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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riability Description Technique for Software Product Line: OVDL

Lee Ji Hyun†․Kang Sung Won††

ABSTRACT

Variability of the software product line that differentiates member products within a product line must be described with precise 

meaning and visualized so as easy to select. Moreover, it should be easy to manage. Variability description approaches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wo approaches, integrated variability description approach and orthogonal variability description approach. Orthogonal 

Variability Description Language (OVDL) was developed for clear and precise description of variability without ambiguity. This paper 

validates the variability description capability of OVDL by translating the variability models of Inter-Working Function (IWF) product line 

described by using Orthogonal Variability Model (OVM) notations into variability descriptions in OV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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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 로덕트라인에서 가변성은 로덕트라인의 멤버제품들을 차별화하는 특성으로, 가변성의 기술은 의미가 명확하고 선택이 용이

하도록 가시화되어야 하며 리하기 용이하여야 한다. 가변성 기술은 크게 개발 모델에 통합하는 방법과 개발 모델과는 독립 으로 기술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다. OVDL (Orthogonal Variability Description Language)은 독립  가변성 기술 방법이면서 타 방법들의 가지는 의미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하여 제안된 가변성 표  언어이다. 이 논문은 독립  가변성 기술 방법의 기반을 제공한 OVM (Orthogonal Variability 

Model)으로 기술된 IWF (Inter-Working Function) 로덕트라인의 가변성이 OVDL로 번역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OVDL의 가변성 

기술 역량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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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소 트웨어 로덕트라인 공학 (Software Product Line 

Engineering, 이하 SPL)은 소 트웨어 제품군 (product 

family)에서 개발할 멤버제품들 간의 공통성  차별화된 특

성인 가변성을 개발의  라이 사이클에 걸쳐 체계 으로 

계획하고 재사용하여 생산성 향상, 비용 감, 시장 시성 향

상을 꾀하는 소 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이다. 변화시키는 능

력 는 경향을 의미하는 가변성은 SPL에서 사 에 정의된 

수정 가능한 산출물들을 재사용하여 맞춤형 (customized) 

어 리 이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개념이다[10].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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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변성은 선택(바인딩)이 용이하도록 가시화되고 리되

어야 한다. 가변성을 구성하는 가변 , 가변값, 의존 계 

(dependency), 그리고 제약조건 (constraint)을 가시화하고 

검증하기 하여 지 까지 여러 가지 가변성 모델, 가변성 

기술언어가 제안되어 왔다[1-8]. 

SPL에서 가변성 모델링은 크게 휘처 모델, 요구사항 모델, 

아키텍처 등과 같은 특정한 모델링 언어를 확장하여 가변성

을 통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과, 모델링 언어 독립 으로 가

변성을 기술하는 독립  가변성 모델링 방법으로 나  수 있

다. 자의 표 인 연구들이 FORM (Feature- Oriented 

Reuse Method)[1], UML 확장을 통하여 요구분석 모델부터 

아키텍처  상세설계 모델들까지 가변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술하는 PLUS (Product Line UML-Based Software 

Engineering)[2], 아키텍처 기술 언어인 ADL을 확장한 

Koala[3], Koalish[4], Kumbang[5] 등이다. 이들 연구들은 가

변성모델이 특정 모델에 제한되어 있어 모델링 언어마다 서

로 다른 공통성 기호와 가변성 기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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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M Notation[10]

에, 사용자가 서로 다른 많은 언어를 배워야 하는 부담이 있

고, 공정의 다양한 단계에 사용될 한 가변성 모델링 언

어들을 사용자가 직  찾아야 한다[11]. 후자의 연구로는 K. 

Pohl[10]등이 SPL  라이 사이클 동안의 통일된 가변성 

표 을 해 제안한 OVM (Orthogonal Variability Model), 

KobrA 방법[6]을 포함하여 많은 연구에서 논의된 의사결정 

모델링 (decision modeling)[7], OMG에서 표 화가 진행 

인 CVL (Common Variability Language)[8], Kconfig와 

CDL (Component Description Language)[9] 등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연구는 공통 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 첫째, 언어가 엄 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

떤 경우에는 모호성이 있고 다른 경우에는 완 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둘째로, 제품군의 모델링을 한 언어요소들이 

타입을 가지도록 요구되지 않고, 특히 원소타입과 집합타입

을 엄 히 구별하지 않아서 해석에 모호성이 발생한다. 따

라서 도메인 모델의 사용자가 올바른 해석을 하는 부담을 

갖게 되며, 그 결과로서 이를 사용한 모델들이 의사소통의 

매체 역할을 효과 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제약사

항을 해결하기 하여 소 트웨어 모델링 언어를 SPL 모델

링 언어로 확장하는 직교  가변성 기술 메커니즘 (OVDM: 

Orthogonal Variability Description Mechanism)이 제안되었

고 가변성 모델링 언어인 OVDL이 정의되었다[11].

