어 추가적인 변경 작업을 요하게 된다. 이 때, 

여러 개발자들이 서로 협의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동시 병렬적으로 

변경하다가 동일한 파일을 변경할 경우 병합 충돌(merge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다(Berzins and Dampier, 1996). 이렇게 파일 간 정보 교환으로 인해 

종속성이 존재하는 시스템을 동시 병렬적으로 개발하다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그림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병합 충돌의 유형에는 구문 충돌, 

의미 충돌, 구조 충돌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파일 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Mens, 2002).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로는 충돌이 발생한 

이후 수정된 내역을 추가로 수정하거나 제거함으로써 해결하는 

전략(Munson and Dewan, 1994; Edwards, 1997), 충돌을 발생시킨 두 개발자가 

각자의 버전을 통합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법론(Brosch et al., 2009) 등 병합 

충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병합 충돌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전략은 개발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작업 ( r ework)을  발생시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에  차질을  빚게 

 

 

그림 1.3: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이 충돌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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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McKee et al., 2017). 만약, 충돌할 여지가 있는 개발자들끼리 충돌이 

발생하기 전 미리 협업하여 개발함으로써 이후 발생할 병합 충돌을 

예방한다면 불필요한 재작업을 하지 않아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등 

프로젝트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림 1.4는 병합 충돌이 발생한 뒤 해결하는 

상황과 병합 충돌이 발생하기 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개발을 

진행한 상황에서의 프로젝트 진행 차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에 관한 연구도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는데, Estler et al.(2014)는 

개발자 간 충분한 정보 공유와 병합 충돌 발생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을수록 병합 충돌의 심각성이 증가했음을 

밝혔고, Brindescu et al.(2019)는 병합 충돌의 발생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어떤 파일이 변경될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림 1.4: 병합 충돌을 해결하는 경우와 예방하는 경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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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제 정의 

파일 변경을 예측하기 위해 먼저 객체 지향적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효용을 주기 위한 기능(function)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하위 

기능(subfunction), 각 하위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element)로 된 계층적 

시스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하위 기능의 각 부분을 담당하며, 하위 기능들 사이의 순차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한 기능을 구현한다(그림 1.5). 

그림 1.6과 같이 하위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파일 내에 정의된 

매개변수들을 통해 정보를 저장, 처리하거나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파일 

내  매 개 변 수 는  객 체를  구 성 하 는  함 수 와  변 수 를  포 함 하 며 ,  하나 의 

매개변수는  하나의  구성  요소를  담당하고  하나의  구성  요소는  여러 

매개변수를 통해 구현되는 1:N 관계이다. 이 때, 특정 변경 이유에 의해 

발생하여 하위 기능의 변경을 요하는 새로운 변경 요구사항이 출현하면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를 거쳐 파일 내 매개변수의 수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변경 이유란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적 측면의 성능 중 하나를 

 

 

그림 1.5: 객체 지향적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측면의 계층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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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와의 관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정의하였다. 변경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 변경이 

일어난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①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관련된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로 변경될 구성 요소 및 파일 

내 매개변수와 ② 직전 단계에 변경된 것들로부터 전파되어 변경되는 

인접한 구성 요 소  및  매개변 수 들 로 구분 할 수 있다 .  이렇 게 변경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수정 작업의 과정을 

그림 1.7과 같이 표현하였다. 즉,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파일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과 변경이 전파되는 과정을 면밀히 

 

 

그림 1.7: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파일이 변경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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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을 통해 변경 요구사항 별 

변경 가능성이 있는 파일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은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요구사항과 관련 있는 

하위 기능과 이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도출해내는 분석이다. 두 번째 

분석은 앞서 도출한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를 통해 최초로 변경될 구성 

요소 및 매개변수와 이들로부터 인접한 것들로 전파되어 변경될 구성 요소 

및 매개변수를 파악해 각 파일이 변경될 확률을 도출해내는 분석이다. 위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변경 이력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변경 가능성 있는 파일 목록의 활용 방안과 프로젝트 

관리적 측면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1.3 논문 구성 

본 논문은 5 장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병합 충돌을 

사전에 감지 및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 설계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재작업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설계 변경을 예측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론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한다. 그 이후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에 관한 분석과 변경 이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한 

종속성 네트워크를 이용해 파일 별 변경 확률을 도출하는 분석, 크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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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분석으로 나눠 변경 가능성이 있는 파일 목록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제시한 방법론을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사례에 적용하여 모델을 검증하고 프로젝트 관리적 측면에서의 의미에 대해 

논한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에 있어서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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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2.1 소프트웨어 병합 충돌 감지 및 예측 

소프트웨어 병합 충돌의 발생과 해결은 개발 프로젝트의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을 뿐 아니라 각 개발자의 작업 능률 저하 또한 

야기한다(McKee et al., 2017). 또한, Estler et al.(2014)에 따르면 다른 개발자에 

의한 변경을 인지하는 것이 병합 충돌을 감소시키고 각 개발자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병합 충돌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거나 가능한 빨리 감지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Kasi and Sarma(2013)는 동시에 같은 파일을 변경하는 사건을 

최소화하도록 각 개발자의 변경 작업을 스케줄링하여 병합 충돌 발생을 

줄이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Guimarães and Silva(2012)는 병합이 완료된 

변경 내역과 완료되지 않은 변경 내역 사이에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 

병합 충돌을 확인해보며 가능한 빨리 감지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Accioly 

et al.(2018)은 동시에 같은 함수를 변경하거나 직접적으로 종속 관계를 가진 

함수를 변경했을 때 충돌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예측 모델을 수립한 대신 특정 함수 별로 충돌이 발생한 빈도를 

고려한 통계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Leßenich et al.(2018)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도출한 충돌의 원인이 되는 7가지 요인(변경 

