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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컴퓨팅 기술의 진보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이 러닝(e-learning)에 대
한 관심이 국, 내외적으로 매우 높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이 러닝 컨텐츠는 주로 텍스트 위주이며, 이
미지, 동영상, 음성 등과 같은 간단한 수준의 멀티미디어 요소가 추가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본 논
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 러닝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순서도를 이용한 프로그
램 시각화에 기반한다. 제안된 방법의 특징은 문장 수준 단위의 단계적, 계층적 프로그램 시각화, 언어의 
제어 구조에 대한 순서도 기반 시각화, 프로그램 전체 구조로의 시각화 범위 확대, 소스 프로그램 대비 시
각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을 실현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예
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실행 예를 보인다.

Abstract

With the advance of the Internet and computing technologies, e-learning is now a hot issue 
worldwide for providing the effective learning on the cyber-space. However, most of existing 
e-learning contents have been developed mainly based on text, including simple multimedia 
elements such as images, animations, and voices.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effective for the 
computer programming e-learning. The method is based on program visualization using flowcharts. It 
features the stepwise hierarchical program visualization on the level of statements, the flowchart 
based visualization for control constructs of languages, visualization over whole programs, 
visualization compared with source codes, and interaction with users. Finally, we implement a 
system to realize the suggested method, and execute it for an example program.



공학교육연구110

주제어: e-Learning, 프로그램 시각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순서도, 해석기
Keywords: e-Learning, program visualization, computer programming, flowcharts, interpreter

Ⅰ. 

최근에 인터넷과 컴퓨팅 기술의 진보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이 러닝

(e-learning)에 대한 관심이 국, 내외적으로 매우 높다. 이 러닝은 인터넷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적용하는 새로운 학습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환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Shrea, 2002). 현재 인터넷상에 수많은 온라인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이 러닝 컨텐츠는 주로 텍스트 위주이며,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과 같

은 간단한 수준의 멀티미디어 요소가 추가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러닝의 필

수적인 요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흥미 유발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에 대한 이 러닝은 그래픽 이미지, 플래쉬를 

이용한 간단한 동영상 등을 이용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미흡하고 흥미 유발

이 부족하여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프로그래밍은 과목 성격상, 실제로 프로그램을 그 환경에서 작

성하여 실행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래밍 이 러닝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프로그래밍 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습 환경을 통해서 사용자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시켜 볼 수 있다. 

또한, 실습 환경이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 대한 단계별 시각화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테스트 형태

의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이 러닝 컨텐츠는 프로그

래밍 실습 환경은 물론, 프로그램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시각화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서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인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이 러닝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다. 방

법의 주요 특징은 제어 구조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제어 흐름을 순서도에 기반하여 시

각화하는 것이다. 시각화는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문장 

수준 단위로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또한 문장 유형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문장을 

실행시킨 후에 이 문장의 실행 효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며, 이러한 시각화는 필요에 따라서는 별

도의 창을 통해서 계층적으로 보여준다. 계층적 시각화는 프로그램 시각화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

니라, 복잡한 구문에 대한 실행 의미를 더욱 알기 쉽게 전달한다. 프로그램 시각화에 사용되는 순

서도는 (Chapin, 1970)에서 제안된 ANSI 표준에 따른다.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C 언어를 대상으로 고려된다. C 언어가 대상 언어로 선정된 이유는 현

재 대부분의 대학과 산업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 언어가 비트 연산자나 주소 등 낮은 수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고급 언어에 비해서 배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현 결과의 시스

템은 웹 환경의 사용과 해석기에 기반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상의 GUI를 통해서 시스

템과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사용자가 입력한 프로그램 문장은 즉시 해석되며, 그 해석 결과는 시각

화되어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다. 해석에 의한 문장 단위의 실행 및 시각화는 제안된 문장 수준 

단위의 순서도 기반 프로그램 시각화 방법과 잘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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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Ⅲ에서는 순서도 기반 프로그램 시각화 방법을 제안

하며, Ⅳ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구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제 프로그램에 대

해서 그 실행 예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결론을 언급한다.

