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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메모리를 다루는 로그램의 시각화는 알고리즘 학습, 디버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도구에 독립 이며 로그램 실행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메모리 상태를 시각화하는 언어

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시각화 언어의 문법과 의미를 설명한다. 제안된 시각화 언어의 유

용성을 간단한 메모리 할당, 해제를 수행하는 로그램 소스의 를 통해 설명한다.

1. 서론

  효율 인 학습이나 디버깅을 해서는 알고리즘 애니메

이션을 통해 로그램의 실행을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알고리즘 애니메이션으로 로그램 소스 코드의 각 문

장이 실행될 때마다 입력 데이터에 따른 자료 구조의 변

화와 메모리의 상태 변화를 그래 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 인 디버깅으로는 입력데이터의 자료구조에 기인하

는 변수와 메모리 셀, 메모리 셀과 메모리 셀의 계를 잘 

악할 수 없다. 디버깅으로는 단순히 각 문장이 실행된 

후의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과 필드 근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필드의 값만을 악할 수 있다. 

  실행 시 데이터의 변화를 잘 악하는 방법은 그래 로 

나타내는 것이다. 변수, 메모리 셀은 그래 의 노드로서 

나타낸다. 변수와 메모리 셀의 계, 메모리 셀로부터 필

드 근을 통한 메모리 셀로의 계는 간선으로 나타낸다.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 그래 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의 구조를 나타낸다. 로그램 소스 코드의 각 문장이 실

행될 때마다 그래 가 변화하는데 그래 의 변화를 통해 

문장이 실행될 때마다의 메모리의 변화를 악할 수 있다.

  로그램 실행시의 메모리 변화를 그래 로서 시각화하

는 것은 시각화 도구에 의존 이다. 일반 으로 시각화 도

구는 로그램 소스 코드를 한 문장씩 읽어들인 후 그래

 련 로그래  라이 러리 함수를 활용하여 그래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일부 시각화 도구는 로그램 소스 

코드로부터 애니메이션을 한 간 코드를 생성하기도 

한다. 기존의 시각화 도구들은 그래 를 그리기 해 필요

한 다이어그램에서의 노드의 치, 간선의 치, 노드와 

간선의 배치 등의 세부사항등을 고려해야 한다. 메모리를 

나타내는 그래 를 나타내기 한 필수요소 뿐만 아니라 

다이어그램으로서 표시하기 한 세부정보까지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상태 시각화를 한 시각화 언어

를 제시한다. 설계된 시각화 언어는 데이터의 구조와 데이

터의 변화를 나타내기 한 필수요소만을 포함한다. 따라

서 로그래  언어와 시각화 도구에 독립 이다. 다양한 

디버깅 도구와 로그램 분석, 로 일링 등에서 활용가

능하다. 한 로그램이 한번 실행된 후 생성된 시각화 

언어 코드만으로 같은 실행을 하지 않고 메모리의 변화

를 찰할 수 있다.

  2장에서 련연구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시각화 언어의 

문법과 의미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메모리 할당과 해제의 

를 통해 시각화 언어의 활용 를 보인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 한다.

2. 련연구

  소 트웨어 시각화를 한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1,2]. 소 트웨어 시각화  알고리즘 시각화와 애니메이

션은 탐색, 정렬 등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시각화하는데 사

용된다. 

  알고리즘 시각화 시스템은 TANGO[3], Jeliot[4], 

Animal[5] 등이 있다. TANGO 시스템은 비교  오래된 

시스템으로 알고리즘 시각화의 가능성을 보여  시스템이

다. 최근까지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  Jeliot은 재 

Jeliot 3까지 구 되었으며 자바 로그램에 한 시각화

를 수행한다. Jeliot은 Eliot부터 시작하여 Jeliot 1, Jeliot 

2, Jeliot 3까지 개발되었다. Animal은 트리 등의 자료구조

를 시각화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 설정이 가능하며 다양

한 포맷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하다. 

3. 언어의 문법과 의미

   본 장에서는 시각화 언어의 문법을 제시하고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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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비정형 으로 설명한다.

그림은 시각화 언어의 문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문

법에서  첨자 
?는 기호가 선택 임을 나타낸다.  첨자 

*는 0번 이상의 반복을 나타내고,  첨자 + 는 1번 이상

의 반복을 나타낸다. ,*와 ,+와 같은 첨자는 각각 0번 이

상, 1번 이상 반복되는 기호가 ,로 구분됨을 나타낸다. 볼

드체의 자는 키워드를 가리킨다. +연산자는 ID와 컴포

트 속성을 피연산자로서 갖는다. 

(그림 1) 시각화 언어의 문법

시각화 언어의 코드는 한 개 이상의 장면으로 이루어진다. 

장면은 로그래  언어 소스 코드의 한 문장 단 에 

응한다. 비단말기호 scene은 장면을 나타낸다. 하나의 장

면은 여러 개의 명령문을 갖는다. id는 그래 의 컴포 트

인 노드, 간선 등을 식별하기 해 사용된다. id는 식별자

를 나타내며 소문자로 시작한다. 시각화 언어의 명령어는 

일반 로그래  코드와 마찬가지로 순차 으로 실행된다.  

명령어 cmd는 메모리 그래 를 나타내기 한 필수 요소

만 가지고 있다. 명령은 크게 그래  컴포 트 련 명령, 

조건을 사용하는 명령, 이벤트 기 명령으로 나뉜다. 

