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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소스 코드 식별자의 이름을 잘 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엔티티의 의미있고 간결한 이름은 코드 이해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 이러한 코드 식별자 중 평균적으로 가장 복잡한 식별자는 ‘메소드 이름’

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메소드 내용과 일관성 있는 적절한 메소드 이름 생성을 자연어 처리 태스

크 중 하나인 ‘추상적 텍스트 요약’으로 치환하여 수행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더-디코더 모델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모델은 Github 오픈소스를 크롤링한 Java 데이터셋에서 기존 최신 메소드 이름 생성 모델보다 

약 50% 이상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적절한 메소드 작명에 필요한 비용 절감 달성 및 다양한 소스 

코드 관련 태스크를 언어 모델의 성능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추상적 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 메소드 이름 제안(method name suggestion),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추상적 텍스트 요약 기반의 메소드 이름 제안 모델
주한새O, Scott Uk-Jin Lee*

O한양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바이오인공지능융합전공,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mail: sparky@hanyang.ac.krO, scottlee@hanyang.ac.kr*

A Method Name Suggestion Model based on 
Abstractive Text Summarization

Hansae JuO, Scott Uk-Jin Lee*

ODept. of Applied Artificial Intelligence, Hanyang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I. Introduction

소스 코드 식별자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변수, 탑입, 메소드, 함수, 클래스 

등의 프로그램 엔티티의 의미있고 간결한 이름은 소스 코드 이해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2]. 그 중 메소드 이름이 다른 

유형의 식별자보다 평균적으로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다. 메소드 이름 

제안에 가장 많이 연구된 접근법은 정보 접근 방식(IR)이다. IR은 

유 학습된 데이터에서 가장 유사한 구현부를 가진 메소드의 이름을 

검색하여 메소드 이름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훈련 데이터

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메소드 이름을 생성해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자연어처리의 한 태스크인 원문의 

문맥을 반영하여 새로운 단어 및 문장들로 요약문을 만들어내는 

추상적 요약을 메소드 이름 생성에 적용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메소드 이름을 메소드 구현부의 추상적인 요약문으

로 간주하여, 일관성 있는 메소드 이름 생성을 위해 텍스트 요약에서 

state-of-the-art 모델인 트랜스포머 기반 인코더-디코더 모델을 사용

하여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함을 보인다.

II. Research Method

1. Java Dataset 수집

Java 메소드의 구현부와 일관성 있는 메소드 이름을 생성하기 

위해 code2seq[3]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셋은 Github 오픈소스 자바 프로젝트를 크롤링하여 구성

한 것으로, 데이터셋에 포함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개수에 따라 

Java-small, Java-med 및 Java-large으로 구분되어있다. 실험에서는 

Java-small과 Java-med를 사용했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2호 (2022. 7)

138

학습 검증 테스트

Java-

small

프로젝트 수 9 1 1

클래스 수 89,271 1,875 5,263

메소드 수 540,667 20,009 20,176

Java-

med

프로젝트 수 800 100 96

클래스 수 511,225 43,602 240,242

메소드 수 1,802,278 200,228 280,261

Table 1. 실험에서 사용한 Java Dataset

2. 데이터 전처리

Java 메소드를 텍스트로 잘 나타내기 위해 메소드를 구성하는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실험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할 

MNire[4]에서의 컨텍스트 추출 방식과 같이, 소스코드를 추상 구문 

트리(Abstract Syntax Tree, AST)로 파싱 후 트리를 구성하는 각 

노드로부터 메소드를 감싸고 있는 클래스 정보, 메소드의 입출력 

파라미터 및 메소드 구현부의 세 가지 맥락의 개체명을 추출한다. 

세 가지 맥락은 “:”으로, 입출력 파라미터들은 “;”로 구분하여 하나의 

입력 시퀀스로 만든다.

3. Text-to-Text Transfer-Transformer (T5)

트랜스포머 기반 인코더-디코더 모델로는 Text-to-Text 

Transfer-Transformer(T5)[5]를 사용한다. T5는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들을 text-to-text 형식으로 바꾸어 하나의 모델로 학습할 수 

있다. 구현체로는 C4 및 Wiki-DPR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Hugging 

Face에서 제공하는 T5-small 모델을 사용하여 Java-small 및 

Java-med에 대해 파인튜닝을 진행하였다.

III. Experiment

베이스라인으로는 RNN 계열의 seq2seq 기반에 attention을 적용

하여 추상적 텍스트 요약 기법을 메소드 이름 생성에 적용한 MNire[4]

와 비교한다. 해당 논문에서 구현체를 제공하지 않아 직접 구현하였다. 

학습 시간은 NVIDIA GTX 1080Ti GPU 환경에서 MNire는 

Java-small과 Java-med에서 각각 35분, 77분, T5는 180분, 540분 

소요되었다. 실험결과는 Table2와 같이 T5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모든 성능지표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EM(Exact Match)에서 50%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F1-score

는 Java-med에서 90.46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Precision Recall F1 EM 메소드 수

Java-

small

MNire 41.94 35.89 37.14 13.85
19,426

T5 90.65 82.91 85.20 66.37

Java-

med

MNire 53.74 49.03 49.70 26.56
192,888

T5 95.74 88.33 90.46 76.07

Table 2. 실험결과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메소드 구현부와 일관성 있는 메소드 이름 생성 

태스크를 추상적 텍스트 요약으로 간주하고 자연어로 사전학습된 

T5 모델로 파인튜닝하여 기존 SOTA 모델보다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적절한 메소드 작명에 필요한 시간 및 노력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드 관련 태스크에도 방대한 양의 자연어로 

사전학습된 언어모델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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