작업의 양, 변경 작업의 빈도, 변경 작업의 범위 등)과 충돌 가능성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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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Owhadi-Kareshk et al.(2019)은 병합 

충돌과 영향이 있다고 기존에 연구된 바 있는 9가지 요인을 정리하고 기계 

학습을 이용해 이 요인들로 병합 충돌 확률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Sarma et al.(2012), Brun et al.(2013)은 소프트웨어 변경 내역을 

개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도구를 개발해 충돌을 감지, 

관리,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설계 변경 요구사항 

설계 변경 요구사항이란 설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자의 언어로 정보를 표현한 가장 초기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설계 과정 중 불확실성에 의한 결함 발생 혹은 설계 작업 

간의 상호 의존성에 의한 충돌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고객의 

요구, 제품과 관련한 제도적 제약,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Clarkson et al., 2004). 이 요구사항을 이후 설계자들이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나 변경될 제품의 구성 요소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Nadia et al.(2006)은 설계 변경 요구사항이 발생한 후 모든 재작업이 

마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예측하고, 여러 설계 변경 요구사항을 함께 

반영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Morkos et al.(2012)은 특정 요구사항에 의한 

변경이 다른 요구사항으로 전파되는 상황에서 다차 설계 체계 매트릭스를 



 

 11 

이용해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구사항을 예측함으로써 요구사항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Lin et al.(2015)는 설계 중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술적 검사를 통해 변경 영향을 예측하고 영향을 받을 

설계자에게 변경 요구사항을 발현해 적용하는 모델 기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변경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는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연구되어 

왔다. Canfora and Cerulo(2006)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변경 요구사항의 

의미를 분석하고 개발자들에 의해 반영되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변경 요구사항을 해결할 가장 적합한 개발자 후보를 제안하는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Ahsan et al.(2009)는 소프트웨어 변경 요구사항의 문서 분류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관여하는 개발자, 변경될 파일 목록 

및 변경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방법론은 자연어로 된 문서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기계 학습 기법을 통해 

다중 클래스로 분류하는 방법론이다. Nordin and Suhailan(2009)는 최초 

발생한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과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정보를 

토대로 해당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변경 

요구사항이 다른 개발자들에게 공유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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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프트웨어 설계 변경 예측 

특정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변경 이후 프로그램에 결함이 존재하는지 시험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는 등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변경의 확률과 심각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Mockus and Weiss(2000)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함에 따라 

변경의 확산 정도, 소프트웨어 구조의 변경 정도를 예측하여 소프트웨어 

변경의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다뤘다. 이 방법론은 소스 코드의 추가, 

변경, 수정된 줄의 수와 해당 변경이 새로운 기능의 추가를 위함인지, 기존 

기능의 개선을 위함인지, 결함을 수리하기 위함인지 그 목적에 따라 변경될 

파일, 모듈, 하위 체계 수를 예측하는 방법론이다. Tsantalis and 

Chatzigeorgiou(2005)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기능이 

변경될 때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의 변경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론은 변경이 전파되는 양상을 상속, 참조, 

종속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원인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특정 객체가 변경될 확률을 제시하는 방법론이다. Eski and Buzluca(2011)는 

객체 지향적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객체, 함수, 변수의 추가 및 제거 등 변경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변경 전파 확률과 심각성을 따로 정의하여 변경 

가능성이 있는 객체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변경이 

완료된 후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 또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Sharafat and Tahvildari(2007), Abdi et al.(2009)은 객체 지향적 

소프트웨어의 변경과 그 영향력을 확률적으로 접근하여 예측하는 방법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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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소프트웨어의 설계 변경을 예측하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Graves et al.(2000)은 초기 수정 요구사항으로 인해 

수정된 사항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결함을 일으킬 확률을 소프트웨어 변경 

이력 데이터를 이용해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Lee and Hong(2015)는 

이전 단계에 변경된 구성 요소와 그로 인해 전파되어 변경된 구성 요소 

사이의 종속 관계를 파악하여 변경 전파를 예측하는 Bayesian 네트워크 

기반 변경 전파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모델을 이용해 추가적인 

데이터가 발생하면 Bayesian 네트워크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며 변경 전파 

확률을 예측한다.  

 

 

2.4 관련 연구의 한계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에 더해,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변경 경로를 예측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히,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 뿐만 아니라 제품의 어떤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지 그 변경 이유까지도 고려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제품 구성 요소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병합 충돌 예측 및 소프트웨어 설계 변경 

예측에 관한 연구는 소스 코드 자체에 대한 의미 분석과 객체와 함수, 변수 

사이의 종속 관계만 고려하여 예측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변경이 

파급될 수 있는 경로는 객체 및 파일 사이의 종속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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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Hamraz et al., 

2012). 특정 구성 요소를 변경하면 해당 요소가 수행하는 기능의 사양도 

변경되며 이러한 변경은 다른 기능의 변경까지도 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종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두 구성 요소 사이의 변경 전파 

가능성을 예측하려면 구조적 측면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 또한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을 분석하여 

변경하려는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를 도출하고, 하위 기능과 파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 최종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파일 목록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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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파일 변경 확률 예측 방법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석 방법을 요약하여 아래 그림 3.1과 같이 정리하였다. 3.1절에서는 첫 

번째  분석 ,  즉  변경  요구사항을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로  분류하는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고, 3.2절에서는 두 번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커밋 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속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서술했으며, 3.3절에서는 두 번째 분석, 즉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변경될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가 주어지면 최종적으로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가 변경될 확률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서술하였다. 

 

 

그림 3.1: 파일 변경 확률 예측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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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절에서는 제안된 방법론을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적용할 

때의 알고리즘을 정리하였다. 