OVDL이 활용되려면 기존의 검증된 가변성 모델링 언어 

수 의 표 력을 가지는 것이 우선 요하다. 본 논문은 이

를 확인하기 하여 언어 독립 인 가변성 모델링 방법의 

가변성 표 력과 OVDL을 비교한다. 많은 방법들 에서 K. 

Pohl[10] 등이 언 한 독립 인 가변성 모델링 방법인 OVM

은 유럽에서 진행된 ITEA 로젝트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

리한 결과이고, 유럽을 심으로 진행된 나머지 방법들의 

기반을 제공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립 인 가변성 모델링 방법  OVM을 상으로 OVDL

의 가변성 표  역량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련연구

로써 비교하고자 하는 가변성 모델링 기술 언어인 OVM과 

OVDL, 그리고 용사례인 IWF (Inter-Working Function)

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논문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과 

선정 근거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OVM으로 기술된 IWF의 

가변성을 OVDL로 매핑하면서 질문에 한 답을 찾아 나간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두 모델링 방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2. 련 연구

2.1 OVM 개요

가변성은 개발 라이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복잡도가 증가

하며 가변값, 가변 , 개발 산출물들 간의 상호 계의 수도 

함께 증가한다[10]. 따라서 가변성이 개발 산출물에 포함되

어 있는 경우 가변성 련 정보에 한 일 성 유지  각 

도메인 산출물의 추상화 수 에 맞는 개발이 어렵다. 한 

가변성은 복잡도가 높은 소 트웨어 개발 모델들을 더욱 복

잡하게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변성이 개발 산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변성에 한 체 정보를 악하기 

어렵고 심지어 가변성 정의를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에 OVM은 가변성 표 에 을 두고 도메인 공학 산출물

에 포함되어 있는 가변성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기술하는 가

변성 기술 방법이다. OVM은 가변 상을 표 하기 해 

Fig. 1과 같은 그래픽 형식의 표기법 정의하고 있다.

OVM 개념은 의사결정 모델링, 수정된 휘처 모델링 방법

을 포함하여 pure::variants와 같은 가변성 리 도구에서 응

용되었다[7]. Fig. 1의 표기법은 개념  정의이며 KobrA[6], 

CVL[8], Kconfig와 CDL[9] 등에서는 수정된 표기법을 사용

하고 있다.

2.2 OVDL 개요

직교  가변성 기술 방법인 OVDM은 가변성 표 언어 

OVDL을 포함하고 있다[11]. OVDL은 텍스트 언어이든 다

이어그램 언어이든 계없이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단일 

로덕트의 모델링 언어를 로덕트 라인의 모델링 언어로 확

장하는데 사용하기 해 정의된 언어이다. OVDM은 OVM

과 마찬가지로 ‘선택 (optional)’과 ‘배타  논리합 

(exclusive-or, alternative)’을 기본 인 가변 과 가변값의 

의존 계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지만, OVDM은 OVM과 달리 가변 을 크게 원소가

변 과 집합가변  그리고 단순가변 과 복합가변 으로 분

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원소가변 은 가변 과 가변값의 타

입이 동일한 경우에 한 정의이고, 단순가변 은 하나의 

지 이 독립 으로 가변성을 갖는 경우에 한 정의로 이 

둘은 OVM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변 과 동일하다. 반면, 집

합가변 은 Fig. 2와 같이 가변값이 동일 타입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집합타입)인 경우에 한 정의이다. 

