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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 된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개념이다. 기존 자산들은 다른 개발자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개발자들은 이러한 자산을 올바르게 재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개발자들은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 자산들과 관련된 

적절한 지식이나 과거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자로부터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발 도메인 전문가나 다른 개발자의 지난 경험은 소프트웨어 자산 재사용 시의 참고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사용 관련 지식은 같거나 유사한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함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고, 이미 여러 번의 재사용으로 검증된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재사

용의 위험요소 또한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사용 관련 지식의 표현 모델을 제시하고, 지식의 

협력적인 공유 및 증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재사용 위키의 아키텍처 및 프로토타입을 

설명한다. 또한 재사용 관련 지식 모델과 그에 따른 관리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사용 문제 

해결에 관한 검증 계획을 설명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재사용 관련 지식의 
효과적인 공유 및 증식이 가능하고, 정형화되고 체계적인 저장 및 관리를 통해 재사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키워드  소프트웨어 재사용, 소프트웨어 재사용 관련 지식, Web 2.0 기반 소프트웨어공학

Abstract  Software reuse the concept of developing software by using existing software assets, rather than 
developing it from scratch. Developers may face difficulties of reusing existing software assets because 
existing assets are normally developed by other developers for different purposes. Developers tend to 
seek appropriate knowledge about effectively reusing software assets from the developers who have 
faced and solved similar problems in reusing software assets previously. In other words, the 
reuse-related knowledge of domain experts or other developers usually provides important clues to 
solve reuse-related problems. Such reuse-relalted knowledge can help developers to reduce the time and 
effort to identify and solve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that may arise in reusing software assets and 
in minimizing the risks of reusing them by allowing them to reuse reliable software assets in an 
appropriate way and by recognizing similar requirements or constraints of resuing the assets. In this 
paper, we describe a  model to represent reuse-related knowledge in a formal way, and explain the 
architecture and a prototype implementation of Software Reuse Wiki (SRW) that enables collaborative 
organization and sharing of software reuse-related knowledge. We have conducted an experiment 
pertaining to problem solving in reusing assets based on reuse-related knowledge. We also discuss 
about our evaluation plan for showing the benefits and contributions of reuse knowledge representation 
model and management methods in SRW. We expect that SRW can contribute to facilitate users’ 
participations and make efficient sharing and growing of reuse-related knowledge. In addition, the 
representation model of reuse-related knowledge and management methods can make developers 
acquire more reliable and useful reuse-related knowledge in a straightforward manner without spending 
additional efforts to find solutions to solve reuse-related problems. 

Key words  Software reuse, Software Reuse-related Knowledge, Web 2.o-based Software Engineering



소 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논문지 : 제24권 제1호 (2011.3)10

 본 연구는 방 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2010-SW-12-DM-01)

‡ 학생회원 : 한국과학기술원 산학과

hmkoo@Kaist.ac.kr
¶
종신회원 : 한국과학기술원 산학과 부교수

iko@Kaist.ac.kr

논문 수 : 2011년 01월 17일

심사완료 : 2011년 02월 22일

1. 서 론

소 트웨어 재사용은 새로운 소 트웨어를 개발

할 시,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재사용 자산을 활용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개념이다[1]. 이미 개발된 자산을 재활용함

으로써 소 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 시간과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2]. 기존 자산

들은 다른 개발자에 의해 다른 목 으로 개발되

었으므로 개발자들은 이러한 자산을 올바르게 

재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개발자들은 도움을 얻기 

하여 그 자산들과 련된 한 지식이나 과거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자로부터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3]. 따라서 개발 도메인 

문가나 다른 개발자의 지난 경험은 소 트웨어 

자산 재사용에 참조자료로써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소 트웨어 재사용 련 지식은“재사용과 

련된 개인이나 기 의 경험, 혹은 다른 개발자

에게 도움을  수 있는 유용한 히스토리 정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사용 련 지식을 

제공하기 해서 풀어야할 문제 들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3, 4, 5, 6]. 

• 비정형화된 재사용 련 지식: 재의 (재사용) 지식은 

주로 자연어를 통해 개발자의 의도와 성향에 따라 

기술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구조 없이 비정형

화된 지식들은 개발자들에게 유용하고 한 지식을 

검색  추천되어 지기 힘들다.  