 

 

3.1 변경 요구사항 별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의 분류 

새로운 변경 요구사항이 등장했을 때 이것이 어떤 하위 기능과 관련된 

요구사항인지, 해당 하위 기능을 왜 변경해야 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이전의 

변경 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기를 학습시키고 새로운 변경 요구사항을 

분류하고자 한다. 변경 이력 데이터의 양식은 그림 3.2와 같다. 하나의 변경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개발자는 해당 변경 요구사항의 제목, 설명, 라벨을 

기록해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한다 .  제목에는  변경  요구사항의  요약된 

 

 

그림 3.2: 변경 이력 데이터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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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설명에는 변경해야 하는 이유와 요구사항이 발생하게 된 원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라벨에는 변경 요구사항이 어떤 기능에 관한 것인지, 해당 

개발 사항이 어떤 목적(기능 추가 및 제거, 버그 수정 등)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분류하기 위한 내용이 적혀있다. 즉, 라벨 정보를 

통해 변경 요구사항이 관여하는 기능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해당 기능 

내에 존재하는 여러 하위 기능 중 어떤 하위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지 및 

왜 변경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제목과 설명에 적힌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3은 변경 요구사항의 한 예시이다.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각 문서를 대표하는 단어와 구를 

추출하고자  한다 .  먼저 ,  변경  요구사항  문서  중  제목과  설명  내용은 

자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도를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전처리  과정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지만  문장  구조를  위해 

존재하는 불용어(stopword)를 제거하는 작업과 의미는 같지만 여러 다른 

형태로 구사되어 있는 단어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어간 분석(stemming), 

표제어 추출(lemmatization), 동의어 처리 작업이 포함된다. 전처리가 완료된 

문서는 TF-IDF 수치를 이용해 벡터로 표현한다. TF-IDF(Term Frequency - 

 

 

그림 3.3: 변경 요구사항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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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특정 단어, 구(𝑡 )가 모든 문서(𝐷 )를 고려했을 

때, 해당 문서(𝑑 )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는지 각 단어 및 구가 출현한 

횟수를 이용해 표현한 지표이다. 이 수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3.1)과 같다. 

 

TFIDF(t, d, D) = 𝑡𝑓(𝑡, 𝑑) × 𝑖𝑑𝑓(𝑡, 𝐷)  

            = 𝑓𝑡,𝑑 × ln (
𝑁+1

𝑛𝑡+1
) 

 

𝑓𝑡,𝑑 는 특정 단어 𝑡가 해당 문서 𝑑에서 출현한 빈도 수, 𝑁은 특정 단어 

𝑡가 모든 문서 𝐷에서 출현한 빈도 수, 𝑛𝑡 는 특정 단어 𝑡가 출현한 문서의 

개수를 의미한다. 즉, 다른 모든 문서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해당 문서에서 많이 등장했다면 그 단어가 해당 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되며 TF-IDF 수치도 높게 산출된다. 이 수치를 모든 문서를 통틀어 

등장한 한 단어로 된 uni-gram, 연속된 두 단어로 된 구인 bi-gram에 대해 

각 문서 별로 구하여 벡터로 표현한다. 

이제 벡터로 표현된 변경 요구사항을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로 분류하는 

선형 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를 학습시킨다. 선형 SVM 분류기를 통해 

다차원 벡터를 다중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변경 요구사항을 

분류할 때 기준이 되는 하위 기능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미리 정의된 것을 사용하며 변경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적 측면의 성능과 소프트웨어의 기능 별로 갖춰야 할 기능적 

측면의 성능으로 나뉘어 정의된다. 이렇게 학습된 분류기를 적용하면 

새로운 변경 요구사항이 어떤 하위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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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새로운 변경 요구사항이 등장하면 해당 문서를 벡터로 

나타내어 분류기를 적용함으로써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로 분류하는 방법을 

표현해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3.2 종속성 네트워크의 구축 

두 번째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 사이의 종속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종속성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종속성 관계란 하나의 구성 요소 혹은 매개변수가 다른 구성 요소 

혹은 매개변수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계로, 한 쪽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변경이 전파되어 다른 쪽에서도 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구성 요소 및 매개변수 사이의 종속성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특정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행된 커밋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하나의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여러 번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그림 3.4: 변경 요구사항 별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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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이루어지며, 각 수정 작업 뒤에는 버전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커밋(commit)을 수행한다. 커밋의 내용에는 수정 내용 제목, 변경된 파일 

이름과 파일 별 변경 내역, 특정 수정 작업에 의해 전파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5에서 커밋 1, 커밋 2는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의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가 수정된 두 번의 수정 내역이며, 커밋 4는 

커밋 1에 의해 전파되어 진행된 수정 작업, 커밋 6은 커밋 2에 의해 

전파되어 진행된 수정 작업이다. 또 커밋 3은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커밋 1, 커밋 2에서 수정된 것과는 다른 구성 요소를 수정한 작업이며, 

커밋 5는 커밋 3에 의해 의해 전파되어 진행된 수정 작업이다. 

그림  3 .6은  커밋  이력  데이터의  예시를  표현한  것이다 .  수정  내용 

제목에는 수정 작업 내용에 대한 요약문이 적혀있으며, 여기에는 수정된 

하위 기능의 어떤 구성 요소가 변경되었는지 기술되어 있다.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는  개발자들에  의해  미리  정의된  것을  사용하며 ,  수정  내용 

제목에 구성 요소의  이름이 등장했는지 여부를 통해 해당 구성 요소가 

 

 

그림 3.5: 변경 요구사항의 커밋 이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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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커밋 이력 데이터의 예시 

 

변경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변경된 파일 이름 목록을 통해 해당 

커밋에서 어떤 파일이 변경되었는지 정보를 알 수 있고, 파일 별 수정 내역 

정보를 통해 각 파일 별로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즉, 파일 내 정의된 매개변수들 중 어떤 매개변수가 수정되었는지 

모두 알 수 있다. 