복합가변 은 모델의 복수개의 지 이 하나의 가변 을 

형성하며, 이들이 동기화하여 각 가변값에 맞는 값을 갖게 

되는 경우에 한 정의이다. 복합가변 은 Fig. 3C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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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ound variability type[11]

Fig. 4. OVDL expression for ‘Optional’ and ‘Alternative’ 

dependency

Fig. 5. OVDL expression for collection variability

Fig. 6. OVDL expression for an example 

inclusive-or dependency

Fig. 7. OVDL expression for variability constraints[11]

Fig. 2. Collection variability type[11]

가변성이 발생하는 지 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인 가변 이

다. Fig. 3A의 제품들에서 나타난 가변성은 Fig. 3B와 같은 

가변성 모델로 기술될 수 있으며 가변 에 바인딩될 수 있

는 가변값은 Fig. 3C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원소가변 을 이용한 선택과 배타  논리합에 한 

OVDL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Fig. 4):

서로 다른 가변성 유형들의 조합을 해 OVDL은 집합가

변  이용한다. Fig. 5는 집합가변 에 한 OVDL 표 이

다. Set1은 필수 (mandatory)를 표 하고 있고, Set2는 Set1

에 있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vpName의 제약조건’은 

카디 리티 (cardinality)를 포함한다.

Fig. 6은 집합가변 을 이용한 포함  논리합에 한 

OVDL 표  이다. vpE는 세 개의 가변값을 가지며 카디

리티에 의해 가변값 선택이 제한된다. 따라서 Fig. 6의 vpE

는 세 개  하나 는 두 개의 가변값을 선택할 수 있다.

가변성 표 에서는 가변성 의존 계에 한 표 과 더불

어 가변성 제약조건 표 을 한 표기법 한 요하다.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약조건은 제품군의 모든 멤버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품군의 제약조건은 OVDM의 일부이다. 

OVDL에서 제약조건은 OVM과 마찬가지로 ‘요구(requires)’

와 ‘제외(excludes)’의 두 가지이다. Fig. 7은 OVDL이 제공

하는 제약조건 표기법이다.

2.3 IWF (Inter-Working Function) 개요

IWF[12]가 동작하는 도메인은 특정 구역 내에 설치된 장

치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치명  결과를 래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으로 련 기술자 견이 용이하기 않

은 환경이다. 따라서 설치된 장치, 서비스의 상태 변화 혹은 

결함을 지속 으로 원격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복구 등의 

원격 제어 기능이 요구된다. 원격유지보수를 수행하기 해

서는 상 장치의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필요

한 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치 미들웨어들

은 각기 다른 요청방식, 메시지 포맷, 송방식 등을 정의하

고 있어 상호운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원격 유지보수 시

스템과 다양한 상 시스템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

는 IWF를 정의하 다. IWF는 장치 미들웨어와 자원, 장치, 

네트워크 등의 지능화된 구성 리를 수행하는 미들웨어 간

의 상호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모듈이다(Fig. 8).

IWF는 상호운용할 시스템 ( , EMS, VRS 등)들이 공통

으로 요구하는 기능과 시스템에 따라 차별화된 기능들이 존

재한다. 한 기능 별로 입력 정보의 형태  정보 요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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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ceptual structure of remote maintenance service[12]

Fig. 9. OVM and OVDL expression for ‘File Request’ requirement

OVM 

variability 

relationship

OVDL representation

Exclusive-or

/Alternative
vp: e1,…, ek

Inclusive-or
vp: v = v' ⊆ {e1,.., ek}

min ≤|v'|≤max, min ≥ 1

Optional

(1) Used without inclusive-or

vp: e, null

(2) Inclusive-or optional

Used with inclusive-or and its range is [min.. max],

vp: v ⊆ v' ∪ {e}

    v' ⊆{e1,···, ek}, min≤|v'|≤max

(3) Exclusive-or optional

vp: e1,···,ek (same meaning with exclusive-or)

Mandatory

(1) Used without inclusive-or

vp: v /* special case of exclusive-or */

(2) Used with exclusive-or and range is 

[min..max],

vp: {e} ⊆ v ⊆ {e, e1,···, ek}

min+1≤|v|≤max+1

(3) In the case of being used with 

exclusive-or its meaning is same with 

case(1).

