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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OD 서비스는 일반 유료방송가입자들 사이의 보편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가입자 기반 수신료, 광고료와 같은 기존 방송사

의수익 외의 추가수익을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방송사들은 자신의 VOD 서비스를 개발하고 매출을 높이기 위

해 잦은 개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발업체는 이런 개발 요구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사례연구들을 통해 그 효율성이 입증된 대표적 피처지향 분석모델인 FODA (Feature-Oriented Domain Analysis)를

VOD 서비스 개발에 적용하였다. FODA는 카네기멜론대학 SEI에서 개발한 피처지향 분석모델로서 특정 도메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피처모델을 개발하고이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소프트웨어 형상을 결정하는 도구를제공한다. 본 연구는 개

발업체와 함께 VOD 서비스 도메인의 피처모델을 개발하고 VOD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피처모델 기반의 VOD

서비스 기능과 테스트케이스들을 개발하였다.

Designing VOD Service Domain Feature Model and VOD Service

Developing Process Based-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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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D service provides an additional revenue for broadcasting compani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ubscription fees and

advertisement-based revenue. Therefore, each broadcasting company develops its own VOD service and performs frequent

improvement work. This leads to the development of new VOD services, so developers are considering ways to effectively

handle the frequent development needs. In this background, we conducted an underlying research to apply the

feature-oriented analysis model to the development of VOD service. The feature-oriented analysis model used in this

study is the Feature-Oriented Domain Analysis (FODA) developed by SEI of Carnegie Mellon University. FODA provides

a tool for specifying a feature model of a software domain, based on which developers determine the configuration of a

software with customers. This study developed a feature model of the VOD service domain and devised the functionalities

and testcases in an integrated manner with the feature model. Additionally, we proposed a VOD service development

process utilizing the feature model, function specification, and test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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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방송 서비

스는 그동안 다양한 응용분야 (예: 게임, 날씨정보

교통정보, 공공정부, 상거래 서비스 등)로 확장되

어 왔지만 EPG와 VOD 서비스 외는 세간에 주목

할 만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1,2]. 특히,

VOD 서비스는 방송사 입장에서 가입자 기반의

수신료와 광고비라는 기존 수익모델 외 ‘주문형

유료 비디오’ (Pay per View)라는 수익모델을 추

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중점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

으며 방송사마다 자신의 VOD 서비스들을 개발하

고 매출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되

고 있다. 이 에 새로운 VOD 서비스의 개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업체들은 효율적인

VOD 서비스 개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국내 VOD 서비스

개발업체와 함께 VOD 서비스 개발에 피처지향

분석모델인 FODA[3]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FODA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의 SEI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4]에서 개발한

피처지향 분석모델로서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과

같은 특정 도메인의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피처 (Feature)’ (사용자 입장에서 인지 가능한

기능이나 성능)들로 피처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

반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FODA는 다양한 사례연구들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5,6,7].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FODA를 활용하여 VOD

서비스 도메인의 피처모델을 개발하고 피처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VOD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를 고안하면서 이 때 필요한 피처모델 기반의

VOD 서비스의 기능들과 테스트케이스들을 설계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VOD 서비스 개발에 피처지향 분석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 관련 연구

방송사 입장에서 VOD 서비스는 주문형 유료

비디오라는 수익모델의 확보 외 차별화된 비디오

제공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는 VOD 서

비스의 만족도 제고와 매출 향상을 위해 모바일

기기와의 다양한 연동 기능 개발 등 사용자경험

(User Experience)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데 스마

트폰의 앱으로 UCC 동영상의 방송사 가입자들

간 공유 기능, 비디오 소개 인쇄물의 QR코드로

바로 해당 비디오 예약, 구매 기능, 비디오 검색

및 북마킹 기능 등이 연구되었다[8,9]. 이처럼

VOD 서비스의 비중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빈번

한 서비스 개선 요구에 의한 새로운 VOD 서비스

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FODA의 기호적 문법과 의미

FODA는 특정 소프트웨어 도메인을 피처들로 모

델링하는 대표적 피처지향 모델 분석방법인데 피

처의 ‘필수적’ 또는 ‘선택적’ 속성, 피처들 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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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OD 서비스 도메인의 FODA 피처모델

층적’, ‘양자택일’, ‘또는’, ‘상호의존’, ‘상호배타’ 등

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법과 정형

적인 논리적 의미를 <표 1>과 같이 정의한다. 개

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개발자와 고객은 소프트웨어가 속한 도메인

의 피처모델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포함할 피

처들을 논리적 의미에 맞게 선택하는데 이런 작업

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고[5,6,7], 근래에는 도메

인 분석 기법을 제품 생산라인 전반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11].