• 모호성: 재사용 련 지식은 주로 개발자들의 의도와 

그들의 생각을 심으로 기술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른 개발자들이 이러한 지식을 보았을 때 잘못 이해

하거나 오해할 여지가 있다. 한, 다른 개발자가 이해

할 만큼 충분히 기술되지 못한 지식들은 이해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 부분  지식: 재사용 련 지식을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요한 은 지식이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완 하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지식을 제공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사람들이 

력 으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정제해 나가면 재사용 

련 지식들은 차 충분한 것이 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이러한 지식의 정제에 

참여하는 활동 자체를 귀찮고 추가 인 일로 여길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재사용 련 지식의 제공은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고 력 으로 증식  정제 되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지식의 증식  정제는 지식의 유용

함을 차 발 시켜 나가는 반복 인 행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사용 련 지식 증식  정제를 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꼭 제공해야 할 요구사항

들을 정리하 다. 이 요구사항들은 국방도메인의 네 

군데 기 을 방문하여 7차례 설문조사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와 련연구를 바탕으로 한다[3, 4, 5, 6, 7]. 

• 지식의 정형화  구조화: 재사용할 개발자들의 추가

인 노력을 야기 시키는 모호함과 오해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정형화된 지식의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정형화된 지식의 표 은 개발자들이 지식을 획득할 시,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한다. 한 정형화

된 지식을 활용하여 재사용 지원 도구는 한 지식 

추론  개발자에게의 추천을 해  수도 있다. 정형

화된 지식 제공을 해서는 기술되어야 할 요한 

요소들로 구성된 재사용 표  모델이 필요하다. 

• 력 인 지식의 조직: 재사용 련 지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력 으로 공유 

 정제 했을 때, 그 유용성이 더 커진다. 력  공유 

 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해서는 지식 기술을 

해 개발자들이 작성해야 할 명확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명확한 지식 기술 인터페이스는 

모호함과 오해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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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인 지식의 정제: 지식은 처음부터 잘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 반복 으로 

정제되어 나갈 때 그 유용성이 커진다. 따라서 지식을 

력 이고 반복 으로 공유, 증식  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 

 도구는 개발자들이 부가 이고 부담이 되는 활동

으로 여기지 않도록 사용하기 쉬운 방법 한 제공

해야 한다. 

그림 1. 소프트웨어 재사용 관련 지식의 공유와 활용 개념도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재사용 증 를 한 

재사용 련 지식의 표 , 리  공유 방법에 

해 설명한다. 그림 1은 개략 인 연구 방향  

목표를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재사용 련 지식 표  모델을 개발하 고, 지식

들은 이 표  모델에 따라 기술되어 장소에 장

된다. 개발자들은 키 기반의 재사용 환경을 이용

하여 지식을 력 으로 공유, 증식  정제할 

수 있다. 키 기반의 지식 리는 력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 있고 검증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8,9]. 한, 키는 사용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참여와 력을 

유발하는데 도움을 다[10].

 연구 목표에 따라 키 기반 재사용 환경의 

로토타입을 구 하 고, 재사용 련 지식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재사용 문제 해결에 

을 두고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재사용 

련 지식 표  모델과 키 기반의 지식 리 

방법을 통해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재사용 

련 지식의 효율 인 공유  증식이 가능하고, 

정형화되고 체계 인 장  리를 통해 재사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수 있으리라 상한다.  

다음 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간략히 기술

하고, 3장에서는 재사용 련 지식 표  모델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 소 트웨어 재사용 키의 

아키텍처와 로토타입에 해 설명하고, 5장에서 

연구의 평가 계획에 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6장

에서 결론  향우 연구에 해 설명하고 논문을 

마무리 한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소 트웨어 공학을 해 진행 

인 키 기반의 력  지식 리 환경들에 해 

논한다. 

SmartAPI는 새로운 소 트웨어를 개발할 때, 

개발자들에게 련되고 연  있는 API들을 추천

하여 제공한다[11]. 시맨틱 태깅 방법을 통해 API 

콜들을 분석하여 자동 으로 검색하고 추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Ontology-based OSS(Open Source 

Software)는 오  소스 개발 도메인을 한 온톨

로지 기반의 재사용 지원 방법을 제공한다[12]. 