커밋 이력 데이터를 이용해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 

사이의 종속 관계를 파악하여 종속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종속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종속 관계에는 네 가지 관계가 있다. 첫째는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과 최초로 변경된 구성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종속 

관계이다. 이는 특정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최초로 변경되어야 

하는 구성 요소 파악을 위해 사용되며, 첫 번째 분석을 통해 분류된 결과와 

그림 3.5의 커밋 1, 커밋 2와 커밋 3 정보로부터 그 종속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는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종속 관계이며, 이는 

하나의 커밋이 다른 커밋에 의해 전파되어 진행되었을 경우 각 커밋에서 

수정된 구성 요소 사이에 종속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셋째는 하위 기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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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종속 관계로, 이는 한 번의 

커밋에 의해 수정된 구성 요소와 이를 위해 수정된 파일 내 매개변수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넷째는 파일 내 매개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종속 

관계로, 한 매개변수가 다른 매개변수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 둘 사이에 

종속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즉, 하나의 함수가 다른 함수의 결과 값을 

전달받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둘 사이에서는 종속 관계가 존재하게 되며, 

이는 커밋 이력 데이터에서 특정 함수의 이름이 다른 함수 내에서 

호출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종속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종속성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3.7이다. 또, 변경되는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가 특정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최초로 변경된 것인지, 직전에 변경된 구성 요소에 의해 

전파되어 변경된 것인지 둘로 구분하여 종속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표 

3.1, 표 3.2와 같이 둘로 나눠 종속 관계 데이터를 다룬다. 

 

 

 

 

그림 3.7: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 간의 종속성 

네트워크 

 

 



 

 23 

표 3.1: 특정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최초로 변경되는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 매개변수 간 종속 관계 데이터 표 

 

 

표 3.2: 직전에 변경된 구성 요소에 의해 전파되어 변경되는 구성 요소, 

매개 변수 간 종속 관계 데이터 표 

 

 

 

3.3 파일 별 변경 확률 예측 

앞서 구축한 종속성 네트워크를 이용해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변경되는 

하위 기능과 그 변경 이유가 주어지면 최초로 변경되는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 및 파일 내 매개변수와 이후 전파되어 변경되는 것들의 변경 확률을 

예측하고자 한다. 변경 확률은 다음과 같은 수식 (3.2), (3.3)을 이용해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가 변경될 확률인 P(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𝑖)와 파일이 변경될 확률인 

𝑃(𝑓𝑖𝑙𝑒𝑖)을 각각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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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𝑖) = 1 − ∏(1 − 𝑃(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𝑖|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𝑃(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

𝐽

𝑗=1

 

𝑃(𝑓𝑖𝑙𝑒𝑖) = 1 − ∏ (1 − 𝑃(𝑓𝑖𝑙𝑒𝑖|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𝑃(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

𝐽

𝑗=1

 

× ∏(1 − 𝑃(𝑓𝑖𝑙𝑒𝑖|𝑓𝑖𝑙𝑒𝑘)𝑃(𝑓𝑖𝑙𝑒𝑘))

𝐾

𝑘=1

 

 

먼저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가 변경될 확률 𝑃(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𝑖) 을 구하기 

위해서 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𝑖 와 정보를 주고받는 인접한 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 들로부터 어디서도 

변경이 전파되지 않은 사건의 여사건을 고려한다. 이 때 서로 다른 인접한 

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 로부터 변경이 전파되는 경우, 각 구성 요소와 주고받는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독립이라 

가정할 수 있어 noisy-OR 모델을 사용한다. 따라서 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𝑖 가 변경될 

확률은 인접한 각 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의 변경이 전파되지 않는 확률을 모두 곱한 값을 

1에서 뺀 값으로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파일이 변경될 확률 𝑃(𝑓𝑖𝑙𝑒𝑖)은 

해당 파일이 관여하는 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 들로부터 변경이 전파되지 않음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𝑓𝑖𝑙𝑒𝑘 들로부터 변경이 전파되지 않는 사건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한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𝑓𝑖𝑙𝑒𝑘 란, 𝑓𝑖𝑙𝑒𝑖 와 𝑓𝑖𝑙𝑒𝑘 가 동일한 구성 요소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단순한 참조 혹은 상속 관계에 의해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만 포함한다. 

또한, 위 수식에서 사용된 조건부 확률은 앞서 구축한 종속성 네트워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𝑃(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𝑖|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 는 직전 단계에 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 가 

변경된 데이터 중 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𝑖 로 변경이 전파된 데이터의 비율이고,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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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𝑓𝑖𝑙𝑒𝑖|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 는 𝑒𝑙𝑒𝑚𝑒𝑛𝑡𝑗 가 변경된 데이터 중 해당 구성 요소의 

변경을 위해 𝑓𝑖𝑙𝑒𝑖 가 수정된 데이터의 비율이며, 𝑃(𝑓𝑖𝑙𝑒𝑖|𝑓𝑖𝑙𝑒𝑘) 는 직전 

단계에 𝑓𝑖𝑙𝑒𝑘가 변경된 데이터 중 𝑓𝑖𝑙𝑒𝑖로 변경이 전파된 데이터의 비율이다. 

이렇게 구한 파일 별 변경 확률을 통해 변경 가능성이 있는 파일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임계 값을 정하여 그 값을 넘는 변경 확률을 가진 

파일들로 구성된 파일 목록을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각 

개발자는 자신에 의해 변경될 파일이 다른 개발자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도 

큰지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병합 충돌을 예방하는 협력적인 

개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8은 첫 번째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변경될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가 주어지면 종속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변경 전파 경로를 예측하여 

파일 별 변경 확률을 도출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3.8: 변경될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에 따른 파일 별 변경 확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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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방법론 적용 알고리즘 

앞서 제안된 방법론을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미 확보된 변경 이력 데이터를 이용해 각 

변경 요구사항을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로 분류하는 분류기를 학습시키고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 사이의 종속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후 새로운 변경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학습된 분류기를 이용해 

해당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변경될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를 파악한다. 

