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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I 기반 상태도의 소스코드 자동생성 엔진 구
☆

Code Generation from the Statechart Based on XMI

임 좌 상* 김 진 만**

Joasang, Lim Jinman, Kim    

요    약

UML의 상태도는 CASE 도구마다 다르게 표 될 수 있어서 실제 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시스템이 동작하는 측면을 효과
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에서 활용성이 높다. 상태도에서 소스를 생성하는 선행 연구를 보면, 단순한 분기문 는 설계패

턴 등을 용하고 있지만 그 기술에 따라 생성된 소스코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태도를 문법형식에 맞게 
엄격히 정의해서 소스코드를 생성하 다. 우선 서로 다른 CASE도구에서 작성된 상태도에서 추출된 XMI를 정제하 다. 여기
서 EHA로 변환을 한 후 상태를 인식하 다. 그리고 상태도의 메타모델에 사용된 요소별로 자바 로그래 으로 환하여 소
스코드를 생성하고 기능성과 유지보수성을 측정하여 생성된 코드를 검증하 다. 본 논문에서 용된 사례는 ‘에어컨’으로서, 

다양한 상태와 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생성에 합하여 선정하 다. 그 결과 에어컨 사례의 상태도로부터 CASE 독립 인 
XMI를 추출하여 정련한 후, 상태도에서의 동시성과 계층이 성공 으로 표 되었음을 확인했다. 향후 좀 더 큰 규모의 시스템
에 용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Despite some practical confusion over the variations in the diagram which may be drawn differently depending upon the 

CASE, the statechart of UML has been widely used to show the dynamic behaviour of the systems. Prior research has employed 

either simple switch-case statement or the state design pattern to generate source code from the statechart, which may result 

in varying source codes. This paper made an attempt to formally define the statechart and generate source codes from it. 

Firstly we cleaned up the XMI which was generated from different CASEs. This XMI has been translated to the EHA to identify 

automata contained in it. Then the elements of the statechart metamodel were mapped to the java programs. We also 

verified the quality of source codes by measuring functionality and maintainability. The case employed in this study was the 

air conditioner. The reason was that the case includes various states and transitions of interest. It was found that XMI was well 

extracted by removing some legacy codes in the CASE and the source codes were then successfully generated with the 

concurrency and hierarchy of the statechart.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validate it practical significance with a larger case.

☞ keyword : Statechart, XMI, Code Generation, 상태도, XMI, 소스코드생성

1. 서   론 

소스코드 생성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로서 우리가 익숙한 ‘컴 일러’는 고 언어를 기

계코드로 생성하는 것이다. 한 템 릿 등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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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스코드를 생성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모델에서 구 코드를 생성하는 것으로 한정한

다. 이러한 연구는 1997년 OMG (Object Management 

Group)에서 만들어낸 시스템모델링 언어인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이 실질 인 표 으로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소스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생산성, 오류를 이는 방안으로 환 받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에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활용하여 모델 간 변환  코드 자동 

생성 연구[2,3]가 이루어졌다.

소 트웨어개발에 있어 설계모델은 개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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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태도에서의 소스코드생성 연구시스템 는 제품의 추상 인 면을 보여 으로 구

작업을 용이하게 만들고, 이에 기반한 소스코드 

생성은 매뉴얼 코딩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최소화

하고 반복되는 코드의 수를 일 수 있어 소 트웨

어 개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4].

UML의 메타모델은 다른 정형 인 언어로 구

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델 표 화에 

따라 소스코드 생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성되는 

코드의 양은 UML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를 들어, 클래스다이어그램은 구조상 클래스명, 속

성, 메소드, 클래스간 계만을 나타내므로 이를 통

해 생성된 소스코드의 양이 다. 코드의 양을 늘

리기 해서는 시스템의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시

켜야 한다. 이는 시스템의 동  활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UML의 상태도 는 활동다이어그램을 통

해 모델링 된다.

