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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Git의 커밋 메시지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 및 코드의 변경이력을 저장하고 관리하

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와 프로젝트의 생명주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Git의 커

밋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 활동 시, 시간과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로 Git에서 발생하는 커밋 메시지를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매핑하여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대 87%의 정확도

를 제시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확도가 낮아 실제 프로젝트의 개발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

기에는 위험성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커밋 메시지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각 연구들의 프로세스와 특징을 추출하였고, 이를 이용한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커밋 복합 분류 모델

에 대해 제안한다.

키워드: 커밋 메시지(Commit Message), 다중분류(Multi-Label Classification),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소스 변경(Sourc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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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관리 및 소스 버전 관리를 위한 

SCM(Source Control Management)은 2000년대 초 리눅스 커널 

관리를 위해 Linus Torvalds가 개발한 Git으로 대체되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Git은 여러명의 사용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슈 및 코드의 

변경이력을 커밋 메시지라는 형태로 저장하고 관리한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쌓이는 커밋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프로젝트의 유지관리와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 시 이를 활용하여 

사전에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없애 비용과 시간에 대한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다[1].

이러한 이유로 Git에서 발생하는 커밋 메시지를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특히 커밋 메시지를 Corrective, Perfective 

그리고 Adaptive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

관련 연구에는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커밋 메시지에서 

단어의 빈도와 소스코드 변경 데이터를 이용해 76%의 정확도를 

제시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3].

또한, NLP 트랜스포머 모델기반의 BERT를 이용해 87%의 정확도

를 제시한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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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87%의 정확도로는 효율적인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연구된 두 모델의 장점인 소스변경과 BERT를 

이용한 두 모델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혼합하여 선행연구 모델보다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커밋 복합 분류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류

다음 Table 1. 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 

것이다[2].

Type Description

Corrective fixing bugs

Perfective improving the system

Adaptive
introducing a new features into 

the system

Table 1. Software Maintenance Type

첫째, Corrective는 기능 및 비기능에 대해 문제가 되는 버그를 

수정하거나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Perfective는 시스템 및 디자인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하는 

범주이다.

셋째, Adaptive는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커밋 메시지를 위와 같은 세가지 유지관리 형태로 

분류하여 커밋과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의 연관 관계를 형성해주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소스변경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 모델

다음 Fig. 1. 은 소스변경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의 프로세스로 

76%의 정확도를 나타낸다[3].

Fig. 1. Classification Process Using Source Change

관련 연구에서는 분류 모델에 데이터 레이블링 소스변경 내용을 

추가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커밋 분류 모델 생성 시 커밋 메시지와 

커밋 메시지로부터 나오는 단어의 빈도수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

는 모델에 소스변경 데이터를 추가 적용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1.3 BERT모델을 이용한 분류 모델

다음 Fig. 2. 는 BERT모델을 이용한 모델의 프로세스로 87%의 

정확도를 나타낸다[5].

Fig. 2. Classification Process Using BERT Model

관련 연구에서는 분류 모델을 실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BERT 

모델로 사전에 트레이닝시킨 후 전이학습으로 모델을 다시 트레이닝시

킨다.

보통의 커밋 분류 모델처럼 트레이닝 시키는 데이터는 동일하지만 

모델을 최종 트레이닝 전 BERT를 이용한 사전 트레이닝 후 전이 

학습을 시킴으로써 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1.1 Classification Process

다음 Fig. 3.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합 커밋 분류 모델의 

프로세스이다.

Fig. 3. Proposed Class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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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관련 연구를 통해 제시한 두 가지 논문에서 정확도를 

높였던 특징을 이용해서 복합 분류 모델을 설계하였다.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수집을 위해 Github에서 별점이 높은 프로젝트의 

Git 정보들을 크롤링한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의 커밋 메시지에서 단어 빈도와 소스변경 

내용을 추출하고, 전체 데이터에 대해 레이블링하는 전처리 작업을 

진행한다.

셋째, 레이블링 작업이 완료되면 홀드아웃 교차검증을 위해 8:2로 

트레이닝 데이터 셋과 테스트 데이터 셋을 분류한다.

넷째, 트레이닝 데이터 셋은 BERT모델을 이용해 사전 트레이닝을 

시키고, 생성된 모델을 전이 학습을 시켜 새로운 분류 알고리즘을 

생성한다.

다섯째, 트레이닝하지 않은 20%의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한 알고리

즘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 가면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모델을 생성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커밋 분류 모델의 정확도가 실제 

프로젝트의 개발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기에는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문제점으로 인해 실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최소 

90%이상의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연구들을 조사하고 이 중 소스변경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 모델과 BERT를 이용한 분류 모델에서 정확도

를 높인 특징만 추출하여 복합 분류 모델을 설계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제안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최소 90%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설계 및 구현에까지 연구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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