이것이 주어지면 구축된 종속성 네트워크를 통해 최초로 변경되는 구성 

요소와 이후 변경이 전파되는 경로, 각 파일 별 변경될 확률을 도출해낸다. 

이후 매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직전 단계에 변경된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는 

구성 요소와 파일의 변경 확률을 동적으로 도출해낸다. 이 작업은 해당 

변경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더 이상 

변경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변경 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다시 

분류기와 종속성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한다. 또한, 동적으로 도출되는 파일 

별 변경 확률은 다른 모든 개발자들에게 공유되며 각 개발자들은 자신이 

변경하고자 하는 파일이 다른 개발자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서로 협력적인 개발 작업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병합 충돌을 

예방한다. 위와 같은 알고리즘을 그림 3.9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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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파일 변경 확률 예측 방법론 적용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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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연구 : Nextcloud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Python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변경 이력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관리적 측면의 의미를 보인다. 

 

 

4.1 실험 대상 

실험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개발 변경 이력 데이터는 사용자들끼리 

그룹을 맺어 파일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Nextcloud’ 서비스 ① 의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력 데이터이다. 해당 데이터는 오픈소스②로 배포되어 

있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크게 18개의 기능을 제공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18개 

기능 중 주요 기능인 ‘파일 공유’ 기능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진행된 데이터는 총 337개의 변경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1947회 수정이 이루어져 ‘파일 공유’ 기능의 10개 하위 기능, 505개 

파일이  변경된  수정  내역  데이터이다 .  수정된  10개의  하위  기능과  그 

의미는 표 4.1과 같으며, ‘파일 공유’ 기능이 변경된 이유와 그 의미는 표 

                                            
① https://nextcloud.com/ 
② https://github.com/nextcloud/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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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파일 공유’ 기능의 10개 하위 기능과 그 의미 

 

 

4.2와 같다. 여기서 정의된 10개의 하위 기능과 11개의 변경 이유는 변경 

이력 데이터 혹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바탕으로 정의되었다. 

데이터  중  앞서  발생한  80%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설정해  초기 

분류기를  학습 ,  종속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  나중에  발생한  20%의 

데이터는  검증  데이터로  설정해  모델의  적용  알고리즘에  따라  변경 

 

표 4.2: ‘파일 공유’ 기능의 11개 변경 이유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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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발생시켜 파일 변경 가능성을 예측한다. 

예측이 끝난 검증 데이터는 다시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켜 분류기와 종속성 

네트워크의 업데이트를 반복 진행하였다. 

 

 

4.2 변경 요구사항 분류 실험 결과 

그림 4.1은 변경 요구사항을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로 분류한 것의 

정확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평균 0.7682의 정확도를 보였고, 각 하위 

기능을 대표하는 단어 및 구를 표 4.3에 정리하였다. 대표 단어 목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file list’와 ‘sharee list’ 하위 기능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search’처럼 여러 하위 기능을 대표하는 단어가 존재하거나, 대부분의 하위 

기능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file’, ‘share’와 같은 단어에 의해 분류 정확도가 

감소하게 되는 영향이 있었다. 

 

 

그림 4.1: 변경 요구사항의 하위 기능 및 변경 이유 분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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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파일 공유’ 기능의 하위 기능 별 대표 단어 

 

 

그림 4.2는 하위 기능으로의 분류 결과를 confusion matrix로 나타낸 

그림이다. 마찬가지로, 대표 단어가 중복되는 ‘file list’, ‘sharee list’, ‘file drop’, 

‘mobile’ 하위 기능의 분석 정확도가 보다 낮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경  이유와  관련된  분석  또한  진행하였는데 ,  ‘permission’의  경우  

 

 

그림 4.2: 하위 기능 분류 결과의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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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를 위한 변경이 주가 되거나 ‘file drop’의 변경 이유는 대부분 

‘memory usage’, ‘response time’이 많이 등장하는 등 구성 요소에 따라 특정 

변경 이유가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특정 구성 요소를 변경한 

뒤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 지 점검하기 위함을 뜻하는 ‘element test’ 변경 

이유의 경우, 동일한 변경 이유에 의해 발생한 변경 요구사항이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하위 기능에 따라 대표하는 키워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 정확도가 보다 감소하게 되는 영향이 있었다. 

 

 

4.3 파일 변경 확률 예측 실험 결과 

두 번째 분석인 파일 변경 확률 예측 실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3은 특정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각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가 단계 별로 변경될 확률을 수형도로 표현한 것이고, 표 4.4는 

 

 

그림 4.3: 특정 변경 요구사항에 의한 변경 경로 및 변경 확률 수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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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특정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파일 목록 

 

 

최종적으로 파일이 변경될 확률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변경될 파일을 예측한 목록과 실제 

변경이 이루어진 파일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확도를 알아보았다. 임계 

값을 조정하면서 True Positive Rate와 F1-score를 구해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그림 4.4이다. 임계 값을 낮게 설정하면 변경될 확률이 낮은 파일들까지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True Positive Rate 값은 높게 

유지되지만 그들 중 실제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파일도 많기 때문에 

F 1-score 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인다 .  반면에  임계  값을  높게 

 

 

그림 4.4: 파일 변경 확률 예측 실험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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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수록 변경 확률이 높은 파일들만 선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파일들은 목록에서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F1-

score의 값이 점차 상승하게 되고 임계 값 0.3에서 최댓값 0.721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프로젝트 관리적 측면의 의미 

4.4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관리적 측면의 의미를 분석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비슷한 내용을 다룬 두 변경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또,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 

전략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방법론의 적용 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파일 목록이 모든 

개발자들에게 공유된 후 병합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협력적인 개발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방법론들을 

서술하였다. 