Requires
(vp1) req (vp2, v), (vp1) req (vp2), (vp1, v1) 

req (vp2, v2), (vp1, v) req (vp2)

Excludes
(vp1) excl (vp2, v), (vp1) excl (vp2), (vp1, v1) 

excl (vp2, v2), (vp1, v) excl (vp2)

Table 1. OVDL expressions for OVM variability relationships

법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동일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랜드에 따라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능  사용 정보에 차

이가 존재한다. IWF 설계에 로덕트라인을 용하여 가변

인 요구들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정의하고 

재의 멤버시스템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될 시스템들에도 

응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3. 질문 정의

본 논문은 OVM으로 표 이 모호했거나 복잡했던 가변성 

기술이 OVDL로 표 했을 경우, 모호성  복잡도로 인한 

확장성 (scalability)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지를 IWF 

로덕트라인의 가변성 모델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

은 논문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과 선정한 근거이다:

∙문1 (가변성 표  역량). OVDL은 OVM이 정의한 모든 

가변성을 표 할 수 있는가? 먼  OVDL이 OVM에서 정

의한 가변성 모델링 표기법을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

요하다. 

∙문2 (의미 달 역량). OVDL은 가변성 의존 계, 가변성 

제약조건의 의미를 모호성 없이 정확하게 표 할 수 있는

가? OVDL이 실제 SPL에서 활용되기 해서는 우선 

OVDL이 OVM과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가변성 표 력, 

특히 의미의 정확한 달 역량을 가져야 한다. 이는 간

으로 OVDL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문3 (확장 역량). OVDL이 수백 개에 이르는 경우의 가변

성을 표 할 수 있는가? OVDL이 OVM의 요한 단 으

로 제기되는 모델의 복잡도로 인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요하다.

4. OVM에서 OVDL로의 매핑

이 장에서는 먼  OVM 표기법을 OVDL로 일 일 응

시켜보면서 OVM의 OVM을 이용해 기술한 IWF 로덕트

라인의 가변성 모델이 OVDL로 어떻게 표 되는지를 확인

하면서 제기한 세 질문에 한 답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4.1 문1 (가변성 표  역량)

본 에서는 문1 (가변성 표  역량)을 확인하고자 OVM

이 정의하고 있는 표기법을 토 로 가능한 가변성 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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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성 사례-1:

IWF는 오류 복구(fault recovery)가 필요한 경우, IWF가 설치

되는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유지보수 시스템은 일을 송하

거나 재부 한다. 일을 송하는 경우라도 상호운용할 시스

템에 따라 일 용 후 재부 을 하거나 리 쉬(refresh)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가변성 사례-2:

오류 복구를 해 유지보수 시스템은 일을 송하거나 재부

할 수 있다. 일 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이 용되기 이 의 

상태로 되돌리는 롤백 기능을 필요로 한다. 반면 재부 을 통하

여 오류 복구를 하는 경우 원격 재부  컨트롤 기능이 필요하다. 

IWF는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이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한 상호연동 기능을 가져야 한다.

Fig. 11. OVDL expressions for the Variability Case-1

Fig. 10. OVM expressions for the Variability Case-1

형을 OVDL로 표 해 본다. Table 1은 Fig. 1의 OVM 기본 

표기법과 이들 기본 표기법의 조합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

[11, 13]에 한 표  결과이다. Table 1에서 보여주듯이 

OVDL은 기본 으로 OVM에서 정의된 모든 경우를 표 할 

수 있다.

4.2 문2 (의미 달 역량)

OVM이 제공하는 그룹핑 메커니즘은 휘처 트리로 기술된 

가변성 모델에 존재할 수 있는 잘못된 해석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확인된 바 있다[10]. 이 에서는 OVM으로 

기술된 IWF의 가변성을 OVDL로 기술함으로써 잘못된 해

석의 여지없이 정확한 의미를 달할 수 있는지에 한 답

을 얻고자 한다. 먼 , 몇 가지 표 인 경우의 가변성에 

한 OVM 표 을 OVDL이 기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을 시작으로 질문에 한 해답을 검한다. 

Fig. 9A의 OVM 모델은 IWF가 시스템 검을 해 기

록 일을 요청하는 방법과 련된 가변성이다. 일부 시스템

은 특정 기간 동안에 생성된 일을 요청(Duration)하고 일

부 시스템은 가장 최근에 생성된 일을 요청(Latest)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특정 일이름에 해당하는 

일을 요청(FileName)할 수 있다. 시스템의 일 정보에 

근하려면 시스템에 맞는 일 오퍼 이션이 필요하다. 따라

서 vpFileRequestType은 vpFileOperation을 ‘requires’한다.