Ⅱ.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은 프로그램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 시각화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연구 분야의 초창기에, 소스 코드의 제어 흐름을 순서도(flow chart) 형태로 

보여주는 연구(Habit, 1959; Knuth, 1963), 소스 코드를 CSD(Control Structure Diagram)로 시

각화하여 보여주는 연구(CrossHendrix, 1996)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각화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적인 뷰이며 실행 과정에 대한 동적인 뷰는 고려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알고리즘 애니메이션

(algorithm animation)과 프로그램 시각화(program visualization)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목적은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한 시각화를 통해서 프로그램 이해를 향상시

키는 것이다. 알고리즘 애니메이션은 그 대상이 주로 자료구조에 제한되며, DynaLab(DynaLab), 

Swan(Swan), JHave(JHAVE)에서와 같이 자료 구조(data structure)에 대한 동적인 뷰를 다이어

그램 형태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시각화에 대한 연구로, (AiCall)에서는 

C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함수들 간의 호출 관계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여주며, (Hamer, 2004)

에서는 Java 프로그램 실행 시에 참조되는 객체와 속성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프로그램 시각화를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자료 구조, 함수 호출 관계, 참조 객체 등과 같

이 관심 있는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 일부분에 대한 시각화이며, 프로그램 전체 실행에 대한 시각

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언어의 제어 구조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다. (Habit, 1959; 

Knuth, 1963)에서처럼 프로그램 문서화를 위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순서도를 자동 생성하는 연구

는 있으나, 이렇게 생성된 순서도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적인 뷰이며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동적인 

뷰는 고려되지 않는다. 

논문에서는 제어구조에 대한 순서도의 동적인 뷰를 통해서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시각화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여기에 데이터에 대한 동적인 뷰도 고려한다. 사실, 순서

도는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다이어그램으로 기술하는데 매우 훌륭한 도구이며, 오래전부터 프로

그래밍 입문 교과서에서 대부분 프로그래밍 원칙을 기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많은 

학습자에게 익숙한 도구이어서 별도의 숙지 없이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실제로 순서도가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훈련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Crews Ziegler, 1998; Scalan, 

1989). 또한, (IBM, 2004, Carlisle et al., 2005; Ziegler Crews, 1999; AtanasoveHristova, 

2003)의 연구에서는 포인트-클릭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순서도의 그래픽 기호들의 조합을 통해

서 순서도를 생성함으로써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순서도 해석기를 통해서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단계별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환경을 고려한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환경은 실제 프

로그래밍 이전 단계에서 알고리즘 작성 방법을 훈련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순

서도 인터프리터의 개발에 관한 것으로 본 논문과는 그 주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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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기서는 순서도 기반 프로그램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 흐름 관점에서 프

로그램 시각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시각화 방법은 C 언어의 제어 구조에 대해서 고

려된다. 제어 구조는 크게 순차, 선택, 반복의 3가지 구조로 구분된다. 다음은 제어 구조의 각 유형

별로 프로그램 시각화 방법을 고려한다.

프로그램에서 순차 구조에 속한 문장들은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순차 구조의 문장에 대한 제어 

흐름은 화살표로 현재 실행되는 문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시스템에서 프로그

램이 문장 단위로 단계적으로 수행되므로, 화살표가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문장들을 

가리키면서 이동되어진다. 또한, 현재 수행된 문장에 대한 실행 효과가 시각화 창을 통해서 시각화

된다. 고려되는 문장은 C 언어의 임의의 문장으로 선언문, 배정문, 식, 선택문, 반복문, 함수 호출

문, 또는 복합문일 수 있다. 문장이 선택문이나 반복문이면 2, 3절에서 살펴보듯이, 별도의 창을 

통해서 계층적으로 시각화된다. 문장이 함수 호출문이면 5절에서 살펴보듯이, 함수 호출 과정이 시

각화되며, 다음에 함수의 실행이 별도의 창을 통해서 계층적으로 시각화된다. <표 1>은 본 논문에

서 고려하는 C 언어의 각 문장 유형에 대한 시각화 방법을 보여준다.

