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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달로 인해 하드웨어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소 트웨어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소 트웨어가 복잡해질수록 개발 시 인  비용, 물  비용, 시간 비용이 증가하는데, 실제 

개발 비용보다는 개발 후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 유지보수는 코드 수정을 통해 이루

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수정할 경우에는 코드의 이해가 요구된다. 코드는 흐름도를 이

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복잡한 코드를 흐름도로 작성할 경우 흐름도가 자체가 복

잡해져서 코드 이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1979년 

PAD가 개발되었다. 이 논문은 C 소스코드를 입력받아 PAD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유지보수 비용에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서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소 트웨어 유지보수는 소 트웨

어 로젝트 비용의 70～90%를 차지한다고 한다[1]. 이는 

하드웨어 성능의 발달로 인해 소 트웨어에 한 요구사

항이 비약 으로 증가하여 개발 난이도가 상승하고, 시스

템 크기 증가를 야기하 기 때문이다. 즉, 소 트웨어 개

발 후 소 트웨어의 생명주기 동안에는 끊임없는 버그 수

정과 기능 변경 등의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소 트웨어 유지보수는 코드 수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이를 해서는 코드의 이해가 필요하다. 코드 수정은 

보통 유지보수 담당 로그래머가 개발자로부터 로그램

을 넘겨받아서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유지 보수 담당 

로그래머는 로그램에 한 이해도가 개발자보다 떨어지

기 때문에 소스코드의 분석 작업을 통해 로그램의 체

인 구조를 악해야 한다.

   소스 코드를 분석하기 해 흐름도(flowchart)를 생성

하는 방법이 있다. 흐름도는 1921년 Gilbreth가 Process 

Chart[2]를 최 로 고안한 이후 90년 이상 사용되어 온 

로그램 구조 표시 수단으로, 노드와 에지의 조합으로 구

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 이다. 하지만 복잡한 코드의 

경우 노드 간 에지 연결이 스 게티처럼 얽 버려서 코드

를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단 이 있다.

   흐름도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1979년 일본 히타치 

제작소의 후타무라 요시히코(二村良彦)가 PAD(Problem 

Analysis Diagram)를 개발하 다[7]. PAD는 구조  로

그래  언어의 제어구조를 순차구조, 반복구조, 선택구조의 

노드 조합을 통해 표 한다. 노드와 에지의 배치에 제약을 

두어서, 가 그리더라도 같은 구조의 PAD가 생성된다.

   흐름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개발자가 수동으로 작성하

는 방법과 자동 생성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수동 

작성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정 작업이 힘들다. 자

동 생성 도구의 경우에는 생성된 흐름도 정보만으로 코드 

흐름을 악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C 소스코드를 입력받아 PAD를 자동으

로 생성하는 도구를 제안한다. 주석 형태의 메타 태그를 

사용하여 개발자가 원하는 정보를 PAD에 삽입할 수 있도

록 하 다. 2장에서는 기존의 흐름도 자동 생성 도구의 종

류와 PAD의 사용 방법에 해 설명하 고, 3장에서는 제

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 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PAD를 이용한 흐름도 자동 생성 도구를 구 하

으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존하는 흐름도 자동 생성 도구는 Visustin v7 Flow 

chart generator[3], Eclipse Control Flow Graph 

Generator[4], Code Visualizer 5.06[5] 등 여러 종류가 있

다. 이러한 자동 생성 도구의 특징을 나열해보면, Visustin 

v7 Flow chart generator는 함수 단 로 흐름도를 생성해

주며, UML 출력이 가능하다. Eclipse Control Flow 

Graph Generator는 Eclipse에 러그인 형식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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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구로, 색을 통해 노드의 역할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

다. Code Visualizer 5.06의 경우 흐름도 뿐만 아니라 시

스 다이어그램, 나시-슈나이더만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코드를 시각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흐름도만

으로 개발자가 원하는 정보를 달하지 못하고, 공간 배치

가 효율 이지 못한 단 이 있다.

   PAD는 흐름도와 마찬가지로 노드와 에지로 구성된다. 

표 1은 PAD에서 사용하는 노드를 나타낸 것이다. PAD는 

시작과 종료 노드 사이에 순차, 반복, 선택 노드 등을 이

용하여 코드를 함수 단 로 추상화하여 나타낸다. 경우에 

따라서 시작 노드와 종료 노드는 생략될 수 있다.