 

 

4.4.1 두 변경 요구사항의 분석 결과 비교 

그 림  4 . 5 는  두  가 지  변 경  요 구 사 항 에  대해  방 법 론 을  적용 하 여 

최종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파일 목록을 도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두 변경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 사용자에게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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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두 가지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 

 

하위 기능인 ‘share provider’ 하위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변경 이유에 의해 발생한 변경 

요구사항임을 알 수 있다. 좌측의 변경 요구사항은 공유된 링크에 대한 

암호와 관련한 것으로 보안 체계의 변경을 위해 발생한 데에 반해, 우측의 

변경 요구사항은 외부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과 관련한 것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경을 위해 발생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변경 

이유가 달라지면서 최초로 변경되는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가 각각 

‘password changeability’, ‘password box’로 다르며 이후 변경이 전파된 구성 

요소 또한 각각 ‘backend database’, ‘browser compatibility’로 다르다. 

추가로 주목할만한 점은, 두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변경된 파일 중 

‘…/sharetemplates.js’ 파일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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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정의된 매개변수 중 ‘password changeability’ 구성 요소와 ‘password box’ 

구성 요소에 각각 관여하는 매개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이 

변경된 것이며, 각 매개변수가 정보를 주고받는 파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후 변경이 전파된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 또한 결과가 서로 

다르다. 만약 파일 단위의 종속성만 고려하여 변경 전파 확률을 예측했다면 

두 경우에서 두 번째 단계에 변경된 파일 목록 또한 같은 파일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일 내 매개변수와 해당 매개변수가 관여하는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 사이의 종속성까지 고려하여 변경 전파 확률을 예측했기 

때문에 이후 전파되어 변경된 구성 요소와 파일이 서로 다르게 도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4.4.2 프로젝트 상황에 따른 임계 값 조절 

그림 4.4의 결과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임계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도출되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 파일 목록이 달라지고 

정확도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나 관리 방침에 따라 

임계 값을 적절히 조절하여 서로 다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임계 값을 

낮게 설정한 경우 변경 가능성이 낮은 파일이라도 목록에 추가되어 다른 

개발자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만약 병합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필요한 재작업의 양이 많거나 재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라면 임계 값을 낮게 설정하는 보수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세계 각국의 개발자들이 함께 오픈 소스를 개발하는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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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시공간적 제약 혹은 언어적 장벽이 존재해 쉽게 협력적인 개발 작업을 

하기 힘든 경우 실제로 변경이 일어날 파일만을 정확히 예측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계 값을 높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협력 

개발 작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4.4.3 협력적인 개발 작업 방법론 

변경 요구사항이 새로 발생하고 매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변경 

가능성이 있는 파일 목록이 모든 개발자들에게 공유되면 각 개발자들은 

본인이 변경하려는 파일과 겹쳐 병합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협력적인 개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론으로는 

Jiang et al.(2014)의 한 개발자가 수정되기 전 수정 목적과 내용을 먼저 

공유하고 다른 개발자에 의해 승인된 후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Integrative 

Conflict Management 접근법, Dewan and Hegde(2007)의 두 개발자가 수정해야 

하는 파일이 겹치는 경우 서로의 상황을 동기화하며 이후 발생할 충돌을 

예방하는 Asynchronous Development 방법론, Lanza et al.(2010)의 Version 

Control System을 이용해 각 개발자들의 개발 작업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법론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병합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병합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력하여 예방한다면 병합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재작업에 소모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할 수 있어 

전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각 

개발자는 자신이 주관하는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의 정보 또한 인지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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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을 해결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감소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능률 또한 

증가할 수 있다(McK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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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5.1 결론 

동시 병렬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파일 

사이의 종속성이 복잡하게 존재하는 객체 지향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서로 다른 개발자가 변경한 부분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병합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론이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충돌이 일어난 이후 해결하는 전략은 추가적인 재작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늘어나는 등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때문에 병합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두 개발자가 서로의 상황을 동기화하며 개발하는 등의 협력적인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변경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파일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변경 요구사항은 프로그램 기능의 변경을 요하게 되고,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파일 내에 정의된 매개변수를 수정함으로써 각 기능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또한 기능의 변경과 파일의 변경은 정보를 주고받는 

다른 기능 혹은 파일로 변경이 전파되어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방법론은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파일 

별 변경 확률 예측 분석, 두 가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을 통해 

새로운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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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화한 뒤, 해당 벡터를 선형 SVM 분류기를 통해 분류함으로써 변경될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를 도출해낸다. 두 번째 분석을 통해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 사이의 종속 관계를 파악하여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각 구성요소와 파일이 변경될 확률을 도출해낸다. 또한 위 

방법론을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의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는 사례 연구를 통해 본 

방법론의 예측 정확도를 검증하였고, 변경 요구사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프로그램 기능과 파일 내 매개변수 사이의 종속성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파일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변경하려는 하위 기능이 같더라도 

변경 요구사항 문서에 등장하는 대표 키워드에 따라 변경 이유를 다르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초로 변경되는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직전 단계에 변경된 파일이 동일하게 존재해도 어떤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를 변경하고자 했는지에 따라 수정된 파일 내 

매개변수가 다르며 다음 단계에 변경이 전파되는 파일 또한 달라지게 된다. 

추가로, 제안된 방법론을 프로젝트 관리 시 적용하는 방안과 필요성 

또한 제시하며 본 방법론의 산업공학적 의의를 제고하였다. 병합 충돌이 

일어났을 때의 심각성 혹은 협력적인 개발 작업의 용이성에 따라 파일 변경 

가능성을 예측하는 임계 값을 다르게 설정하는 전략을 적절히 실행하거나, 

제안된 방법론과 함께 결합할 수 있는 협력적인 개발 작업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프로젝트의 기간 및 비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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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프트웨어 변경 프로세스를 좀 더 표준화된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본 방법론을 실제 프로젝트 관리에 적용할 때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소프트웨어 변경 요구사항은 각 개발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어떤 

기능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며 왜 변경하고자 하는지의 내용이 자연어로 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변경될 파일 목록을 쉽게 

알 수 없다. 이 때 만약 개발자들이 변경 요구사항을 단순히 자연어로 

서술하는 것을 넘어 본인이 변경하려고 하는 하위 기능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정보까지도 자세히 공유한다면 본 방법론의 첫 번째 분석인 

변경 요구사항 내용 분석을 사람이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사람이 직접 분류한 문서에 대해 이차적으로 본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오류를 감지한다면 첫 번째 분석의 결과는 더욱 정확해질 것이다. 즉, 변경 

요구사항의 양식을 프로젝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등 개발 변경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면 제안된 방법론의 효율 또한 향상될 

여지가 있다. 

