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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을 편리하고 빠르게 생산하기 해서는 로덕트라인의 용이 필요하며 공통

성과 가변성을 식별하는 도메인 분석은 로덕트라인 용의 핵심이다. 그러나 재 모바일 콘텐츠 시

스템의 도메인 분석은 휘처 심의 도메인 분석 방법(feature-oriented approach)을 이용하고 있어 성숙되
지 않은 도메인이나 새로운 도메인의 경우 분석의 결과가 로덕트라인 방식으로 생산하고자 했던 본

래의 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분석의 단계 인 차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에 제시된 목표, 시나리오, 휘처 기반의 도메인 분석방법을 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한다.

1. 서론

   무선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모바일 콘텐츠도 발 을 

거듭하고 있고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1] 모바일 콘

텐츠에 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콘텐츠를 편리하

고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해 주는 모바일 시스템인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에 한 

체계 이고 구체 인 개발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2] 기존에 개발된 로덕트들에서 핵심 자산(Core 

asset)을 추출하여 목 한 로덕트를 효율 이고 편리하

게 개발하게 해주는 로덕트라인 공학은 그 해결책이 된

다.

   로덕트라인 공학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재사용 가능

한 로덕트 핵심자산(Core asset)을 개발하기 해 소스 

도메인들에 한 공통성(commonality) 과 가변성(varia 

-bility)을 어떻게 정확히 식별하고, 표 할 것인가 하는 

이다.[3] 이를 해서 휘처 심의 도메인 분석 방법

(feature-oriented approach)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이 방법은 성숙되지 않은 도메인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해 지 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로

덕트를 목표로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으며, 로덕트라인 

으로 개발해서 얻고자 계획했던 최상  수 (high-level 

goals)목표들을 성취하기 어렵다.[3]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목표, 시나리오, 휘처 기

반의 도메인 분석방법을 용하여 로덕트라인 도메인 

분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 인 모바일 콘

텐츠 시스템 개발 기술을 확립해 보고자 한다.

2. 련 연구

   2.  1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속해 이동 에 무선으로 인터넷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 가능

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모바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음성통화, 데이터 송(SMS), E-mail,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비즈니스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 등이 있

다.[13]

   모바일 콘텐츠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휴 용

단말기(휴 폰, PDA, 스마트폰 등)로 송이 가능한 디지

털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 무선 단말기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콘텐츠를 의미하기도 하며, 유무선 연동 콘텐츠 역시 

모바일 콘텐츠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모바일 콘텐

츠는 일반 으로 게임, 음악, 정보, 상, 캐릭터, 출  등

으로 나 어지며 무선 인터넷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정보형, 

화형, 엔터테인먼트, 자상거래, 치기반 등의 콘텐츠

로 나  수 있다.[9]

   2.  2 로덕트라인

   먼  개발된 로덕트에서 공통 인 부분을 식별하고 

수정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로덕트를 새로 설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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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율 이고 편리하다. 재사용을 해서는 기존 로

덕트에 한 확실한 식별과 정확한 분석이 매우 요하

다.[4] 로덕트라인은 이러한 재사용을 한 소 트웨어 

개발 방법이다. 로덕트라인은 체계 이고, 계획된 보다 

큰 범 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로덕트를 개

발할 때 모든 것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핵심 자산을 이용해 로덕트들을 개발한다.[5, 6]

   로덕트라인은 로덕트군을 개발할 때 최 한 범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을 추출한 후, 나 에는 

각 로덕트의 개발 요구 사항에 맞춰 가변 인 부분을 

로덕트 구성 요소로 개발하고 핵심 자산과 결합시키는 

방법이다.[7]

   2. 2. 1 휘처 심의 도메인 분석 방법

   휘쳐 심 도메인 분석(Feature-Oriented Domain 

Analysis, FODA)에서 휘처는 사용자에게 하게 특징

으로 보여지는 로덕트(들)의 , 품질 는 특징이

며, 이 휘처는 로덕트라인을 한 공통성과 가변성 분석

에 사용된다.[10] 휘처 심의 도메인 분석 방법의 핵심은 

도메인 즉, 로덕트라인에서 련된 로덕트군의 공통성

과 가변성을 휘처의 에서 분석하는데 있다. FODA, 

FeatuRSEB[11], 그리고 PLUSS[12]와 같은 방법에서는 

유스 이스 모델과 휘쳐 모델을 함께 사용하여 도메인 분

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역시 휘처 식별을 

한 체계 인 단계와 식별된 휘처에 한 근거를 보여주

지는 못하고 있다.[3]

   2. 2. 2 목표, 시나리오, 휘처 기반의 도메인 분석

(그림 1 목표, 시나리오, 휘처 계)

   로덕트라인 의 DRM(Domain Requirements Mo 

-del) [3]에서는 다음처럼 목표, 시나리오, 휘처를 정의하

고 있다.