이는 개발자들과 장소간의 비 동기 인 상호

작용을 가능  하고, 온톨로지 기반의 재사용 포탈을 

제공한다. 나사의 재사용 포털(Reuse Portal)은 

지구 과학 커뮤니티를 한 재사용 지원 포탈이다

[13]. 이는 분산된 환경의 재사용 자산들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 자산들을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 

SRS(Software Reuse System)는 시맨틱 웹을 

기반으로 한 재사용 지원 환경으로 개발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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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단계에 따른 지식과 자산을 추천하여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14]. Wikitology는 시맨틱 키의 

개념을 기반으로 자가 구성 재사용을 지원하기 

함이다[15]. 이를 해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 

통신, 취합, 추론 기능을 제공한다. Ontobrowse는 

재사용 련 지식을 검색  구조화하기 해 비정

형 , 정형  문서 리 방법을 제공하고, 문서

들의 기술을 한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16]. 

재 련 연구들은 주로 웹이나 키 기술을 

소 트웨어 재사용을 해 목시키는 수 이고, 

정형화된 지식의 표   장, 리 방법에 해

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3. 재사용 관련 지식 표현 모델

본 장에서는 재사용 련 지식 표  모델에 

해 자세히 설명하고, 모델을 구성하기 해 악

된 필수 인 요소들과 그 계에 해 설명한다. 

재사용 련 지식 표  모델을 개발하기 해 

꼭 필요한 필수요소들을 련연구들을 통해 아래와 

같이 악하 다[17, 18, 19, 20]. 

• 로젝트(Project): 자산이 개발된 로젝트의 정보를 

표 한다. 개발자들은 자신이 재 개발하고자 하는 

소 트웨어와 유사한 기존 로젝트 정보에서 재사용 

자산들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기능  요구사항 

에서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도메인(Domain): 자산이 개발되어 활용되는 응용 도메

인을 나타낸다. 도메인 정보는 공통 정의, 공통 개념, 

공통 제약사항 등의 도메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의존성(Dependancy): 의존성은 재사용할 자산이 다른 

특정 자산들과 통합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정보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필요한 타 자산을 

쉽게 악할 수 있다. 

• 연 성(Relevancy): 자산과 련된 산출물들의 정보를 

나타낸다. 요구사항 분석서, 설계서 등의 부가 산출물

들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재사용하기 

용이하게 도와 다.

• 재사용 문제 해결(Reuse Problem Solving): 소 트웨어 

재사용은 크게 문제 해결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개발자

들은 타 개발자가 개발한 자산을 재사용 시 보통 어려

움과 문제 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개발자들이 재사용 

활동에 있어서 겪었던 문제 과 해결 경험을 지식 화

하여 공유한다면 이는 다른 개발자들의 재사용 증 에 

기여를 할 수 있다. 

• 피드백(Feedback): 재사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평가 

정보를 나타낸다. 자산의 재사용 용이성, 어려운 , 

개선 방향 등을 지식 화하여 타 개발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지도(Guidance): 명백한 재사용 설명이나 튜토리얼 

등의 문서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재사용할 때 

수행해야 하는 작업들, 재사용의 성 여부를 악

하기 쉽게 도와 다. 

• 재사용 히스토리(Reuse History): 자산의 재사용 역사를 

보여 다. 재사용 되었던 도메인, 재사용 횟수 등을 

지식 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자산인지 어떠한 분야에 재사용 되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2는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된 재사용 련 

지식 모델을 나타낸다. 로젝트 정보는 ID, 이름, 

명세, 기간의 세부요소로써 표 되고, 도메인 정보는 

ID, 응용도메인 리스트, 도메인 제약사항의 세부 

요소로 이루어진다. 의존성은 의존성이 있는 타 

자산들의 리스트, 의존성 타입, 상호 작용 다이어

그램으로 구성되고, 연 성은 산출물 리스트, 자산

과의 계의 세부 요소를 가진다. 지도는 명백한 

문서의 존재 여부, 문서의 치, 링크로 기술되며, 

재사용 문제 해결은 문제의 타입,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 문제의 기술로 표 된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은 추천할 만한 자산인지 여부, 약 , 기술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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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types Causes of problems

