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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자료구조 알고리즘의 데이터 연산 흐름 과정을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가시화함으로서 학

습자의 이해력을 실시간 으로 향상시켜  수 있는 3차원 시뮬 이터 시스템 개발에 한 것이다. 알

고리즘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 때문에 의사 코드나 실제 코드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특성을 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 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들을 개선하고 학습자들에게 이해력을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하여 3차원 가상공간에서 데이터 연

산 과정을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은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효율 인 멀티미디어식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한 이해와 

심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논리 이고 분석 인 사고방식을 키우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분야는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로그

램, 정보통신 등 거의 모든 과학 분야[1,4]라고 말할 수 있

을 정도로 범 하다. 알고리즘은 보통 의사코드를 사용

해서 사용자로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표 되어야 하며, 

주로 C/C++, Java 등의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표 하고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해결하여야 할 문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 때문에 어떤 형태의 언어로 표 하든

지 간에 코드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를 공하는 학습자가 기

본 으로 알아야 할 자료구조 알고리즘 일부를 선정하고, 

해당 알고리즘의 간략한 설명과 함께 데이터 연산흐름 과

정[2,3]을 3차원 가상공간상에서 가시 으로 표 [5,6,7,8,9]

함으로서 사용자가 알고리즘의 특성을 조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데이터 연산과정을 쉽게 시뮬 이

션 해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 으로 한다.

  본 논문의 체 구성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장은 시스템의 체 구성에 한 설명을 기술하고, 3장은 

알고리즘 가시화 시뮬 이션 시스템을 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와 알고리즘의 연산과정을 가시 으로 처리하기 

한 기법을 기술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언 하고 

끝낸다.

2.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가시화 시스템을 개

발하기 하여 기본 으로 Win32 API 로그래 을 사용

하 으며, 3차원 가상공간상에서 자료구조 알고리즘의 데

이터 연산과정을 3차원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표 하기 

하여 Direct3D를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시뮬 이션에 

사용할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스택, 선형 큐, 원형 큐 등과 

같이 3개의 기본 알고리즘을 설정하 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그리고 시뮬 이션 시스템을 구성하기 해 기본 으로 

요구되는 요소는 그림 1과 같이 알고리즘, 사용자 데이터 

 도우즈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진다. 알고리즘이란 

사용자에 의해 선택  실행되어질 자료구조 알고리즘 자

체를 말하며, 사용자 데이터란 연산과정에 사용될 데이터

를 말하는데 데이터 입력은 사용자가 직  입력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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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즈란 알고리즘의 실행 과정을 화면상의 특정 도

우즈에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3. 시스템 구

3.1 3차원 객체 검색  표

 그림 2는 사용자가 시뮬 이션에 사용할 임의의 데이터

를 입력하 을 경우, 입력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3차원 객

체를 3차원 그래픽스 라이 러리에서 검색하여 도우즈

에 더링 하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 3D 그래픽스 객체 검색  표  흐름도

3.2 시뮬 이션 구  결과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뮬 이션 시스템은 그림 3과 같

이 왼쪽 부분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  입력할 수 있는 

‘Input Data',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Select 

Algorithm', 그리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Algorithm 

Simulation'으로 구분되어진다.

(a) 스택

(b) 선형 큐

(c) 원형 큐

(그림 3) 알고리즘 시뮬 이션 시스템의 실행 결과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뮬

이션 시스템의 실행 과정을 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스택은 푸시(Push), 팝(Pop) 버튼에 의해 진행되어지고, 

큐는 추가(Add), 제거(Remove) 버튼에 의해 진행되어진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가시 으로 이해하

기 한 3차원 시뮬 이션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본 시스템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의 데이터 

연산흐름 과정을 단계 으로 화면에 나타내어 주고 그 과

정을 사용자가 직  시뮬 이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알고리즘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성을 쉽게 악하는데 사

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시뮬 이션 시스템은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강의하고 개발하는 교육 기  등에

서 알고리즘에 한 이해도와 심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논리 이고 분석 인 사고방식을 키우는데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에는 본 시뮬 이션 시스템을 다

양하고 폭넓은 알고리즘들까지 확 시켜 교육자  학습

자로 하여  알고리즘을 쉽고 효율 으로 이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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