   ․목표란 “ 로덕트라인에서 비즈니스, 조직 혹은 로

덕트의 최상  수 의 목 이며, 로덕트라인의 이해 

계자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나리오란 “ 로덕트라인에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

기 한 의도 인 행 ”이다.

   ․휘처란 “ 로덕트라인에서 이해 계자들에게 보여

지는 로덕트들의 특징이며, 로덕트 기능의 추상화”이

다.

   시나리오와 휘처의 정의에 의해 로덕트라인에서 

로덕트 휘처들은 시나리오로써 표 되는 로덕트의 행

들을 수행 가능하게 한다.(그림 1에서 “Enables")

   각각의 로덕트 휘처들은 로덕트의 행 를 나타내

며, 그 행 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로덕트의 행

들에 의해 성취되는 향 는 결과는 휘처에 의해 다

시 표 될 수 있게 되며 이는 로덕트의 행 들이 로

덕트의 휘처를 만족시키게 됨을 의미한다.(그림 1에서 

“Fulfills")

   로덕트라인에서 휘처와 목표는 본 논문의 목표, 시나

리오, 휘처 도메인 분석 방법에서는 시나리오에 의해 기술

되는 행 를 통해 간 으로 련을 맺게 된다.(그림 1에

서 "Describes"와 “Achieved by")

   를 일반화 하면

   ▪G -> Goal set     ▪S -> Scenario set

   ▪B -> Behavior set ▪F -> Feature set

   ▫g -> any goal     ▫s -> any scenario

   ▫b -> any behavior ▫f -> any feature

   일때,

   정의-1 : 목표와 시나리오의 계 <g, s>⊆G×S는

   [<g, s> | (g∈G) ∧ (s∈S) ∧ 

                        (g는 s의 수행에 의해 성취됨)]

   정의-2 : 시나리오의 행 들에 첨부되는 휘처들의

   계 <s, f>⊆S×F는

   [<s, f> | (s∈S) ∧ (f∈F) ∧

         (s는 (b1∈B)인 (b1,...,bn)을 포함) ∧

              (bj에 첨부되는 F를 가진 j가 존재한다.)

   정의-3 : 도메인 요구사항 모델은

           (g, s, b, f,<g, s>, <s, f>)

[3]

3.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의 도메인 분석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DRM을 도입하여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에 한 도메인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3. 1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의 문제 도메인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이하 MCS)은 사용자(customer)

들에게 서비스 공 자(supplier)들이 통신(communication), 

정보(infor -mation), 오락(entertainment), 사업(business) 

등의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들과 

서비스 공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에 근할 수 있도

록 해 다.

사용자

․계정 확인(Account Check) : 고객 확인

   인증

․콘텐츠 목록 보기(Contents List View) :

  콘텐츠 목록 확인  검색

․주문 (Order) : 콘텐츠 주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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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자

․콘텐츠 공 (Send Contents) : 사용자에게

  주문받은 콘텐츠 제공

․요  청구(Bill) : 제공할 콘텐츠에 한

  요  청구

   3. 2 도메인에 용

   로덕트라인 역 결정 단계는 로덕트라인에서 성

취되어야 하는 최상  수 의 비즈니스 목표를 식별하고 

이해하며, 로덕트라인 개발에 있어서의 제약사항들도 고

려한다. 한 로덕트라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 로

덕트들을 결정하고, 로덕트라인 시나리오를 생성한다.[3]

   요구사항 식별을 한 추상화 수

   1. 정책 수

   MCS의 상 수  비즈니스 목표는 사용자들이 좀 더 

많은 콘텐츠 서비스를 다운받도록 편리하고 즉시성(imme 

-diately)있는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2 로덕트라인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 구조)

   - MCS 로덕트라인의 비 로덕트 선택

  ․기본수  로덕트 Nomraml-Grade product

    (NG-MCS) -> g1 : 콘텐츠 다운로드를 제공한다.

  ․고 수  로덕트 Upper-Grade product

    (UG-MCS) -> g2 : 콘텐츠 다운로드를 제공한다.