OVDL이 과거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복잡한 가변성 의존

계와 가변성 제약조건을 정확히 표 할 수 있으며, OVDL의 

표 력이 기존 가변성 표  방법들과 같은 수 의 표 력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11]. 이제 복잡한 IWF 

요구사항  하나인 가변성 사례-1을 로 들어보기로 한다.

OVM을 이용한 가변성 기술에서는 이를 Fig. 10의 두 가

지 경우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Fig. 10A의 경우 가변성 사례-1을 정확히 표 할 수 있

다. 그 지만 ‘Reboot’ 가변값이 서로 다른 요구사항과 련

되어 두 번 나오게 된다 (사실, OVM의 그룹핑 메커니즘은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이를 피하

기 하여 Fig. 10B와 같이 표 할 경우 {}, {ThroughFile 

Applying}, {Reboot}, {Refresh}, {ThroughFileApplying, 

Reboot}, {ThroughFileApplying, Refresh}의 6가지 경우의 

인스턴스가 가능하다. 그 지만 Fig. 10B 표 은 ‘Through 

FileApplying’ 가변값이 ‘Reboot’ 는 ‘Refresh’를 ‘requires’

함에도 {ThroughFileApplying}이 가능하게 되어 잘못된 해

석이 된다. 무엇보다도 Fig. 10B의 표 은 가변성 제약조건

을 정확히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그로 인해 발생한 문

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OVM으로 엄 히 표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 OVDL의 집합가변  Fig. 11을 

이용하여 표 하면 OVM의 Fig. 10A와 Fig. 10B와 같은 표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표 할 수 있다.

4.3 문3 (확장 역량)

다음으로 한 가변성의 가변 , 가변값들과 다른 가변성의 

가변 , 가변값들의 계가 복잡한 경우의 를 통하여 문3 

(확장 역량) 문제에 한 답을 얻고자 한다.

OVM은 가변성 모델의 복잡도와 함께 확장성 제어하기 

해 가변 들을 통합하고 해당 가변 들의 가변값들의 바

인딩을 사 에 정의한 추상화된 가변 들인 패키지 정의가 

가능하다. 패키지들  하나를 선택하면 여러 개의 가변

이 선택된다[10]. Fig. 12는 OVM의 패키지 가변 을 이용한 

기술이다.

Fig. 13은 OVDL을 이용한 기술이다. OVDL은 복잡도가 

높은 가변성을 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VM의 패키지 

가변 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미  모호성 없이 표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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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OVM OVDL

Q1. Variability 

representation 

capability

OVM represents variation point, variants, 

variability dependencies, and variability 

constraints together with graphic notations.

OVDL represents variation point, variants, variability 

dependencies, and variability constraints in an enumerated 

manner. And OVDL can describe all OVM expressions.

Q2. Semantic 

precision

OVM avoids misinterpretation by describing 

variability separately with development 

models[11], but IWF case study revealed that 

OVM might lead users to misinterpretation.

OVDL expresses variability of IWF case without leading 

users to misinterpretation.

Q3. Scalability

OVM expresses variability constraints with a 

network with no associated levels. This makes 

variability modeling be complicated even a 

slight increase of variability.

In the case that the number of variability 

increases and variability relationships becomes 

complicated, the complexity of variability model 

grows very high, so even an intuitive grasp of 

variability become low.

OVM defines ‘packaged variants’ concept, but 

OVM does not define its notation.

PFML that includes OVDL has a hierarchical structure, so 

OVDL expressions included in different product line model[11] 

may have hierarchical relationships. OVDL thus can represent 

the large numbers of variability easier than OVM, and it is 

easier to handle the complexity of variability constraints than 

OVM.

Because OVDL represents variation point and their variants in 

an enumerated manner, it is easy to express the large 

numbers of variability.

OVDL can control the abstraction levels of complicated 

variability relationships by using collection variability.

OVDL defines compound variability, but the utility of 

compound variability could not be confirmed because 

variability case related to it did not exist in IWF case.

