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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개발자가 커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까?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
우에는 개발자의 머릿속의 설계도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면 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커지면, 
여러 개발자가 팀을 구성해서 개발해야 하므로 다른 사
람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쉬워지도록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코드 시각화이다. 코드 시각화는 소스 코드를 도형 등의 
직관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코
드 시각화 방법에는 흐름도, UML 등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조기 교육
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대부분이 영
어로 되어있다는 점은 초보자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가
장 큰 원인이다.
  지난 연구에서 우리는 한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언어 
‘새싹’을 개발하였다. ‘새싹’은 초보자가 쉽게 프로그래밍
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글 어순과 비슷한 문법을 사용한
다. 또한, Java 언어를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C++이나 Java와 같은 주요 언어를 사용할 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싹 언어를 UML을 사용하여 시각화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초보자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때도 시각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나중에 협업을 통해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새싹 언어
와 UML에 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관해 설명한다. 이후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1.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새싹’

  새싹은 부산대학교 프로그래밍언어연구실에서 개발한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이다[1]. 새싹은 처음에 C를 참고하
여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로 개발되었다. 새싹은 
JVM(Java Virtual Machine) 상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JVM
이 동작하는 환경이라면 어디에서나 동작하는 장점이 있
다. 또한, 한국인이 사용하기에 어색하지 않도록 문법을 
적용하였다.
  새싹은 이후 절차형 언어에서 객체지향 언어로 바뀐 
버전으로 개발되었다[2]. 새싹은 한글로 배울 수 있는 객
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지향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류 메시지를 한글로 출력
하게 하여 코딩 초보자도 오류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새싹은 또한 람다 식을 지원하여 코드 길이가 
줄어들고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UML

  소프트웨어의 시각화 방법은 흐름도(flowchart)나 ER 
다이어그램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 방법론이 소개되었다. 
객체지향 언어가 주목받기 시작한 90년대 전후로는 객체
지향 언어의 분석 및 설계에 대한 여러 방법론이 등장하
였다. Grady Booch가 개발한 Booch method와 James 
Rumbaugh가 개발한 OMT가 유명하다[3].
  하지만 객체 지향 시각화 방법론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실제 사용 시 혼란을 유발하였다. 클
래스의 경우, OMT에서는 직사각형으로 그려진다. 이에 
반해, Booch method에서는 구름 형태로 그려진다.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새싹’의 코드 시각화 방안 연구
A Research on Source Code Visualization of‘Saesark,’ 

a Korean Programming Language

천 준 석*, 우 균**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LG전자 스마트제어센터**

Junseok Cheon*, Gyun Woo**

Pusan National Univ.*, Pusan National Univ. 

Smart Control Center of LG Electronics.**

 요약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규모는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발자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개발 구조는 코드 이해를 도와주는 ‘방법’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코드 시각화는 그 방법의 

하나로, 커다란 코드를 도형 등을 이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시각화 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대해

서는 많은 방법이 제공되고 있지만,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제공되고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논문에서는 한글 프로그

래밍 언어인 ‘새싹’을 대상으로 하는 코드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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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법론의 통일을 위해 규정된 언어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이다. 1994년에 Grady 
Booch와 James Rumbaugh가 손을 잡고 통일을 위한 협
력을 개시하였다. 이후 1995년에 Ivar Jacobson이 여기
에 가세하였고, 1997년에 UML 1.0이 발표되었다. 이후 발
전을 거듭하여 2005년 11월에는 UML 2.0이 발표되었다.
  우리는 UML 기본 표현 중의 하나인 클래스 다이어그
램을 이용하여 새싹 코드를 시각화하려고 한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UML의 기본 표현 중의 하나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클래스와 그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클래스 간
의 관계는 도형과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Ⅲ.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싹 언어의 UML 형태 코드 시
각화 전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새싹 소스코드를 
파싱하여 중간 표현인 Java 소스코드로 변환한다. 파싱된 
Java 소스코드는 ObjectAid UML Explorer를 이용하여 
UML로 출력한다[4]. 이 과정을 통해 새싹 코드를 UML로 
출력하게 된다.

새싹
소스코드

파서
Java

소스코드
ObjectAid UML 

Explorer
UML 출력

▶▶ 그림 1. 새싹 언어 시각화 시스템의 전체 구조

  새싹 소스코드를 파싱하기 위해 파서를 개발하였는데, 
파서는 JavaCC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5]. 이 과정은 새
싹 문법을 Java 문법에 맞게 변환한다. 이를 위해 
JavaCC를 이용해 AST를 생성하였고, 방문자 패턴을 이
용해서 Java 소스코드로 출력하였다.
  ObjectAid UML Explorer는 Eclipse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된 Java 소스코드 시각화 도구이다. Java 소스코드를 
입력받아 클래스 다이어그램 또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형
태의 출력물을 생성한다. 결과물은 드래그&드롭을 이용
하여 적절한 배치가 가능하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단한 새싹코드를 UML
로 출력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코드는 접점(Java의 인터페이스) 가와 나의 정수형(Java
의 int형) 변수 ㄱ의 값을 출력하는 예제이다. 이 코드를 
파싱하여 Java 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 그림 2. UML 생성을 위한 간단한 새싹 코드

  그림 3은 그림 2의 새싹 코드를 클래스 다이어그램 형
태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안녕 클래스와 가, 나 접점 사
이의 관계를 선과 삼각형을 사용해서 나타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간의 관계이므로 
점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상속 관계이기 때문에 안이 비
어있는 삼각형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Java 언어 형태로 출력되는 한계점이 있다.

▶▶ 그림 3. 제안한 시스템을 통한 새싹 코드 시각화 결과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새싹 코드를 UML 형태로 시각화하는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구현한 시스템은 새싹 코
드를 파싱하여 중간 표현인 Java 코드로 변환한다. 이후 
ObjectAid UML Explorer를 통해 UML 형태로의 시각화
를 수행한다. 초보자가 새싹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할 
때, UML 형태의 시각화를 통하여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
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 UML 형태의 시각화 결과를 Java 형식이 
아닌 새싹 형식으로 출력하는 것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
다. 현재 개발된 시스템은 Java 형태로 출력되기 때문에 
Java 언어를 잘 모르는 초보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한계
가 있다. 따라서 ObjectAid UML Explorer를 대신할 수 
있는 Eclipse 플러그인 형태의 UML 생성 도구를 개발하
여 좀 더 보기 쉬운 시각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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