3. VOD 서비스 도메인의 피처모델

본 연구는 국내 VOD 서비스 개발업체와 논의

하여 총 128개의 피처들로 구성된 VOD 서비스

도메인의 피처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 1)은 대표

적인 중요 피처들로 구성한 VOD 서비스 도메인

의 FODA 피처모델을 보여준다.

VOD 서비스의 주요 필수 기능은 영화, 애니메

이션, TV프로그램, 인기 비디오 등을 시청자들에

게 적당한 가격 정책 (유료, 무료, 할인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비디오들의 제공과

할인 이벤트는 필수 피처로 규명된다. 요즘은 방

송사들이 가입자 제작 UCC도 가입자들 간 공유

하여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하기 때문에 UC

C를 선택적 피처로 규명하였다. 그 외, 비디오의

구매 기능, 구매한 비디오의 재생 기능, 검색 기

능, 구매 이력 관리 기능, 프로모션 기능 등을 필

수 피처로 규명하였고 현재 시각 출력 기능, 티커

기능, 공지 기능을 선택적 피처로 규명하였다. 공

지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그 공지 내용을 티커로

도 보여주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기능에

대한 피처들을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설정하였다.

VOD 서비스는 비디오들을 장르별, 시청연령별,

국가별, 방송사별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해당하는

비디오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을 필수 피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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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이 때, 영화, 애니메이션, 인기 비디오는

장르별, 국가별, 시청 연령대별 구분을 필수 피처

로 갖고 TV프로그램은 각각 장르별과 방송사별

구분을 필수 피처로 갖는다.

비디오 목록은 비디오 목록을 텍스트로 보여주

거나 아니면 포스트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양자택

일 관계) 포스트 이미지로 보여줄 때는 격자 형태

로 보여주거나 커버 플로우 형태로 보여준다. 비

디오 목록을 보여주는 각 형태에 따라 그 목록 안

에서 리모컨 기능의 운영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텍스트나 격자 형태의 포스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리모컨의 상, 하 버튼이 활용되지만 커버

플로우 형태인 경우 리모컨의 위, 아래 버튼이 활

용되지 않는다. 비디오의 상세정보는 제목, 상영시

간, 시놉시스, 가격, 시청연령 등을 필수 피처로,

포스터 이미지는 선택적 피처로 갖는다.

비디오 구매는 이미 구매한 비디오인지 새로운

구매인지 양자택일의 관계의 피처를 갖고 비디오

재생은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새로 재생, 이전 시

청 이어보기, 정지, 종료 등의 필수 피처를 갖는

다. 티커는 텍스트의 이동 방향에 따라 위-아래

흐름인지 아니면 좌-우 흐름인지 양자택일 관계

의 피처를 가지며 검색은 완전한 글자로 검색하는

기능과 검색결과 출력 기능을 필수 피처로, 초성

검색을 선택적 피처로 갖는다. 구매 이력 관리는

구매 이력 목록 출력과 구매 이력을 지우는 기능

을 필수 피처로 갖고 구매 이력을 숨기는 기능을

선택적 피처로 갖는다. 구매 이력을 숨기는 기능

은 시청자들이 구매 이력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싫

으나 자신이 원할 때 확인하고 싶은 요구에 의한

것이다.

4. VOD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4.1 피처지향 분석모델 기반 개발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용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원하는지 분석하는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단계,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설계

단계, 설계에 맞추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구현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사

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시험하는 테스팅 단

계로 이루어진다. 이 때, 테스팅 단계에서 사용할

테스트케이스는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기

반으로 작성되게 된다[12]. 이 프로세스를 그림으

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그림 3) 피처지향 분석모델을 적용한 VOD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본 연구는 3장에서 개발된 피처모델을 기반으

로 이 피치모델과 정합된 형태의 기능들, 그리고

테스트케이스들이 개발하여 이들을 활용하는 새로

운 VOD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즉,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는 V

OD 서비스 도메인의 피처모델을 활용하여 형상을

결정하고 이 형상과 정합된 기능들을 추출하여 고

객과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이 개발 프로

세스 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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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설계 작업도 피처모델에서 유도된 VOD

서비스 형상과 정합된 테스트케이스들을 먼저 추

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과 결정된 세부 기능의

변화만 반영하면 된다 ((그림 3) 참조).

4.2 피처모델 기반의 기능명세

피처모델에서 규명된 피처들과 피처들 간의 논

리적 관계를 기반으로 VOD 기능의 범위를 결정

할 수 있다.

