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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년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모바일 컨텐츠 서비스는 아직까지 확립된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응용이 예상되고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아키텍

쳐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컨텐츠 시스템은 컨텐츠에 따른 전송 방식, 또는 제공 형태에 따라 차

이를 가지면서도 그 요구 사항과 아키텍처는 유사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핵

심적인 공통 자산을 재사용하는 기술인 프로덕트 라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프로덕트 라인 기술 중 UML 기반의 PLUS 방법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바일 컨텐츠 
시장에 적용하여 분석, 설계를 통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출된 아키

텍쳐를 적용하여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의 요구를 만족하는 프로토타입을 얻을 수 있었다. 
 

1.  서론 
 
현재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 

중 특히 컨텐츠 서비스는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술 진

보에 따라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분야

로서 대표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모

바일 컨텐츠란 무선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서

비스로서 일반적으로 게임,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1]. 

국내 모바일 컨텐츠 시스템은 높은 모바일 기술과 
신규서비스의 조기 실현에 따라 세계표준을 리드하면

서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로써[2] 현 시스

템 뿐만 아니라 차후에 실현될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아키텍쳐 
등의 개발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3]. 

대부분의 모바일 컨텐츠 시스템은 각각의 컨텐츠 
종류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식이나 전송 형태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기능적/비기능적 요구 사항과 아키텍

처는 거의 유사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 프로덕트 라

인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쉽고, 빠르게 반영하여 최상

의 제품을 높은 생산성으로 생산하는 기술로써 기존 
소프트웨어 생산 기술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향상에 제한적이므로[4] 소프트웨어 핵심 자산들을 체

계적으로 자원화하고 조직적으로 재사용하는 소프트

웨어 생산 기술인 프로덕트 라인(Product Line) 기술이 
필요하다. 

프로덕트 라인의 여러 기술 가운데 PLUS 방법론은 
기존의 방법론과 달리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의 실질

적인 표준인 UML 을 사용함으로써 RUP 와 같은 객체

지향 방법과 연계되어 소프트웨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손쉽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개발 관련자간

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

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며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쉽고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프로덕트 라

인 기술 중 GOMAA 가 주장한 PLUS 방법을 이용하

여 모바일 컨텐츠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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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Product Line - PLUS 
프로덕트 라인은 개발 단계 초기에 제품군에 속하

는 멤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분석하여 단위가 
크고 전략적인 형태의 재사용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5-11]. 

GOMAA 가 제안한 PLUS(Product Line UML-Based 
Software)은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을 UML 2.0 을 
기반으로 표현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메소드를 말한

다. PLUS 는 UML 기반의 Single System 모델링 기법을 
확장 시킨 방법으로 객체들의 공통점과 가변점을 명

확히 모델화 한다. 
UML 표기법이 지원하는 과정에 따라 PLUS 역시 

요구사항 활동, 분석 활동, 그리고 설계 활동 단계로 
진행된다[12]. 

 
 요구사항 활동 : 기능적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단계

로 공통점과 가변점을 찾아 규정한다. 
- 프로덕트 라인 범위 : 프로덕트 라인의 범위 등

을 결정  
- 유즈케이스 모델링 : 기능적 요구사항에 따른 

액터와 유즈케이스의 분류 
- 피쳐 모델링 : 공통점과 가변점을 kernel, 

optional, alternative 로 분류 
 분석 활동 : 요구사항에서 분석된 문제점을 명확하

게 이해하기 위해 심도 있게 분석하는 단계 
- 정적 모델링 : 일정 영역의 정적 모델 정의 
- 객체 구조화 : 유즈케이스에 따른 객체 설정 
- 다이나믹 모델링 : 유즈케이스 간의 상호작용 
- 상태 모델링 : 프로덕트 라인에서의 상태 의존

적인 부분을 정의 
- Feature/class dependency analysis : 피쳐를 구현하

는데 필요한 클래스가 무엇인지 결정 
 설계 활동 : 아키텍쳐 패턴들을 파악하여 현 문제

점에 맞는 해법들을 찾아 종합하여 컴포넌트 기반

의 아키텍쳐를 설계하는 단계 
-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패턴 기반의 설계 : 

Structural 과 Communication 패턴의 이해 
-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설계 :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설계 
 
2.2 모바일 컨텐츠 
모바일 혹은 무선 컨텐츠란 무선 단말기에서 서비

스되는 모든 컨텐츠를 말한다.[13] 모바일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게임, 음악, 정보, 영상, 캐릭터, 출판 등으

로 나뉘어 지며[14] 무선 인터넷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정보형, 대화형, 엔터인먼트, 전자상거래, 위치기반 등

의 컨텐츠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컨텐츠의 전송 형태

에 따라 온라인, 다운로드 컨텐츠로 분류된다.  
이미 일생 생활 속에 자리잡은 컨텐츠 서비스는 벨

소리, 통화연결음 등의 음악 시장으로 시작되어 현재

는 게임 시장이 모바일 컨텐츠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아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가 강세를 보이고 있

으며 곧 시행될 DMB 등을 통해 더욱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15-17] 

 
3. 모바일 컨텐츠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모바일 컨텐츠 시스템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

하지만 서비스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는 공통적인 기

능과 서비스에 따라 구분되는 가변적인 기능들이 존

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프로덕

트 라인의 PLUS 방법론을[12] 적용하여 시스템의 특

성을 UML 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3.1 분석 
분석에서는 현 시스템을 분석하여 유즈케이스 다

이어그램을 토대로  Feature/Use case of dependencies 
Table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Feature/Class of 
dependencies Table 을 작성한 후 아키텍쳐를 설계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간단한 구현의 예를 통해 실제로 적