동  모델을 이용하여 소스를 생성하는 연구는 

주로 상태도를 상으로 그 구성요소 ( : state, 

substate, composite state, transition)를 자바와 같은 

정형 인 언어로 변경하는 생성기법을 제시했다 

[10]. 그러나 그 생성기법이 UML의 메타모델을 기

반으로 하기보다는 생성된 상태도를 직 참조하고 

있어, 개발자의 다이어그램  코드생성기법 이해

수 에 따라 생성되는 코드가 달라지는 문제 이 

있다. 한 상태도는 동시성, 계층과 같은 비정형

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표 화된 코드 생성에 

어려움이 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XMI (XML Metadata Interchange)

에 기반하여 상태도의 소스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엔진을 구 하 다. 한 EHA (Extended Hierarchical 

Automaton)를 활용하여 상태도에 포함된 비정형

인 요소를 표 하 다. 구 된 엔진의 코드 생성을 

확인하기 해 CASE (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도구에서 생성한 상태도의 XMI 일 

(상태도 메타모델)을 상으로 소스코드를 생성했

다. 그 결과 생성된 코드에는 동시성, 계층이 성공

으로 표 되었고, 상태도에 표 된 로직이 모두 

구 되어 있음을 테스트 이스를 통하여 확인하 다.

2. 련 연구와 근 방법

2.1 상태도에서의 소스코드 생성 연구

UML의 다른 다이어그램에 비해 상태도는 시스

템의 동 인 측면, 즉 객체나 시스템의 상태 표

에 매우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도는  

비정형  요소로 인해 소스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6,8]. 를 들어, Pintér[8]는 UML 상태도

가 계층, 동시성, 상호 벨 이 (interlevel transition)

와 같은 상태 간 계의 표 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 하 다. 이러한 문제는 ‘모델’과 ‘ 로그램’과

의 호환이 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태도를 활용한 소스코드 생성 연구는 크게 (1) 

Switch/Case, (2) State Pattern, (3) EHA 기법을 사용

하고 있다 (표 1 참조). 

Switch/Case 기법[12]은 다른 기법에 비해 매우 

간당한 방식으로 코드를 생성한다. 이는 상태도 모

델링 도구인 Rhapsody[13]에서 용되고 있지만 분

기문의 사용으로 인해, 변경에 취약하고 동시성, 계

층을 표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다음으로 State Pattern은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

고 있다[5,6,9,11]. 이 기법은 인터페이스의 사용으

로 상태도의 모든 이벤트를 함수로 선언하고, 상태

는 클래스로 인식하여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구

조로 소스코드를 생성한다. 이는 상태 이 

(transition)를 쉽게 코드로 인식하지만 Switch/Case

기법과 마찬가지로 동시성, 계층을 표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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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ML로 표 한 상태도 (a)와 EHA 용한 상태도 

(b)의 비교

려움을 가지고 있다[8].

마지막으로, EHA는 상태도의 계층, 동시성, 이

를 정형화시키기 한 기법으로 복합상태의 하

상태를 자식 클래스로 인식하여 계층 계를 코드

화 할 수 있다. 이 외에 Pintér[8]의 연구에서 생성기

법으로 AST (Action-State Tables)와 QHSM (The 

Quantum Hierarchical State Machine)을 소개하고 있

다. AST는 상태와 련된 이벤트를 테이블로 구

하여 한 이벤트가 특정 상태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는 Switch/Case 기법에 

비해 빠르게 수행되지만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계층, 동시성을 지원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QHSM은 이벤트 핸들러 방식에 기

반하여 코드를 생성한다. 이는 계층과 이의 효과

이고 유연한 구 을 지원하지만 이와 연 된 

액션을 직 으로 표 할 수 없고, 동시성이 지원

되지 않는다.

2.2 연구방법의 결정

2.2.1 XMI

본 연구에서는 소스코드 생성을 해 XMI 모델

을 용한다. XMI는 OMG에서 2000년에 제시한 메

타데이터 변환 표 이다. 재 UML 모델은 CASE 

마다 표  방법이 달라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XMI의 사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 즉, CASE 간 모델교환이 XMI 사

용으로 UML 모델의 정보 손실 없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UML 모델은 XMI를 통해 랫폼에 

독립 인 메타데이터를 추출함으로 소스코드 생성

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XMI로부터 소스코드

를 생성하는 연구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 Senqupta 

[14]는 순차다이어그램을 OCL(Object Constraint 

Language)과 XMI를 사용하여 소스코드를 생성한 

다음, 이를 입력으로 상태도를 생성하여 모델 간 

호환성을 유지하 다. 한 Sturm[15]는 XMI를 사

용하여 소스코드를 직 으로 생성하 다. 이 연

구에서는 UML 모델로부터 XMI 일을 생성하고, 

그로 인해 개발품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MI를 용하여 상태도 

설계모델에서 소스코드 생성에 필요한 메타정보를 

추출한다.