(그림 4) 피처 티커의 기능명세

예를 들어, (그림 1)의 피처모델은 VOD 서비스의

영화, 애니메이션, TV프로그램, 인기 비디오,

UCC, 구매, 프로모션, 비디오 재생, 할인 이벤트,

시각 출력, 티커, 검색, 구매 이력, 공지 등과 관련

된 기능들이 명세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피처들 간의 논리적 관계에 의해 영화 관련

기능은 자신과 필수 관계에 있는 비디오들의 장

르, 연령, 국가별 구분 기능과 비디오 목록 출력

형태, 그리고 비디오 목록 출력 형태에 따른 다양

한 네비게이션 기능 등을 명세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마찬가지로 비디오 구매 관련 기능은 자신과

양자택일 관계에 있는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와 이

미 구매한 경우에 따른 구별된 기능을 명세해야

하고 비디오 재생 관견 기능은 자신과 필수 관계

에 있는 재생, 일시정지, 종료, 이어보기 등의 기

능 명세를 함께 명세해야 한다.

이처럼 피처모델의 피처들과 피처들 간의 논리

적 관계와 정합된 형태로 기능을 명세해 놓으면

고객과의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즉, 고객이 피처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피처들을 선택하면

그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기능들이 동시에 결정되

기 때문에 개발업체는 바로 그 기능들을 바탕으로

고객과 세부적으로 기능을 수정하거나 정제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피처 아래-위 흐름의 기능명세

(그림 6) 피처 좌-우 흐름의 기능명세

본 연구는 기능 명세와 피처모델 간의 정합성

을 위해 FODA의 논리관계를 표기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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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명세 양식을 설계하였다. 이 양식은 기능의 식

별자와 내용을 적는 것 외에 기능이 속한 피처를

기술하고 타 기능들 간에 FODA의 논리관계를 기

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고객이

선택한 피처들에 관련 있는 기능 명세들의 집합을

추출하고 무결성 (Integrity)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VOD 서비스의 피처모델에 기반하여

총 63개의 기능들을 명세하였고 (그림 4)는 이들

중 티커 기능의 예를 보여준다. 티커는 좌-우 이

동 또는 위-아래 이동 형식 중 하나를 택일해야하

며 티커가 선택되는 경우 티커의 내용이 일반적으

로 공지사항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공지기능도 함

께 선택되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기능 Ticker-Dow

nUp-001과 Ticker-RightLeft-001을 명세한 것이

다. Ticker-RightLeft-001은 각각 피처 위-아래

흐름과 좌-우 흐름에 해당하는 기능들로서 서로

간은 FODA 논리에 의해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

고 피처 공지에 해당하는 기능들과 상호의존 관계

에 있다.

4.3 테스트케이스 설계

테스트케이스란 소프트웨어의 정상 동작을 확

인하기 위한 사용자 관점의 운영 시나리오다. 본

연구는 피처모델을 기반으로 작성된 기능별로 그

기능을 검증할 테스트케이스들을 설계함으로써 피

처모델로 VOD 서비스의 형상을 구체화하는 작업

이 기능 명세와 테스트케이스 설계 작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테스트케이스 기술 양식은 테스트케이

스의 식별자, 테스트의 내용, 테스트 유형 (기능,

성능, 안정성, 사용성 등)과 심각도 (매우 심각, 심

각, 보통, 사소 등), 그리고 사용자의 운영 시나리

오 (일련의 소프트웨어의 작동 행위와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반응)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제

4장에서 소개한 기능 명세 양식을 확장한 동일한

이유로 테스트케이스가 해당하는 기능 식별자와

FODA의 논리적 관계를 기반한 타 테스트케이스

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도록 테스트케이스 양식을

확장하였다. (그림 7)은 기능 Ticker-DownUp-00

1을 시험하는 테스트케이스를 보여준다.

5. 결 론

본 논문은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의 SEI에서 개

발하고 사례연구들로 다양한 선택적 기능들이 많

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그 효율성이 증명된 FODA

를 활용하여 VOD 서비스 개발에 피처지향 분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7) Ticker-DownUp-001의 테스트케이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발업체와 함께 VOD 서

비스를 분석하여 128개의 피처들로 구성된 VOD

서비스 도메인의 FODA 피처모델을 개발하고 피

처들 중 VOD 서비스의 기능을 나타내는 63개의

기능들에 대해서 기능 명세서를 개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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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능 명세들이 피처모델의 논리적 관계를 상

속할 수 있는 기능 명세서의 양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명세된 VOD 서비스 기능들을 시험할 수 있

는 테스트케이스들을 개발하였는데 기능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피처모델의 논리적 관계를 상속할 수

있는 테스트케이스 기술 양식을 개발하였다. 이런

논리적 관계의 상속은 피처모델로부터 도출된 VO

D 서비스 형상과 정합된 기능 명세서와 테스트케

이스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VOD 서비스 도메인의 피처모델,

기능 명세, 테스트케이스를 활용할 때 적용 가능

한 VOD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VOD 서비스 피처모델을 기반으로 사

용자 요구사항분석 작업을 수행하며 피처모델로부

터 결정된 VOD 서비스 형상과 정합된 기능 명세

와 테스트케이스들을 선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피처

지향 분석모델을 VOD 서비스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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