Reliability Control problem / Code failure / Function failure

Compatibility
Domain constraints / Environmental constraints /

Version problem / Standardization

Interoperability Dependable assets / Version problem

Incompleteness Incomplete package / Incomplete functions

Visualization Readability / Usability

그림 2. 재사용 관련 지식 표현 모델

요소들  가장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재사용 

문제 해결 지식을 해 재사용 시 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 들과 그 원인을 분석하 다. 표 1은 

이러한 문제 들과 원인을 보여 다. 표 1에서 

신뢰성 문제는 재사용 자산이 잘 테스  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고, 컨트롤이나 코드 

상의 문제가 그 원인이 된다. 호환성 문제는 도메인

이나 환경 등의 외부 인 제약사항으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 이다. 이 문제에는 버 이나 표 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상호운용성 문제는 버 이 

맞지 않거나 꼭 통합되어야 하는 타 자산들이 있을 

시 발생하게 되며, 비완 성은 재사용 자산 패키

지에 필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거나 코드가 불완

해서 바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가시화 문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알아

보기 힘들거나 사용이 어려워 바로 재사용하기 

힘들 때 발생할 수 있다.

 

표 1. 재사용 문제점과 그 원인

재 이러한 문제 들과 원인을 바탕으로 하여 

반자동 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추천해 주기 

해 지식의 정형화 방법, 추론 기반의 자동  

문제 해결방안 추천 기법을 연구 에 있다.

4. 소프트웨어 재사용 위키 

본 장에서는 재 구  인 소 트웨어 재사용 

키의 간략한 아키텍처와 구 된 로토타입에 

해 설명한다. 

그림 3. 소프트웨어 재사용 위키 아키텍처

그림 3은 소 트웨어 재사용 키 시스템의 

개략 인 아키텍처를 보여 다. 아키텍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 된다: 키 인터페이스, 재사용 

지원 시스템, 장소, 클라이언트. 키 인터페이

스는 개발자들로 하여  쉽게 지식 리를 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자산 

 재사용 련 지식 명세를 한 틀을 제공한다. 

키의 메인 페이지는 등록된 체 자산의 재 

재사용 황을 통합 으로 보여주고, 자산 키 

페이지는 자산 명세와 재사용 련 지식을 보여

다. 재사용 지원 시스템은 키 페이지 리를 

한 요 메커니즘과 지식의 템 릿을 제공하여 

주고, 개발자 커뮤니티를 생성  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재사용 련 지식과 자산 련 

정보들을 장소에 장  리 할 수 있는 방법 

한 제공한다. 장소는 실제 명세 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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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재사용 관련 지식 명세를 위한 

소프트웨어 재사용 위키 페이지 예제

재사용 련 지식의 물리  장 공간을 제공하고, 

지정된 도메인 분류에 따라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개발자들이 로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사용 활동을 

할 때 개발 도구와 연계하여 한 지식을 추천

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소 트웨어 재사용 키의 자산 페이지는 크게 

두 자산 명세 페이지, 재사용 련 지식 페이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4는 자산 명세를 한 

재사용 키 페이지의 한 제를 보여 다. 자산 

명세를 한 요소들로는 간략한 기술, 자산의 분류, 

자산이 개발되게 된 요 요구사항들, 인터페이스, 

버  정보, 운용 환경 등이 기술되어 있다. 본 제

에서는 국방 도메인에서 개발된 “Data Communication 

with Other System (EDXKMSe2i)”라는 컴포 트의 

명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자산 명세를 위한 소프트웨어 재사용 위키 페이지 예제

그림 5는 재사용 련 지식 명세를 한 소 트

웨어 재사용 키 페이지의 한 제를 보여 다. 

재사용 련 지식은 3장에서 설명한 제사용 지식 

표  모델에 따라 구성되어져 있다. 개발된 로

젝트, 재사용 가능한 응용 도메인, 의존성 있는 

타 컴포 트, 재사용 문제 해결, 피드백, 재사용 

히스토리, 태깅 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재사용 련 지식 제는 “Data Communication 

with Other System (EDXKMSe2i)”컴포 트를 한 

재사용 련 지식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통 

통신 련 컴포 트를 제공하기 해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용 도메인은 타 체계와 통합

되어 통신을 하기 한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EDXProactor”, “KMS MS”, “SMTP MS”, 
“X400”의 컴포 트들과 서로 연계  통합되어 

재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존성 부분에서 

가시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연  산출물들의 존재 

여부  획득은 연 성 필드에서 나타내 주고 있다. 