<표 1> PAD의 로그램 구조 표기법[8]. PAD는 시작

과 종료 단자 사이에 순차구조, 반복구조, 선택구조를 

표 하는 요소의 조합을 통해 구조  로그래  언어

의 제어구조를 표 한다.

   그림 2는 선택정렬 코드(그림 1)를 PAD로 표 한 것

이다. 순차처리의 흐름은 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가능하

며 흐름도와 같이 화살표 등을 이용하여 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복처리와 조건처리의 흐름은 조건을 

기입하는 노드 우측에 트리 형태로 기입한다.

   그림 3은 선택정렬 코드(그림 1)를 Visustin v7 Flow 

chart generator를 이용하여 흐름도로 자동 생성한 것이

다. PAD와 달리 순차요소가 하나의 사각형 노드에 표

되어 있다. 한 반복요소와 선택요소가 비슷하게 표 되

어 있어서 흐름도 만으로는 반복문인지 선택문인지 단

이 어렵다. 이에 반해 PAD는 노드의 모양만으로 반복요

소인지 선택요소인지 쉽게 단할 수 있다.

   PAD 표 은 흐름도를 개량한 기법이지만 (1) 시작과 

종료 노드에 정보가 없고, (2) 반복문과 조건문의 트리 구

조가 복잡해질수록 이아웃의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 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PAD의 이러한 단 을 보완

하여 C 소스 코드를 입력받아 자동으로 PAD를 생성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C 언어로 작성한 선택정렬 코드. 배열 포인터 a

와 배열 길이를 입력받아 선택정렬을 수행한다.

(그림 2) PAD를 이용한 선택정렬 표 . 순차 처리는 에서 

아래로, 반복과 조건 처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 된다.

(그림 3) Visustin v7 Flow chart generator[3]를 통해 자

동 생성된 선택정렬 코드. 순차요소가 하나의 사각형 노드

에 표 되며, 반복요소와 선택요소를 구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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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D 생성 시스템 설계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우선 C 소스 코드에 주석 형태의 메타 태그를 추가한다. 

이 출력물을 싱하게 되면 PAD를 출력하기 한 정보가 

장되어 있는 간 형태의 일이 생성된다. 이를 PAD 

생성기를 통하여 PAD를 자동 생성한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C 소스 코드에 주석 형태의 메타 

태그를 추가하여 싱을 통해 LISP 형태의 간표 을 생

성한다. 이를 PAD 생성기에 입력하면 PAD가 출력된다.

   메타 태그는 개발자가 원하는 정보를 PAD 노드에 출

력하기 해 사용하는 것으로 외  주석인 // 뒤에 `(back 

quote) 두 개를 단 후, 그 사이에 노드에 들어갈 내용을 

기입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메타 태그는 설명을 넣고자 

하는 코드의 바로 앞 에 추가해야 하며, 메타 태그를 추

가하지 않은 코드는 실제 코드가 출력된다. 를 들어, 

length++; 라는 코드 앞에 //`length 증가`와 같은 메타 태

그를 추가하게 되면 PAD 출력 시 length 증가로 출력된

다. 그림 1의 선택정렬 코드에 메타 태그를 추가한 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메타 태그가 포함된 선택정렬 코드. 설명을 넣고

자 하는 코드의 바로 앞 에 주석 형태의 메타 태그를 삽

입한다.

   서의 경우 PAD 자동 생성에 필요한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OpenC++[9] 서를 변경하여 구 하 다. 우선 

메타 정보를 인식하기 해 어휘 분석기를 수정하 고, 각 

AST 노드에 메타 정보 분석을 한 자료 구조를 추가하

다. 한 싱 이후 AST 노드를 순회하여 구문에 맞는 

간 표 과 PAD 생성기에서 사용할 함수 리스트 일을 

생성하도록 수정하 다.

   그림 6은 싱을 통해 생성된 간 표 이다. 함수형 

로그래  언어인 LISP 구조를 차용하여 작성하 다[10]. 

호를 통해 노드 간의 계를 나타내며, 호는 노드의 

종류를 지정하는 식별자와 노드에 출력되는 문자열 정보

로 구성된다. `(backquote) 안의 내용이 PAD의 노드에 출

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에 추가하 던 메타 태그 

내용이 간 표 에 추가된다. 메타 태그를 추가하지 않은 

소스 코드의 경우에는 소스 코드의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림 6) 싱을 통해 생성된 간 표 . 호를 통해 노드 

간의 계를 나타내며, 호 안에는 노드의 종류를 지정하

는 식별자와 PAD에 출력되는 문자열 정보가 장된다.