 

 

5.2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변경 요구사항을 변경하려는 하위 기능과 변경 이유에 

따라 분류하며 그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해당 변경 요구사항에 의해 초기에 

변경될 하위 기능의 구성 요소, 나아가서 파일 내 매개변수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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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측면의 구조(기능, 하위 

기능, 구성 요소)와 각 기능이 구현되는 논리적 측면의 구조(파일, 매개변수) 

및 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더 나은 성능의 모델이 

제안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기서는 개발 변경 이력 데이터를 이용해 구축한 종속성 

네트워크만을 이용하여 이전에 얼마나 자주 변경이 전파 되었는지 그 

빈도에 따라 하위 기능 내 구성 요소와 파일 내 매개변수 사이의 전파 

확률을 결정하였는데, 실제로 변경이 전파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성 요소 사이의 종속성 강도, 파일 내 매개변수 사이의 종속성 

강도이다. 이를 위해 구성 요소 혹은 파일 간에 교환하는 정보의 양을 

토대로 종속성 강도를 정의하거나 파일 내 매개변수가 구성 요소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변경 전파 확률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발 변경 이력 데이터는 주로 어떤 

파일이 변경되었는지, 파일 내 어떤 매개변수가 변경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은 소프트웨어 변경 예측에 큰 도움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변경 주기는 매우 짧으며, 파일 및 매개변수 단위의 

변경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이름 자체가 변경되거나 아예 사라지는 등 

변경 기록이 가진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세세한 

부분이 변경되더라도 프로그램의 기능적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각 변경 이력 데이터가 변경하고자 한 기능에 대한 분석을 더 자세히 

진행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3 

참고 문헌 

 
 

Abdi M. K., Lounis H. and Sahraoui H., 2006, Analyzing Change Impact in Object-

Oriented Systems. In Proceedings of the 32nd EUROMICRO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and Advanced Applications 

Abdi M. K., Lounis H. and Sahraoui H., 2009, Predicting Change Impact in Object-

Oriented Applications with Bayesian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33rd 

Annual IEEE International Computer Software and Applications 

Conference (pp. 234-239) 

Accioly P., Borda P., Silva L. and Cavalcanti G., 2018, Analyzing Conflict Predictors 

in Open-Source Java Projects. In Proceedings of th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ning Software Repositories (pp. 576-586) 

Ahsan S. N., Ferzund J. and Wotawa F., 2009, Automatic Classification of Software 

Change Request Using Multi-Label Machine Learning Methods. In 

Proceedings of the 33rd Annual IEEE Software Engineering Workshop (pp. 

79-86) 

Asikoglu O., 2012, A New Method for Evaluating Design Dependencies in Product 

Architectures. In Proceedings of the 12th AIAA Aviation Technology, 

Integration and Operations Conference 

Berzins V. and Dampier D. A., 1996, Software Merge: Combining Changes to 

Decompositions. Journal of Systems Integration, 6, 135-150 

Brindescu C., Ahmed I., Jensen C. and Sarma A., 2019,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merge conflicts and their effect on software quality. Empirical 

Software Engineering 



 

 44 

Brosch P., Seidl M., Wieland K. and Wimmer M., 2009, We can work it out: 

Collaborative Conflict Resolution in Model Versioning. In Proceedings of 

the 11th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ive Cooperative Work 

(pp. 207-214) 

Brun Y., Holmes R., Ernst M. D. and Notkin D., 2013, Early Detection of 

Collaboration Conflicts and Risks.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39(10), 1358-1375 

Canfora G. and Cerulo L., 2005, Impact Analysis by Mining Software and Change 

Request Repositories. In Proceedings of the 11th IEEE International 

Software Metrics Symposium 

Canfora G. and Cerulo L., 2006, Supporting Change Request Assignment in Open 

Source Development. In Proceedings of the 2006 ACM 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 (pp. 1767-1772) 

Clarkson P. J., Simons C. and Eckert C., 2004, Predicting change propagation in 

complex design. Journal of Mechanical Design, 126(5), 788-797 

Dewan P. and Hegde R., 2007, Semi-Synchronous Conflict Detection and Resolution 

in Asynchronous Software Development. In Proceedings of the 10th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pp. 159-

178) 

Eckert C., Clarkson P. J. and Zanker W., 2004, Change and customization in complex 

engineering domains. Research in Engineering Design, 15, 1-21 

Edwards W. K., 1997, Flexible Conflict Detection and Management in Collaborative 

Applications. In Proceedings of the tenth ACM Symposium on User 

Interface Software and Technology 

Eski S. and Buzluca F., 2011, An Empirical Study on Object-Oriented Metrics and 

Software Evolution in order to Reduce Testing Costs by Predicting 



 

 45 

Change-Prone Classes. In Proceedings of the 2011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Testing, Verification and Validation Workshops (pp. 