다음은 예를 통해서 C 문장의 시각화 방법을 기술한다. [그림 1]은 선언문, 배정문, 식에 대한 

시각화를 보여준다. 실습 환경은 크게 C 문장 입력창과 시각화 창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입력 창

을 통해서 실습하고자 하는 C 문장이나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고, 입력된 문장을 순차적으로 단

계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각 문장의 실행 결과는 시각화 창에 시각화된다. 먼저 4개의 선언문의 

수행 결과로, 4개의 기억 공간이 시각화 창에 그려진다. 각 기억공간은 사각형 형태로 시각화되며, 

문장 유형 시각화 방법
선언문 변수의 타입을 고려한 기억공간 할당

식 식이 평가되는 과정을 트리 형태로 시각화
배정문 배정문 우측의 식 값을 좌측의 변수에 할당. 포인터 변수에 대한 할당은 

포인터 변수가 해당 기억공간을 가리키게 시각화한다.
선택문 별도의 창을 통해서 계층적 순서도 기반 시각화
반복문 별도의 창을 통해서 계층적 순서도 기반 시각화

함수 호출문 함수 호출과정을 시각화하고, 함수 실행을 계층적 시각화
복합문

상자 안에 복합문에 포함된 문장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화살표를 사용
하여 문장의 실행 순서를 나타낸다. 각 문장에 대한 시각화는 문장 유형
별로 이루어진다.

라이브러리 함수 해당 함수의 의미를 해석하여 함수 실행 결과로 시각화
scanf() 각 입력 변수에 대한 입력창 제시
printf() 출력 문자열을 출력 창에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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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의 크기는 타입의 크기를 반영한다. 가령, char, int, double의 타입 크기가 각각 8비트, 32

비트, 64비트라고 할 때, b의 기억공간 크기는 a의 기억공간의 4배이며, c의 기억공간 크기는 b의 

2개가 된다. a, b, c의 기억공간에는 각각 해당 초기 값이 할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각형의 

좌측 상변에는 해당 변수 이름이 연관된다. 

다음에 “a+b*c/3"의 식이 평가되어 변수 x에 할당되는 배정문이 고려된다. 식이 평가되는 과정

이 단계로 트리 형태로 시각화되어 보여준다. 즉, [그림 1]의 트리는 ① ~ ③의 3단계로 구분되어 

성장한다. 먼저, b*c가 평가되는 단계(①)를 보여주고, 다음에 나눗셈이 적용되는 단계(②)를 보여

주고, 다음에 덧셈이 적용되는 단계(③)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변수 x에 할당하는 단

계(④)를 보여준다.

[그림 2]는 포인터 변수를 포함한 배정문에 대한 시각화를 보여준다. 포인터 변수는 그 값으로 

기억공간의 주소를 포함한다. 이는 곧 변수가 포함하는 기억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기반하여 포인터 변수를 시각화한다. [그림 2]의 두 개 선언문의 수행 

결과로 각각 a, b, p, q에 대한 기억공간이 할당되고, a, b의 기억공간에는 그 초기 값이 할당된다. 

다음에 3개의 배정문 실행에 대한 시각화를 살펴보자. 첫 번째 배정문의 실행 결과는 화살표를 사

용하여 포인터 p가 a의 기억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각화된다. 실제로는 p가 a의 기억공간 주소 

값을 갖게 되나, 이는 의미적으로 p가 a의 기억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각화하였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배정문의 실행 결과로 q가 b의 기억공간을 가리킨다(①). 3번째 배정문 의미

는 p가 가리키는 곳을 q가 가리키게 하는 것으로, 이 문장의 실행 결과는 그렇게 시각화된다(②).

다음은 표준 입, 출력문에 대한 시각화를 기술한다. C에서 표준 입, 출력은 scanf()와 printf()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한 시각화는 그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으며, 단지 실행 결과에 대한 의미만을 해석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취

한다. 이것이 scanf()와 printf()에 대한 시각화 방법이다.

[그림 3]은 표준 입, 출력문 실행에 대한 시각화를 보여준다. scanf() 실행 단계에 이르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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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데이터 입력 창이 제시되어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입력할 것을 요구한다. 입력 창에는 

scanf() 상에 명세된 변수의 개수만큼의 입력란이 변수 이름과 함께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가 데

이터를 입력하고 입력 완료 버튼(Enter)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변수 n에 할당된

다. 이것이 scanf()의 실행 의미이다. [그림 3]의 두 번째 시각화 창에는 scan()의 실행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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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scanf()를 위한 입력 창은 사라지고, 대신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n의 변수에 할당된다. 

여기서 사용자가 20을 입력했다고 가정한다. printf()의 실행 의미는 출력 문자열을 제어 문자를 

사용하여 형식에 맞추어서 출력한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출력 창을 마련하여 이곳에 printf()로 

출력되는 문자열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으로 printf()를 시각화한다. [그림 3]의 printf() 실행 결과

로 해당 출력 문자열이 출력 창에 디스플레이된다(②).

