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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DA는 UML과 XMI 표준을 사용해 플랫폼에 무관한 설계모델에서 플랫폼에 의존적인 실행 가

능한 모델을 생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UML의 Statechart를 대상으로 XMI 정보를 추출하

고 이로부터 Java 소스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알고리듬을 구현하였다. 에어컨 시스템을 사례로 비

즈니스 로직이 포함된 소스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알고리듬을 구현하였으며 XMI의 사용으로 두 개

의 다른 CASE 도구 각각에서 설계된 모델이 동일한 소스코드를 생성함을 확인 했다. 

 

1. 서론 

설계모델을 정의하고 그로부터 소스코드를 생성

하면 일관되고 정확한 소스코드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MDA (Model Driven Architecture)는 

‘설계모델’에서 ‘실행 가능한 구현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기술로써 2001년 OMG에서 제안하였다. 

MDA는 이러한 모델을 통해 플랫폼에 무관한 실

행 가능한 소스코드의 구현을 가능케 한다. MDA

의 핵심 요소로 UML (Unified Modeling Langu- 

age)과 XMI (XML Metadata Interchange) 표준

이 사용된다. UML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모델

링하기 위한 언어이고 XMI는 메타데이터 변환 표

준으로 모델간 변환을 위해 사용한다. 

Together, Rose와 같은 대부분의 CASE도구에

서 MDA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구에서

의 모델 변환은 서로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또한 설계모델로부터 생성된 소스코드가 도구

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XMI 정보를 사용하여 생성된 소스코드가 일관성

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한다. 

Together, Rose와 같은 CASE 도구 대부분은 

Class 다이어그램의 소스코드 자동생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Class 다이어그램의 소스코드는 

Class간 관계와 Class내 속성만으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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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소스코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UML의 동적 

모델 중 하나인 Statechart는 시스템 또는 객체의 

상태, 객체 간 상태 변환을 모델링 할 수 있는 다

이어그램이다. Statechart의 소스코드 생성과 관

련된 연구에서는 객체의 상태를 정형적인 언어로 

표현하여 시스템의 로직을 포함하는 코드를 생성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Statechart의 소

스생성 기법만을 언급하고 생성된 소스코드는 그 

생성기법에 따라 매뉴얼코딩을 한 것으로 이는 설

계모델의 해석에 따라 소스코드결과가 다르게 나

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둘째로, 

Statechart의 소스코드생성을 자동화 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구현하여 로직이 포함된 소스코드를 

생성한다. 

2. Statechart 관련 연구 

표 1은 Statechart와 관련된 연구 중 소스코드 

생성을 다룬 연구들이다. 

[표 1] Statechart와 관련된 문헌 

문헌 UML XMI CASE 생성기법 

Ali[1] State 

Active  

N Elevator 

Simulation 

State 

Design 

Pattern 

(SDP) 

Allegrini[2] State  Y Turnstile SDP 

Niaz[3] State  N Air 

Conditioner  

SDP 

Pintér[4, 5] State  N N Extended 

Hierarchi-

cal 

Automata 

Niaz[6] State  N Cassette 

Player 

SDP 

Blech[7] State  N N Switch/ 

Case Loop

Niaz[8] State 

Class  

N Air 

Conditioner 

외 5 개 

SDP 

Niaz[9] State  N Air 

Conditioner  

SDP 

Sengupta[10] State 

Seque

-nce 

Y Library Sequence 

Diagram 

2.1 관련 연구 

소스코드 생성면에서 Statechart는 문법 구현의 

비정형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3, 5]. 표 

1에서처럼 Statechart의 코드생성기법으로 State 

Design Pattern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1-3, 

6, 8, 9]. 특히, Niaz[3, 6, 8, 9]는 State Design 

Pattern을 확장하여 State간의 상속관계를 

나타내었다. 각 State를 Class로, Composite 

State의 Substate의 모든 Transition과 Action을 

Superclass 내에 포함하여 그 결과 생성된 

코드는 Superclass 와 Subclass, 이들 사이의 

Abstract Class를 나타낸다. 