   PAD 생성기는 간 표 을 입력받아 UI 상에 PAD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역할을 한다. PAD 생성기는 UI 상

에 출력할 때 노드의 좌표, 노드의 모양, 노드의 크기, 노

드 간 계 등의 정보를 장하는 XML 일을 생성한다. 

PAD 장  로드 시에도 XML 형식으로 리되도록 설

계하 다. XML 일과 함수 리스트 일을 입력받아서 

자동 생성된 PAD가 출력된다.

   기존 PAD의 시작과 종료 노드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을 개선하여 그림 7과 같이 메타 태그 정보가 출력되도

록 수정하 다. 한 노드 모양을 타원 모양에서 선이 있

는 사각형으로 바꾸어서 직 인 코드 흐름 악이 가능

하도록 수정하 다. 함수 호출도 사각형에서 오각형으로 

수정하 다.

(그림 7) 제안하는 PAD 모양을 이용한 선택정렬 표 . 

시작과 종료 노드에 정보를 추가하 으며, 반복문과 선택

문의 자식 노드의 이아웃을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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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간 최 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편으로 노

드의 최  크기를 지정하여 노드 내용 때문에 최  크기

를 과하는 노드의 경우 최  크기 이상 늘어나지 못하

도록 수정하 다. 한 노드의 문자열이 노드 최  크기보

다 클 경우 말 임표(...)를 사용하여 내용이 더 있다는 것

을 표시하 다. 기존 PAD에서 반복문과 조건문의 트리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노드 배치 상 이아웃이 깔끔하게 

나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자식 노드가 부모 

노드보다 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수정하 다. 

4. PAD 생성 시스템 구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PAD 자동 생성 도구 구 을 

해서 .NET Framework 4.0 환경에서 개발을 수행하 다. 

개발 언어는 C#이며, UI는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11]을 이용하여 구 하 다. 동작 테스트는 

Microsoft Windows XP 이상의 운 체제에서 수행하 다. 

(그림 8) PAD 자동 생성 도구 실행 화면. 소스 코드를 

로드하면 좌측에 소스 코드에 포함된 함수 리스트가 출력

된다. 이  하나를 선택하면 우측에 PAD가 출력된다.

   시스템은 그림 8과 같이 상단의 메뉴 바와 아이콘 바, 

좌측 하단의 함수 리스트를 출력하는 Code List, 우측 하

단의 PAD를 출력하는 Flowchart 메뉴로 구성된다. UI를 

통해서 C 소스 일을 로드하면 Code List 항목에 C 소

스 일에 있는 함수 목록이 출력된다. 이  하나를 클릭

하면 우측의 Flowchart 항목에 해당 함수의 PAD가 생성

된다. 노드 내용이 말 임표로 생략된 경우에는 마우스 커

서를 오버랩하면 해당 내용이 말풍선으로 팝업된다. 소스 

코드 일 하나만 로드할 수 있으며, 특정 폴더에 있는 모

든 C 일을 불러올 수 있다.

   노드를 드래그하여 노드 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함수 호출의 경우 더블클릭하여 새 탭에 호출된 

함수가 출력되도록 하 다. 특정 노드를 우클릭 시 팝업되

는 소스 보기 메뉴를 통해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한 

장과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PAD를 리할 수 있으며, 

.bmp와 .jpg 등의 이미지 출력 기능을 지원한다.

5. 결론

   이 논문은 이  연구[6]에서 제안하 던 흐름도 자동 

생성 도구를 응용하여 자동으로 PAD를 생성하는 시스템

을 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흐름도의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PAD를 사용하 다. 소스 코드가 아닌 개발자

가 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PAD에 출력하기 해 주석 

형태의 메타 태그를 사용하 으며, 메타 태그를 달지 않으

면 소스 코드가 출력되도록 하 다. 생성된 PAD는 수정

이 가능하며, 장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완 한 소스 코드가 아

닌 스 톤 코드에 메타 태그를 추가한 것만으로도 PAD 

생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지보수 단계뿐만 아니라 개

발 단계에서도 PAD 생성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소 트웨

어 품질 향상  비용 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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