다음은 복합문에 대한 시각화를 기술한다. C에서 복합문은 여러 개의 문장들로 구성된다. 이러

한 문장들을 [그림 4]와 같이 상자 안에 나열된 순서대로 나타내고, 첫 문장부터 순서대로 실행시

킨다. 여기서 각 Si(1≤i≤n)는 문장을 나타내며,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임의의 문장 유형일 

수 있다. 화살표는 다음에 실행될 문장을 나타낸다. [그림 4]에서 화살표가 S1을 가리키므로, 다음

에 실행될 문장은 S1이다. 이 문장 실행 후에 화살표는 S2를 가리키게 된다. 복합문의 각 문장에 

대한 시각화는 <표 1>에 제시된 문장 유형별 시각화 방법에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선택문 실행에 대한 시각화를 선택 구조의 순서도에 기반하여 고려한다. 제어문

의 실행 과정에 따른 제어 흐름을 순서도를 통해서 시각화는 것이 제어 구조 시각화 방법이다. 이

를 위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제어문의 소스 코드와 이에 대한 순서도를 동시에 시각화 창에 디스플

레이하고, 제어문의 실행 과정을 화살표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와 순서도상에서 동시에 이동시켜가

면서 보여준다. 따라서 실행된 코드의 의미를 순서도 상의 동적 제어 이동과정을 통해서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C에서는 선택 구조를 위해서 if 문, if-else 문, switch 문 등의 다양한 선택문을 제공한다. 여기

서는 가장 일반적인 선택문, if-else 문의 실행에 대한 시각화만을 고려한다. 다른 선택문은 

if-else 문으로 표현 가능하므로, if-else 문에 대한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그

림 5]는 if-else 문의 실행에 대한 시각화의 예를 보여준다. 먼저, 사용자가 문장 입력창을 통해서 

선언문과 if-else 문을 입력하고, 순차적으로 실행을 요청한다. 다음에, if 문 실행 요청 시, 해당 if 

문의 실행 시각화를 위한 별도의 시각화 창이 새롭게 생성되고, 이 새로운 창에 if 문의 소스 코드

와 이 문장에 대한 순서도가 함께 디스플레이 된다. 소스 코드와 순서도에는 화살표가 각각 다음에 

실행될 첫 위치, 조건 식 부분을 가리킨다(①). 

학습자가 실행 버튼을 누르면, 조건 식이 평가되며, 따라서 다음에 실행될 위치는 then-부분이

거나 else-부분이다. 화살표가 어느 부분으로 이동할 지는 조건 식의 평가 결과에 따른다. 예제에

서는 n의 값이 홀수이므로, 조건 식의 평가 결과는 false이고, 따라서 화살표가 else-부분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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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된다(②). 학습자가 실행 버튼을 다시 누르면, else-부분의 문장이 실행된다. 예제에서 else-부

분이 한 개의 문장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if-else 문이 완전히 실행되었으며, 화살표는 if 문의 다

음을 가리키게 된다(③).

반복 구조의 시각화도 선택구조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C에서는 반복 구조를 위해

서 for, while, do-while 등의 다양한 반복문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반복문, while 

문의 실행에 대한 시각화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다른 유형의 반복문은 while 문으로 표현 가능하

므로, while 문에 대한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그림 6]은 while 문의 제어 구조에 대한 시각화의 예를 보여준다. 문장 입력창에는 한 개의 선

언문과 while의 반복문이 입력되어 있다. 사용자가 while 문 실행을 요청하면, 선택문의 경우에서

처럼 시각화 창에 while 문의 소스 코드와 그 순서도가 각각 디스플레이 되고, 화살표가 while 문

의 실행 시점인 조건 식을 가리킨다(①). 여기서 조건 식이 참인 경우이므로, 제어는 while 문의 본

체로 이동되고, 화살표는 이러한 제어 흐름을 반영하여 이동하게 된다. 즉, 소스 코드와 순서도 상

에서 while 문의 본체 부분으로 이동하게 된다(②). 학습자가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본체의 문장이 