(그림 2) 시각화 언어 명령어의 

그래  컴포 트 련 명령으로는 생성, 제거, 포커스 명

령이 있다. 생성 명령은 cmd의 RHS(Right Hand Side)의 

id{Prop,+}+을 따른다. 생성명령은 호 앞에 식별을 

한 id, 닫는 호 뒤에는 생성을 나타내는 연산자 +, 

호 안에는 생성될 컴포 트의 타입, 모양, 색상 등의 정보

를 포함한다. 를 들어 그림2의 x{Cell, Rectangle, 

Black}+ 명령어는 타입이 Cell, 모양이 Rectangle, 색상

이 Black인 메모리 다이어그램 컴포 트 x를 생성한다. x

의 경우 타입이 Cell이므로 로그램 코드의 메모리 셀을 

나타낸다. 그림 2의 명령어 y{Var, Text, "y"}+는 그래

에서 로그램 코드에서의 변수를 나타내며 id는 y, 타입

은 Var, 모양은 Text이며 “y”라는 문자열을 갖는 생성 

명령이다. x- 와 같이 제거 명령은 id가 x인 컴포 트를 

제거한다. x!와 같은 포커스 명령은 id가 x인 컴포 트에 

포커스를 다. 조건을 사용하는 명령은 *, 선택 으로 조

건에 해당하는 호 , 마지막으로 !나 - 연산자 순으

로 이루어진다. *-와 같은 명령은 그래 에서 모든 컴포

트를 제거하는 명령이고 *!는 그래 에서 모든 컴포

트에 포커스를 주는 명령이다. *{Cell}!이나 *{Var}-와 같

이 조건 이 포함된 명령은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컴포

트를 포커스하거나 제거한다. WaitEvents{Mouse.Click}

와 같은 이벤트 기 명령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되기 

까지 기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벤트는 마우스 클릭

을 나타내는 Mouse.Click이나 키보트 름을 나타내는 

Keyboard.Press  하나가 될 수 있다.

4. 메모리 할당과 해제에 한 활용 

  본 장에서는 그림 3의 로그램 소스에 한 시각화 언

어 코드와 그래  를 통해 시각화 언어의 활용을 보인

다. 그림 3의 로그램은 간단한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하

는 로그램 이다. 우선 메모리를 할당하여 변수 l에 배정

하고,  다른 메모리를 할당하여 변수 m에 배정한다. l의 

next 필드가 m을 가리키게 한다. 그 다음 l의 next 필드가 

가리키는 메모리 셀을 해제한 후, 변수 l이 가리키는 메모

리 셀을 해제한다.

  그림 3에서 각 로그램 문장에 한 시각화 언어 코드

가 생성된다. 문장 malloc l에 해서 그래 에서의 변수 l

을 나타내기 해서 l{Var, Text, “l”}+ 코드가 생성된다. 

변수 l이 가리키는 메모리 셀을 해 lcell{Cell, Rectangle, 

Black}+ 코드가 생성된다. 변수와 메모리 셀을 화살표로 

잇기 해 ltocell{l->lcell,Black}+ 명령어가 생성된다. 생

성된 명령어 나열을 변수 l, 메모리 셀, 그리고 둘을 잇는 

그래 로 나타낼 수 있다. 문장 malloc m에 한 시각화 

언어 코드는  malloc l에 한 시각화 코드와 유사하다. 

malloc m을 한 시각화 코드 나열은 변수 m, 메모리 셀, 

그리고 둘을 잇는 그래 로 나타낼 수 있다. 문장 l.next 

:= m을 시각화하기 해서 l이 가리키는 메모리 셀로부터 

m이 가리키는 메모리 셀로의 next필드를 통한 근을 나

타내야 한다. 이를 해 l.next{lcell->mcell,“next”,Black}+ 

명령어가 생성된다. 그래 에서는 next 라벨이 붙은 화살

표가 추가된다. 추가 으로 생성된 명령어 l.next!는 생성

된 화살표 next에 포커스를 주어 새로 생성된 연결을 강

조한다. 문장 l.next:=nil에 해서는 next 라벨이 붙은 화

살표와 next가 가리키는 메모리 셀을 그래 에서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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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간단한 메모리 할당 해제 로그램을 통한 시각화 언어의 활용 

것을 나타내기 해 명령어 l.next-;와 mcell-; 를 순차

으로 나타낸다. 문장 l:=nil에 해서는 l이 가리키는 메모

리셀이 제거됨을 나타내는 명령어 lcell-로 나타낸다. 

5. 결론

본 논문은 로그램의 메모리 상태를 시각화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는 시각화 언어를 설계하 다. 설계된 언어의 

유용성을 보이기 해 간단한 메모리 할당과 해제의 를 

통해 그래 를 어떻게 생성할 지를 보 다. 

  시각화 언어를 활용함으로써 시각화도구에 독립 이다. 

한 로그램을 한 번 실행한 후 다시 로그램을 실행

하지 않고 메모리의 변화를 시각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각화 언어는 다음과 같은 

에서 다소 제한 이다. 메모리 셀의 필드가 여러 개이거나 

필드가 배열인 경우 본 논문의 방법은 효과 이지 않다.   

효과 인 시각화를 해서는 한 메모리 셀에서 필드간의 

배치를 조 해야 한다. 속성이 반복되는 경우 같은 여러 

명령어에 같은 속성을 반복하여 작성해야 한다. 를 들어 

변수를 나타내는 그래 의 색을 모두 녹색으로 지정한다

고 가정하면, 변수를 생성할 때마다 Green 속성을 포함시

켜야 한다. 

  향후 연구로는 메모리 셀이 필드를 여러 개 갖거나, 필

드가 배열인 경우를 처리하기 해 시각화 언어를 확장 

할 수 있다. 한 반복되는 속성을 해 시각화 언어를 확

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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