566-571) 

Estler H., Nordio M., Furia C. A. and Meyer B., 2014, Awareness and Merge 

Conflicts in Distributed Software Development. In Proceedings of the 

IEE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Software Engineering 

Graves T. L., Karr A. F., Marron J. S. and Siy H., 2000, Predicting Fault Incidence 

Using Software Change History.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26(7), 653-661 

Guimarães M. L. and Silva A. R., 2012, Improving Early Detection of Software 

Merge Conflicts. In Proceedings of the 3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pp. 342-352) 

Hamraz B., Caldwell N. H. M. and Clarkson P. J., 2012, A Multidomain Engineering 

Change Propagation Model to Support Uncertainty Reduction and Risk 

Management in Design. Journal of Mechanical Design, 134, 1-15 

Hamraz B., Hisarciklilar O., Rahmani K., Wynn D. C., Thomson V. and Clarkson P. 

J., 2013, Change prediction using interface data. Concurrent Engineering: 

Research and Applications, 21(2), 141-154 

Jiang J. J., Chang J. Y. T., Chen H. G., Wang E. T. G. and Klein G., 2014, Achieving 

IT Program Goals with Integrative Conflict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1(1), 79-106 

Jung S. J., Asikoglu O. and Simpson T. W., 2018, A method to evaluate direct and 

indirect design dependencies between components in a product 

architecture. Research in Engineering Design, 29, 507-530 

Kagdi H., Gethers M., Poshyvanyk D. and Hammad M., 2011, Assigning change 

requests to software developers. Journal of Software: Evolution and 



 

 46 

Process, 24(1), 3-33 

Kasi B. K. and Sarma A., 2013, Cassandra: Proactive Conflict Minimization through 

Optimized Task Scheduling. In Proceedings of the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pp. 732-741) 

Lanza M., Hattori L. and Guzzi A., 2010, Supporting Collaboration Awareness with 

Real-time Visualization of Development Activity. In Proceedings of the 

14th European Conference on Software Maintenance and Reengineering 

(pp. 202-211) 

Leßenich O., Siegmund J., Apel S., Kästner C. and Hunsen C., 2018, Indicators for 

merge conflicts in the wild: survey and empirical study. Automated 

Software Engineering, 25(2), 279-313 

Lee J. H. and Hong Y. S., 2015, A Bayesian network approach to improve change 

propagation analysis. In Proceedings of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Design 

Lin H. Y., Sierla S., Papakonstantinou N., Shalyto A. and Vyatkin V., 2015, Change 

Request Management in Model-Driven Engineering of Industrial 

Automation Software. In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Informatics (pp. 1186-1191) 

Loeliger J. and McCullough M., 2012, Version Control with Git: Powerful tools and 

techniques for collaborative software development. 

McKee S., Nelson N., Sarma A. and Dig D., 2017, Software Practitioner Perspectives 

on Merge Conflicts and Resolutions. In 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Maintenance and Evolution (pp. 

467-478) 

Mens T., 2002, A State-of-the-Art Survey on software Merging.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28(5), 449-462 



 

 47 

Mockus A. and Weiss D. M., 2000, Predicting Risk of Software Changes. Bell Labs 

Technical Journal, 169-180 

Morkos B., Shankar P. and Summers J. D., 2012, Predicting requirement change 

propagation, using higher order design structure matrices: an industry case 

study. Journal of Engineering Design, 23(12), 905-926 

Munson J. P. and Dewan P., 1994, A Flexible Object Merging Framework. In 

Proceedings of the 1994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pp. 231-242) 

Nadia B., Gregory G. and Vince T., 2006, Engineering change request management 

in a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European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9(1), 5-19 

Nieminen A., 2012, Real-time Collaborative Resolving of Merge Conflicts. In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llaborative 

Computing (pp. 540-543) 

Nordin A. R. M. and Suhailan S., 2009, Managing Software Change Request Process: 

Temporal Data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Security, 3(3), 201-209 

Owhadi-Kareshk M., Nadi S. and Rubin J., 2019, Predicting Merge Conflicts in 

Collaborative Software Development. In Proceedings of the 2019 

International Symposium on Empirical Software Engineering and 

Measurement 

Rajlich V. and Gosavi P., 2004, Incremental Change in Object-Oriented 

Programming. IEEE Software, 21(4), 62-69 

Sarma A., Redmiles D. F. and Hoek A., 2012, Palatír: Early Detection of 

Development Conflicts Arising from Parallel Code Changes.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38(4), 889-908 



 

 48 

Sharafat A. R. and Tahvildari L., 2007, A Probabilistic Approach to Predict Changes 

in Object-Oriented Software Systems. In Proceedings of the 11th European 

Conference on Software Maintenance and Reengineering 

Tsantalis N. and Chatzigeorgiou A., 2005,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Change in 

Object-Oriented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31(7), 601-614 

Umeda Y., Takeda H., Tomiyama T. and Yoshikawa H., 1990, Function, Behavior, 

and Structure. In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ngineering, 

177-193 

 



 

 49 

Abstract 

 

 

Identifying Potentially Conflicting Files by 

Predicting Change Probability using Software 

Change Lo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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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oriented software development method is the most popular development 

method because it provides reusability of object and makes development process 

parallel. Because of this method, the duration of the software development project 

can be reduced by the developers process their job in parallel and concurrently. But 

if there are lack of information among developers about what they are developing, 

the merge conflict can be occurred in the changed files. It causes unnecessary rework 

and inefficiency in development process. In order to prevent merge conflict, 

identifying potentially changing files from the certain change request is needed. 

Functional structure of software must be analyzed to predict changing files by 

change request. To apply the change request, the change of certain function of 

program is needed, and it causes the modification of files implementing the function. 

Also, the changes of function and file are propagated to directly dependent function 

and file. 

In this study, a methodology of predicting file change probability from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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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is proposed with two divided analysis. The first analysis is classifying the 

change request under subfunction and reason by analyzing the semantic context of 

request document. The second analysis is predicting file change probability by 

constructing dependency network between element of subfunction and parameter of 

fil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ology is verified by the case study of 

software development project. Additionally, the application plan of the proposed 

methodology and the managerial implication i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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