실행된다. 예제에서 본체가 한 개의 문장만을 포함하므로, 제어는 while 문의 조건 식으로 다시 이

동한다. 이러한 제어 흐름을 반영하여 화살표가 이동한다(①). 위의 실행 과정은 조건 식이 false가 

될 때까지 반복되고, 화살표도 이러한 실행 흐름에 따라서 ①, ② 사이를 반복하면서 이동하게 된

다. 각 반복시마다 sum의 값이 1만큼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값 증가는 sum 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sum의 값이 10이 될 때 조건 식의 값이 false가 되며, 이 때 제어는 while 문을 빠져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서 화살표도 while 문 밖으로 이동한다(③). 즉, 화살표는 while 문의 다음 문장을 

가리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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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구조는 1, 2,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또는 반복 구조일 수 있다. 제어 

구조에 포함된 문장이 또 다른 제어 구조일 수 있다. 이러한 제어 구조가 중첩 제어구조이다. 중첩 

제어 구조는 제어 구조가 여러 수준으로 중첩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제어 구조에 대한 시각화

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고, 실행의 흐름을 제한된 시각화 창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본 논

문에서는 중첩 제어구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계층적 시각화를 고려한다. 이

를 위해서 각 제어 구조의 시각화를 위해서 별도의 새로운 시각화 창을 고려한다.

가령, c1의 제어문에 또 다른 제어문 c2가 포함된 중첩 구조를 생각해보자. c1이 실행은 시각화 

창 w1상에서 시각화된다고 가정한다. 제어문 c1이 실행되면서 실행 시점이 c2에 이르면, c2를 위

한 새로운 시각화 창 w2를 생성하여 현재의 시각화 창 w1에 적절히 중첩하여 디스플레이 한다. 

이 때 w1은 비활성화 되고, w2가 활성화되면서 현재 시각화 창이 된다. c2의 시각화는 w2상에서 

이루어진다. c2의 실행이 종료되면, w2는 사라지고 비활성화 되었던 w1이 다시 활성화되고, c1의 

다음 문장이 계속 실행되게 된다. 따라서 w1에서는 화살표가 c1 다음의 문장을 가리키게 된다.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임의의 중첩 제어구조가 단계적으로 계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여러 수

준으로 중첩된 복잡한 제어구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시킬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복잡

한 제어구조를 단계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7]은 중첩 제어구조에 대한 시각화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7]의 (1)은 C 문장 입력 창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시킬 때, 실행 시점이 while 문에 이르렀을 때 이 while 문에 

대해서 생성된 시각화 창을 보여준다.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hile 문의 소스 코드와 순서도

가 각각 디스플레이 되고, 화살표가 각각에 대해서 실행시점을 가리킨다(①). count의 값이 1인 경

우에, 조건 식이 참이 되므로, while 문의 본체가 실행된다. 본체는 복합문으로 표현되었고, 복합문

에 포함된 모든 문장들이 순서대로 상자 안에 디스플레이 된다. 다음에 복합문의 문장들이 순차적

으로 실행된다. 화살표는 복합문 내에서 다음에 실행될 문장을 가리킨다. 다음 실행이 if 문에 이르



공학교육연구118



第10券 第3號 2007年 9月 119

렀을 때(②), 이 문장은 제어문이므로, [그림 7]의 (2)와 같이 if 문에 대한 시각화를 위한 시각화 

창이 생성되고, while 문의 시각화 창에 적절히 중첩된다. 이 때, while 문 시각화 창은 비활성화 

되고, if 문 시각화 창은 활성화된 상태에 있게 된다. 이제 활성화된 시각화 창에서 if 문이 2절에 

다룬 방식대로 시각화된다. if 문의 실행이 끝나면, 이 문장 시각화를 위해서 생성되었던 시각화 창

은 사라지고, while 문 시각화 창이 다시 활성화된다. 그리고 다음 실행 시점은 방금 실행했던 if 

문 다음에 위치한 문장이다. 따라서 화살표가 각 소스 코드와 순서도상의 위치를 적절히 가리키게 

된다(③).