Table 2. Summarized answers for each question

Fig. 13. OVDL expression for the Variability Case-2

Fig. 12. OVM expression for the Variability Case-2

OVM이 가변성 기술의 복잡도를 제어하기 해 ‘패키지’

라는 개념을 언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개념이 별도의 정의를 

가지고 있진 않다. ‘requires’ 계를 이용한 정의이기 때문에 

가변성 계가 복잡한 경우 는 가변값의 수가 많아지는 경

우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확장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

에 없다. 반면 OVDL은 직 인 정보 달은 안되지만 가변

성 정의와 ‘requires’ 제약조건를 사용하여 OVM이 기술하고

자 하는 가변성을 확장성 문제없이 표 할 수 있다.

5. 토의  결론

OVDL은 타입과 집합을 이용한 가변성 기술 방법으로 모

델링 언어에 계없이 그 언어로부터 PFML (Product 

Family Modeling Language)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며 가변성 

기술의 복잡도를 이면서 정확성을 확보하기 한 목 으

로 정의되었다[11]. OVM을 이용하여 가변성을 기술한 IWF 

사례에 OVDL을 용한 결과, OVDL은 OVM보다 직 인 

이해는 어려웠지만 OVM이 가진 만큼의 가변성 표 력을 

가지고 있었다. 복잡도가 높은 가변성 모델의 경우, OVM보

다 정확한 표 이 가능하며 다수 개의 복잡한 가변성 계

의 표 에서는 OVM보다 용이하다는 장 이 있었다. 3장에

서 제시한 3가지 질문에 한 답은 Table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지 까지 가변성 기술언어인 OVDL이 유사한 독립  가

변성 모델링 방법인 OVM의 가변성 표 력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 다. OVM은 개발 산출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가

변성들을 따로 분리하여 가시화하고 리하고자 하는 방법

이다. OVM은 휘처 모델링 등과 같이 공통성과 가변성을 함

께 표 하는 방법보다 단순하면서도 용이하게 가변성의 종

류와 범 를 SPL 엔지니어들에게 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OVM이 지향하는 개념은 다양한 의사결정 모델링[7] 

방법  OMG의 CVL[8]로 이어지고 있다. 그 지만 OVM

은 실제 SPL 용에 사용될 경우 복잡도와 확장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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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OVDL은 원소타입과 집합타입을 명확히 구분

하고 가변성 기술방법을 단순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 다. 한 OVDL이 지 까지 활용되고 있는 OVM 

만큼의 표 력을 가지는지에 하여도 OVM을 이용하여 기

술한 IWF를 OVDL로 표 한 결과 OVDL은 OVM 가변성 

표 을 모두 표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잡했던 OVM 

표 과 OVM에서 모호했던 표 을 보다 정확히 표 할 수 

있었다.

OVDL은 기존 모델링 언어를 SPL 지원 모델링 언어로 

확장하는 방법에서 제안한 제품군의 가변성 모델링 언어를 

도출하는 방법인 OVDM[11]을 용하여 도출한 가변성 기

술 언어이다. OVDL이 OVM과 동등한 표 력을 가지면서 

OVM의 단 을 해결할 수 있음은, 기존의 단일제품을 한 

요구사항 명세 언어, 아키텍처 기술 언어 등을 SPL 지원 언

어로 확장할 때도 OVDM이 잘 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OVDL은 휘처 모델이나 OVM의 한계를 보완하기 

한 가변성 기술 언어로써 상호보완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OVDM을 이용한 기존 제품 모델링 언어를 제품군 모

델링 언어로의 확장에서 가변성 표 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그 지만, 가변성은 제품라인 개발 라이 사이클 체에 

걸쳐 정제되고 상세화되므로, 가변성 표  역량에 한 비

교만으로 OVDM이 가지는 개발 라이 사이클 단계별로 다

른 도메인 산출물들과의 추 성 유지, 바인딩 정보, 다양한 

가변성 메커니즘 지원 등의 역량에 하여 결론을 내릴 수

는 없다. 향후, 개발 산출물과의 추  링크, 바인딩, 제약사

항을 포함하여 제품라인 라이 사이클 체에서의 OVDM 

역량을 휘처 모델링을 포함한 의사결정 모델링, CVL 등과 

비교, 검증할 정이다. 한,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인 

HERA 시스템에 SPL 용 사례를 활용하여 OVDL에 한 

추가 인 검증도 병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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