용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1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 그림 1. Contents Service System use cases > 
 
<그림 1>은 현 시스템을 통해 컨텐츠 시스템을 파

악하여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

의 유즈케이스를 사용하는 주체인 고객과 공급자의 
입장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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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List: 컨텐츠 목록 확인   
- Contents Order : 선택한 컨텐츠 주문 
- Payment: 주문에 대한 값을 지불 
- Customer Account Check: 고객 계정 확인 
- Search : 고객 선택에 따라 컨텐츠 검색 
- Check List: 고객 인증을 통해 현재 보유하

고 있는 Contents 확인 
- Wish List: 고객 인증을 통해 원하는 컨텐

츠 목록 작성 
 공급자 

- Content Send: 요청한 컨텐츠 전달 
- Bill Customer: 대금 청구 
- Event Process: 특별한 행사를 진행  

 
가변적인 유즈케이스의 경우 <<optional>> 또는 

<<alternative>>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

지 Use cases 는 모두 <<kernel>> 로 분류 할 수 있다. 
<<kernel>> 중에서 Payment 와 Send Content 는 각각의 
수행 주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을 포함하

는 유즈케이스로 좀 더 세분화 할 수 있다. 둘 다 하

나 이상은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alternative>>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반드시 <<default>> 값이 필요하다.  

 
3.1.2  Feature/use case dependencies 
앞서 수행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피

쳐에 따른 유즈케이스의 dependency 를 모델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표로도 표현할 수 있다. 
 

Feature Name 
Feature 
Category Use Case Name 

Use Case 
Category 

System Kernel common Content List kernel 
  Content Order kernel 
  Customer Account 

Check 
kernel 

  Bill Customer kernel 
  Payment kernel 
  Content Send kernel 
Customer Service optional Search optional 
  Wish List optional 
  Check List optional 
Supplier Service optional Event Process optional 

 
< 표 1. Feature/use case dependencies of product line > 

 
<표 1>은 피쳐를 중심으로 유즈케이스를 묶어서 

표현한 것으로 optional 의 경우 각각의 주체에 따라 
Customer Service 와 Supplier Service 로 묶어 표현하였다. 

 
Feature Group 
Name 

Feature Group 
Category 

Feature in  
Feature Group 

Feature 
Category 

Payment at-least-on-of Mobile 
Micropayment 

default 

  M-Bank alternative
  Credit Card alternative
  e-Cash alternative
  Point alternative
Content Send at-least-on-of Download default 
  Online alternative

 

< 표 2. Feature groups in product line > 
 

<표 2 >는 가변성을 포함하고 있는 유즈케이스를 
더 세분화 하여 표현한 것으로 같은 피쳐의 따른 유

즈케이스를 모아 피쳐 그룹으로 표현한 것이다. 피쳐 
그룹의 카테고리는 <<zero-or-one-of>>, <<exactly-one-
of>>, <<at-least-one-of>>, <<zero-or-more-of>>로 나눠지

며 <<at-least-one-of>>는 그룹 내에서 적어도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임의의 선택 값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피쳐 중 default 를 명시해주어

야 한다. default 값으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는 소액 결제 시스템(Mobile Micropayment)과 
Download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3.2 설계 
3.2.1  Feature/class dependencies 
설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Agent-based Conceptual 

View 를 작성하여 파악한 후 정적 모델을 통하여 <표

3>과 같이 피쳐에 따른 클래스의 dependency 를 살펴

본다.  
 

Feature Name 
Feature 
Category Class Name 

Class 
Category

System Kernel common Customer Interface kernel-vp
  Customer Agent kernel-vp
  Supplier Interface kernel-vp
  Supplier Agent kernel-vp
  Content List Server kernel 
  Send Agent kernel-vp
  Send Server kernel-vp
  Inventory Server kernel 
  Order Agent kernel 
  Order Server kernel 
  Account Server kernel 
  Payment Agent kernel-vp
Customer Service optional Search Agent optional
  Wish Agent optional
  Check Agent optional
Supplier Service optional Event Agent optional
  Event Server optional

< 표 3. Feature/class dependencies of product line > 
 

3.2.2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서는 위의 테이블을 바탕으

로 레이어드 아키텍쳐를 작성하고 UML 2.0 을 이용하

여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쳐를 설계하였다. 
 

 
< 그림 2. Kernel Software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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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Kernel architecture and Optional > 
 

3.3. 프로토타이핑 
새로운 응용 인스턴스를 위해 3.2 절에서 설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쳐를 사용하여 얻은 m-소싸움 서

비스의 모델을 <그림 4>와 같이 WIPI 를 이용하여

[18] 프로토타이핑을 얻을 수 있었다. 
 

 
 

< 그림 4. m-경마 서비스 프로토타입 >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프로덕트 라인 기술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적용을 

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노키아의 모바일 브라

우저 개발[19] 등 이미 다른 분야에서 그 효과를 입증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그 분야와 실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덕트 라인 기술을 적용하여 모

바일 컨텐츠 시스템을 분석, 설계함으로써 하루가 다

르게 변모하는 모바일 컨텐츠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

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다. UML 을 기반으로 한 PLUS 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적용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스템을 분석하고 
재사용성을 높임으로서 보다 빠른 속도의 생산성을 
갖추게 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적

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모바

일을 비롯한 실시간 시스템 등, 앞으로 발전해가는 모

든 분야에 즉각적으로 사용하여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컨텐츠 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하여 
엔터테인먼트 이외의 분야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하고 
설계된 다른 시스템과의 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

현을 해 봄으로써 시장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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