표 1에서 XMI에 대한 언급을 한 연구는 2편 

[2, 10]으로 이 중 Senqupta et al. [10] 

연구에서는 Sequence 다이어그램을 OCL과 

XMI를 사용하여 소스코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Statechart로 변환하여 

XMI를 통한 모델간 변환을 보여주었다.  

3. 소스생성 절차와 알고리듬 

본 연구에서는 소스코드 생성기법으로 State 

Design Pattern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State의 

Substate를 Abstract Class 계로 표현하여 

코드화 할 수 있다. 그러나 Hierarchy, History, 

Concurrency의 표현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소스코드 

표현을 특정 사례에 한정적으로 구현하였다.  

3.1 생성 절차와 알고리듬 

 

[그림 1] 소스코드생성 절차 

본 연구에서는 CASE 도구에서 생성한 XMI가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소스코드를 생성하였다.  

생성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2단계로 구성 

되었다. 1단계에서는 CASE도구를 사용하여 

Statechart로부터 XMI파일을 생성하고 DOM 

파서를 사용하여 생성된 XMI 파일을 읽어 들여 

소스코드 생성에 필요한 XMI 노드의 정보를 

1차적으로 추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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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정보를 입력으로 소스코드 생성 알고 

리즘을 통해 JAVA 소스코드를 생성한다. 그림 

2는 1단계에서 소스코드에 필요한 다이어그램의 

메타정보를 XMI파일에서 추출하는 알고리듬의 

도안이다. State의 Transition은 State 노드의 

xmi.idref를 통해 Transition 정보를 찾고 

Transition의 xmi.idref를 통해 SignalEvent  

노드의 name 정보를 찾아 State의 Transition의 

Event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림 2] State의 Transition명 검색 절차 

4. 적용 사례 – Air Control System 

 

[그림 3] 에어컨 시스템의 Statechart 

에어컨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한 비즈니스 로직

을 담고 있다. 그림 3의 에어컨 시스템은 온도와 

풍속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고 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어컨 

시스템을 고정 온도와 고정 풍속을 제한하는 

ECA (Event, Control, Action)을 포함하고 시스템

이 종료될 때 마지막 수행 상태를 저장하는 

History State를 포함하였다. 이의 Statechart에

서 XMI를 생성하고 DOM 파서를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은 소스코드생성에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

하였다. 추출된 정보를 소스코드화한 결과로 그림 

6과 같은 Java 소스코드를 생성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동 생성된 에어컨 컨트롤 시스템의 

Java 소스코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4] 소스코드 생성에 필요한 XMI 정보 추출 

 

[그림 5] 자동 생성된 Java 소스코드 (일부) 

5. 소스생성과 XMI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두 개의 도구 각각에 

동일한 에어컨 컨트롤 시스템을 설계하고 XMI 

파일로 각각 변환, 이를 본 연구에서 구현한 

소스코드생성 알고리듬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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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소스코드를 생성한다.  

[표 2] 소스코드 생성 산출물 비교 

 Borland Together  

Architect(2005) 

IBM Rational Rose  

(v 7.0.0) 

Model 

Export  

format 
UML 1.4/XMI 1.1 UML 1.4/XMI 1.1 

XMI 813 LOC 1577 LOC 

Source

Code 
110 LOC 110 LOC 

그 결과로 각 도구에서 생성된 XMI 파일은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구현한 엔진을 통해 생성된 코드의 LOC 는 

도구간에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XMI를 사용으로 동일한 설계모델에서 동일한 

소스코드 생성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UML Statechart의 XMI 정보를 

State Design Pattern을 사용하여 객체의 동적 

모델을 소스코드화 하는 생성 알고리듬을 

구현하였다. 이에 대한 에어컨 시스템 사례를 

대상으로 110줄의 소스코드가 생성되었으며 이 

코드에는 시스템의 비즈니스 로직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XMI를 통해 설계모델을 코드화한 

결과 동일한 JAVA 소스코드가 생성되어 XMI의 

사용으로 소스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UML의 최신 

버전(2.0)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례에 있어 그 

규모가 작아 본 연구에서 구현한 소스생성 

알고리듬의 효과를 입증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UML 2.0의 메타모델 정보를 

사용하고 도메인을 웹으로 국한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 가능하게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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