함수 호출문의 실행으로 제어는 함수 호출자로부터 피호출자로 전달된다. 다음에 피호출자가 실

행되고, 호출자는 실행 중단 상태에 있게 된다. 피호출자의 실행이 종료되면 제어는 다시 호출자에

게로 되돌아가고, 중단되었던 시점부터 실행이 재개된다. 이러한 제어 흐름은 중첩 제어구조에서의 

제어 흐름과 유사하다. 따라서 함수 호출문의 시각화는 중첩 제어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즉, 함수 호출문 실행 시에 피호출자 시각화를 위한 시각화 창을 생성하고, 이 창을 현재의 

시각화 창에 적절히 중첩시킨 다음에, 현재의 창을 비활성화 시키고 새 창을 활성화시킨다. 피호출

자는 새 창에서 시각화되고, 실행이 종료되면, 새 창은 사라지고 이전의 창이 다시 활성화되고, 호

출자의 함수 호출문 다음 문장부터 실행이 재개된다. 피호출자에 대한 시각화는 호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의의 함수 호출 시퀀스도 시각화할 수 있다. 각 함수

는 자신의 시각화 창을 통해서 시각화되고, 함수에 포함된 문장은 표 1의 방식으로 시각화되며, 제

어 구조나 함수 호출문은 앞서 다룬 2 ~ 5절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시각화 창을 통해서 시

각화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시각화는 문장 수준 단위로 단계적으로, 함수 호출과 제어 구조에 대해



공학교육연구120

서는 계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적, 계층적 시각화 방식은 프로그램 시각화를 매우 단순

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림 8]은 함수 호출문에 대한 시각화의 예를 보여준다. 먼저 main() 함수 시각화를 위한 시각

화 창이 생성되고, 그 곳에서 main()에 포함된 문장들이 순서대로 시각화된다. 사용자가 정의한 함

수 호출문 swap(..) 실행 시에(①), swap() 실행을 위한 시각화 창이 생성되고, main() 시각화 창에 

중첩되어 적절히 디스플레이 된다. 함수 실행 시작 시점에서(②), 이 함수의 매개변수와 지역변수

에 대한 기억공간이 할당되어 있고, 호출문의 실 매개변수의 값들이 함수의 형식 매개변수에 전달

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swap() 형식 매개변수 x, y가 각각 대응 실 매개변수 a, b를 가리키게 된

다. 함수의 실행이 종료되면, swap() 시각화를 위해서 생성되었던 창이 사라지고, main()의 시각화 

창이 다시 활성화되고, 화살표는 swap() 호출문 다음을 가리키게 된다. 이 때 a, b의 값은 swap()

의 수행 결과로 서로 바꿔진 상태에 있게 된다.

Ⅳ. 

여기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시각화 방법을 구현한다. 구현 결과의 시스템은 해석기에 

기반한다. 해석기 기반이라 함은 컴파일 방식과 상반된 개념으로, 프로그램이 문장 단위로 해석되

어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는 BASIC 언어와 같이 프로그램의 한 문장을 입력하고, 

즉시 실행시켜서 그 문장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논문에서 고려한 문장 수준 단위의 프로

그램 시각화와 잘 부합된다.

시스템은 크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해석기, 시각정보클래스, 시각화기로 구성된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는 사용자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문장을 입력하고, 입력된 프로그램이나 문장

을 단계별로 실행하고, 각 단계별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해석기는 크게 어휘 분

석 모듈과 구문 분석 모듈로 구분된다. 어휘 분석 모듈은 입력된 프로그램이나 문장에 대한 어휘 

분석을 수행한다. 구문 분석 모듈은 프로그램이나 문장에 대해서 어휘 분석 모듈로부터 생성된 토

큰을 사용하여 구문지향 번역(syntax-directed translation)[Aho et al., 1986]에 기반하여 구문 

분석을 수행하고, 문장을 해석하고, 해석된 결과를 시각정보 클래스를 생성하여 시각화기에 전달한

다. 시각정보 클래스는 문장을 시각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시각화기는 처리 모듈

과 그리기 모듈로 구성된다. 처리 모듈은 문장의 시각정보 클래스로부터 시각 정보를 추출하고, 이

러한 정보를 시각화기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다. 그리기 모듈은 처리모듈로부터 가공된 

정보를 전달받아서 시각적인 표현으로 변환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한다.

시스템은 웹 기반 사용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상의 GUI를 통해

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언어는 Java이며, 사용된 개발 도구로, 

JSDK 1.5, JBuilder 7.0, Dreamweaver 4.0을 사용하였다. 해석기에 포함된 어휘 분석 모듈 개발 

위해서 JFlex(JFlex)를 사용하였고, 구문 분석 모듈 개발을 위해서 Java CUP(CUP)을 사용하였다. 