재사용 문제 해결 필드는 앞서 정의한 재사용 련 

문제들의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한다. 피드백은 자산의 재사용에 있어서의 평가와 

개선 방향을 타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했

으며, 재사용 히스토리에서는 본 자산이 8번 재

사용에 활용되었으며 어떤 도메인에서 재사용 

되었는지 여부와 랭킹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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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자산에 따라 구조화되어 리되는 재사용 

련 지식은 개발자들로 하여  어떻게 재사용

할 지를 한 에 악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한, 

지식 명세를 한 타입들을 최 한 분석  정의

하여 텍스트의 입력이 아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식 명세를 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키 기반의 편집 방식을 활용하 으므로 

여러 사용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쉽게 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력  공유, 증식  정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평가 계획 

본 연구는 국방 도메인에서의 소 트웨어 재

사용성 증 를 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 

도메인의 특성상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실제 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재 소 트웨어 재사용 

키를 서비스 매쉬-업 (Mash-ups) 도메인에 활용

하여 평가할 계획을 진행 에 있다. 평가는 재사용 

련 지식 모델에서 재사용 문제 해결에 을 

두고 사용자 스터디 (User studies)를 수행하여 

진행할 정이다. 재사용 문제 해결 방안 추천을 

해 오  소 트웨어 개발 사이트인 소스포지 

(Sourceforge.net)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보고들을 수집해 보았다. 재 가장 

활발히 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 (User interfaces)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재사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200개의 자산 데이

터를 수집하 다. 200개의 자산에 한 재사용 

문제를 분석하여 보니 70개의 자산에 해 258

개의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 문제들  179개의 문제들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문제 타입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고, 그  128

개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재사용 련 

지식으로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는 수동 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낸 결과

이고, 보다 정량 이고 정성 인 평가를 해 재 

재사용 련 지식의 정형화된 표  방법과 문제 

해결을 한 룰 기반의 해결방안 추천 기법을 연구 

에 있다. 지식이 정형화된 표  기법을 통해 

장되고, 룰에 따라 재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추천하여 주어 개발자의 재사용에 

도움을 다는 방향으로 평가를 계획 에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앤드 유 (End-users)들도 

애 리 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매쉬-업에서의 문제해결을 한 사용자 스터디를 

통하여 이러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6. 결론 및 향후연구 

소 트웨어 재사용은 기존에 개발된 소 트

웨어를 활용하여 소 트웨어의 신뢰성  생산

성을 향상시키고,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

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재사용의 장 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인정을 받았지만 실

으로는 재사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 재사용에 

있어서의 실질 인 문제들을 악하여 이를 해

결하기 한 방안을 연구 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재사용 시 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재사용 련 지식을 표 , 

리, 공유함에 있어서의 문제 들을 악하 고, 

지식을 정형화되고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 재사용 련 지식 표  모델을 제시

하 다. 재사용 련 지식을 표 하기 해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정의하 고 요 요소들에 한 

타입을 정의하 다. 력  지식의 공유, 증식 

 정제를 한 키 기반의 소 트웨어 재사용 

환경의 아키텍처를 정의하 고, 재사용 련 지식 

표  모델  아키텍처에 따른 로토타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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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소 트웨어 재사용에 있어

서의 가장 큰 문제 인 개발자들의 부담을 감소

시킴으로써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재사용 

련 지식의 효율 인 공유  증식이 가능  하고, 

정형화되고 체계 인 장  리를 통해 재사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수 있으리라 상한다. 

재 재사용 련 지식의 정형화된 표 법을 

개선 에 있고, 재사용 문제 해결 방안 추천을 

한 정형화된 룰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행 에 

있다. 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추론 기반의 

자동  지식 생성  추천 방안을 연구 에 있다. 

한 본 연구의 효과 인 평가를 하여 세부 기능

들을 구  에 있고, 서비스 매쉬-업을 지원하는 

사용자 실험 환경과 방법을 마련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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