   여기서 NG-MCS와 UG-MCS는 2. 4 에서 정의된 목

표의 일반화에 따라 각각 g1과 g2가 되고 두 개의 로덕

트는 MCS 로덕트라인을 해 체 가능한 계

‘Alternative-OR' 계를 가진다.[3] NG-MCS는 선택사항

(optional)을 가짐으로써 UG-MCS가 될 가능성을 가진다.

   - MCS 로덕트라인을 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구조모델은 개발될 시스템과 그 시스템 환경

에 한 사실을 포함해 작성된 것이다.[3] 그림 3의 시나

리오 구조 모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생성 한다.

(그림 3 MCS 시나리오 구조 모델)

s1-1
NG-MCS는 사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다운

가능

s1-2 NG-MCS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검색 가능

s2-1
UG-MCS는 사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다운

가능

s2-2 UG-MCS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검색 가능

s2-3 UG-MCS는 동 상 콘텐츠를 재생

   - 휘처 첨부

  휘처 첨부 략은 DRM의 5가지 계  첨부 계[3]에 

근거하고 있으며 g를 성취하기 한 s에 첨부되는 휘처 fi

를 찾는다.

  다운로드, 콘텐츠 검색, 동 상 재생

   - 공통성과 가변성 분석

  ∘ s1-1와, s2-1는 로덕트라인을 해서

     서로 체 가능(alternative)

  ∘ s1-2와, s2-2은 공통 인 부분(common)

  ∘ s2-3은 선택 사항(optional)

   2. 상호작용 수

   정책수 에서 분석된 목표, 시나리오, 휘처를 바탕으로 

목표들을 식별한다. 정책수 의 시나리오로부터 상호작용 

수 의 목표들은 식별된다.

s1-1
NG-MCS는 사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다운

로드(하기 하여 콘텐츠 리스트를 제공)

s1-2
NG-MCS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색 가능

s2-1
UG-MCS는 사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다운

로드(하기 하여 콘텐츠 리스트를 제공)

s2-2
UG-MCS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색 가능

s2-3
UG-MCS는 동 상 콘텐츠를 (요  서비스별

로) 재생

   3. 내부 수

   상  수 의 도메인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해 시

스템이 제공해야 하는 기능 정의

s1-1

-1

NG-MCS는 사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다운

로드(하기 하여 <제공업체별 요 과 내용이 

나타난> 콘텐츠 리스트를 제공)

s1-2

-1

NG-MCS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명칭과 종류, 기능별 방식>으로) 검색 가능

s2-1

-1

UG-MCS는 사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다운

로드(하기 하여 <제공업체별 요 과 내용이 

나타난> 콘텐츠 리스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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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2

-1

UG-MCS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명칭과 종류, 기능별 방식>으로) 검색 가능

s2-3

-1

UG-MCS는 동 상 콘텐츠를 (<선납 재생과 

후납 재생, 무료 재생의> 서비스 별로) 재생

   -휘처 식별

    업체 요  자료 리스트, 콘텐츠 개요DB, 콘텐츠

    리스트, 검색 방식, 동 상 재생 요 제 등

4. 기존의 휘처 심 분석 방법과 비교

   휘처 심 도메인 분석 방법에서는 먼  시스템을 분

석하고 휘처를 우선하여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림 4 휘처 심 도메인 분석)

(그림 5 목표, 시나리오, 휘처 기반 도메인 분석)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휘처 심 도메인 분석방법은 

공통성과 가변성을 식별하기 해서 체계 인 방법의 

차를 따르지 않고 각 휘처가 가진 혹은 가지게 될 특성을 

주 과 보편  객 성에 따라서만 단하여 나 게 되며 

식별에 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서 핵심자산을 이용하여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로덕트라인 방식을 용해 보았다. 로덕트라인은 이미 

많은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용을 해왔고 그 효율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을 받은 공학 분야이다. 그러나 

로덕트라인을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과 같은 실제 개발 

환경에 용하여 휘처가 식별되고, 정의되어야 하는 경우, 

기존의 휘처 심의 도메인 분석 방법에서는 결과가 나오

게 된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기 제시된 목표, 시나리

오, 휘처 기반의 도메인 분석방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

결하 지만 향후연구에서는 공통성과 가변성 분석에 한 

근거를 더욱 구체 으로 제공하기 한 방안을 분석해 보

고 이를 모바일 시스템 반 인 분야에 용하는 실질

인 방법을 연구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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