시스템 사용 환경으로, CPU는 인텔 펜티엄 III 850MHz, 메모리 256MB, 웹 브라우저 MS Explorer 

6.0 정도 수준이면 된다. 이 정도의 사양을 갖춘 컴퓨터에서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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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9]는 예제 C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의 실행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예제 프로그램의 한 실행 단계에 대한 

스냅샷(snapshot)을 보여준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은 크게,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된다. 좌측은 

입력된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창, 문장 입력 창, 제어 구조 문장 입력 창, 에러 및 경고 메시지 창으

로 구분되고, 우측은 시각화 창과 프로그램 출력 창으로 구분된다. 제어 구조가 아닌 단순 문장은 

문장 입력 창을 통해서 입력되고, 제어 구조 문장은 제어구조 문장 입력 창을 통해서 입력된다. 문

장이 입력되는 즉시, 입력된 문장은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창에 디스플레이되고, 해석되

어 실행되며, 그 실행 결과는 시각화되어 시각화 창에 디스플레이된다. 좌측의 실습 애플릿 초기화

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버튼이다.

[그림 9]의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창은 두 개의 문장이 입력되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문장, 선

언문은 문장 입력 창을 통해서 입력되며, 그 실행 결과는 시각화창에 시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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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에, 사용자가 두 번째 문장, while 문을 제어 구조 문장 입력 창을 통해서 입력하면, 이 

while 문의 실행과정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별도의 시각화 창이 생성되어 현재의 main 창에 중첩

되어 배치된다. 이 시각화 창은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좌측에는 입력된 제어문의 코드가 

디스플레이 되며, 우측에는 이 제어문에 대한 순서도가 시각화된다. 좌측의 손가락 이미지는 소스 

코드 상에서 현재 실행 위치를 가리키며, 우측의 화살표는 이에 대응한 순서도 상의 실행 위치를 

가리킨다. 순서도 하단에 두 개의 버튼, 단계별 실행과 강제 종료가 존재한다. 단계별 실행 버튼은 

제어문의 실행을 다음 실행문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되며, 강제 종료 버튼은 현재 제어문 실행을 종

료화시킬 때 사용된다. while 문내에서 if 문이 실행되면, 이 문장이 제어 구조이므로, 이 문장의 

실행과정을 시각화하기 위한 별도의 창이 생성되어 현재의 창에 중첩되어 배치된다. [그림 9]의 

마지막 실행 단계는, 사용자가 while 문의 scanf() 문장을 통해서 1, 2, 3을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

에, while 문의 if 문 실행의 시작 단계로 조건문이 검사되는 과정이다. main 창의 시각화 창에서 

while 문의 두 번 반복 실행 결과로, sum은 1과 2의 합인 3을 포함하고, n은 그 세 번째 반복에서 

입력된 3의 값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본 논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이 러닝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시각화 방법을 C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을 구현하고,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현 결과의 시스템의 

실행 예를 보였다. 제안된 방법은 C 언어의 각 문장 유형별로 고려되었으며, 이러한 문장 유형은 

대부분 다른 언어의 문장 유형에 대응시킬 수 있으므로, 제안된 방법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

해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제안된 해석기 기반 프로그램 시각화 방법은 초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을 위한 이 러닝 콘텐

츠 개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아직까지 컴퓨터 프그래밍 관련 이 러

닝 콘텐츠 상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프로그래밍 실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

로그램 실행과정에 대한 시각화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프로그램 이해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컴퓨터 과학에서 필수적인 기초이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프로그래밍 교

육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논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시각화 기능을 탑재

하여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콘텐츠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학교 수업 보조 도구로서, 

학생의 수학 보조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시각화 방법은 다른 공학 교

육의 가상 실험, 실습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구현된 시스템은 현재 그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시스템에서 아직 C의 전체 집합

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배열, 레코드 등의 구조체 타입과 재귀 함수 등은 시각화해야 

할 데이터나 코드가 상당히 크며, 이들을 그래픽 이미지화하여 제한된 공간에 효과적으로 표현해

야 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Myers, 1986]. 앞으로, 이러한 연구 과제 수행

을 통해서 논문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C의 전체 집합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안된 프

로그램 시각화 방법을 Java, C#과 같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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