2.2.2 EHA

1장에서 상태도에서 소스코드를 생성하는 동안

에 모델에서 표 된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 을 지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 가운데 계

층과 동시성을 EHA를 용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EHA는 Mikk[16]의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상태

도의 코드변경 시 표 하기 어려운 상호 벨 이, 

동시성, 계층과 같은 계를 오토마타 (Automata) 

이론을 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를 들어, 상태도 

이의 이벤트는   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참조: [16] EHA 정의 3). 첫 번째 요소인   는 ‘순

차  오토마타’의 집합을, 두 번째   는 ‘이벤트 

집합’을, 마지막  은   에서의 ‘합성기능’을 나타

낸다. 그림 1은 기존의 상태도 (a)를 변환하여 EHA 

(b)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a)의 상태 

s1과 복합상태 s2가 (b)에서 오토마타 A1으로 표

되었고 s1과 s2간의 이벤트 (e1, e2)를 담고 있다. 

한 (a)의 복합상태에 있는 상태 s3과 s4는 (b)의 오

토마타 A2로 표 되었고 A1과 마찬가지로 이벤트

를 담고 있다. 이처럼 상태도를 EHA기법으로 정제

하면 복잡한 계 (동시성, 상호 벨 이, 계층)가 

단순하게 순차 으로 표 된다. (그림 1)의 (b)를 

EHA 식으로 표 하면 식 (1)과 같다 (식에서의  

는 (b)에서의 화살표 선을 나타냄).



XMI 기반 상태도의 소스코드 자동생성 엔진 구

164 2011. 12

(그림 2) 본 연구에서 용한 소스코드 생성 차

   
  

    
 
  
 
  

    
   
 


   
    

(그림 3) XMI기반 소스코드 생성 알고리듬

        식(1)

이와 같이 EHA는 상태도의 복잡한 계를 단순

하게 나열하여 그 계를 정해진 정의에 의해 조망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태도의 복

잡한 계 정보를 추출하기 해 이를 단순하게 나

열할 수 있는 EHA 기법을 사용한다.

3. 자동 소스코드생성 알고리듬 구

본 연구에서는 XMI로 표 된 상태도로부터 소

스코드를 3단계에 걸쳐 자동 생성한다 (그림 2 참

조: (1) EHA 변환기 (오토마타 추출), (2) 요소인식

기 (메타정보의 요소 계 인식)  (3) 코드 매핑기 

(소스코드 생성)). 단계별로 수행하는 작업을 상세

하게 입력, 출력, 알고리듬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EHA 변환기

XMI 메타정보로부터 오토마타를 추출한다.

∙입력: 상태도의 XMI (CASE에서 자동 생성)

∙출력: XMI에서 인식된 오토마타 (그림 2)의 

EHA_XMI)

∙알고리듬: XMI 일에서 Unisys 코드*나 

CASE도구 확장 정보**를 제외한다. 이후 그림 

3의 (1), (2)를 통해 복합상태는 한 개의 오타마

타로, 분기동기화 (fork)의 경우에는 이의 수

만큼 오토마타로 인식한다.

2단계 - 요소인식기

XMI 메타정보에서 소스코드와 계된 요소들을 

인식한다.

∙입력: 오토마타 일 (1단계 출력 EHA_XMI)

∙출력: 상태도의 각 구성요소 id (xmi.id, xmi. 

idref)와 이 계 정보

 * XMI에 포함된 치, 색 정보를 제외한다.

** Together, Rose 도구의 확장정보를 제외한다.

∙알고리듬: EHA_XMI 일에서 (그림 3)의 (3)

을 사용하여 한 상태가 참조하고 있는 이를 

식별하고 이벤트가 발생 할 때 변환 되는 상태

정보를 추출하고 상태 이를 발생시키는 이

벤트 정보를 추출한다. 이 후 그림 3의 (4)를 

사용하여 이벤트의 이름 정보를 추출한다.

3단계 - 코드매핑기

앞 2단계에서 출력된 상태도의 구성요소 정보 

(상태, 이, 이벤트)를 자바 구조체와 매핑하여 코

드를 생성한다.

∙입력: 인식된 상태도 구성요소의 정보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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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도 

메타모델요소

자바 

구조체
비고

CompositeState, 
SimpleState

클래스
상속 

(슈퍼, 서  클래스)

Event 함수
실제 클래스 함수, 

추상클래스 멤버함수

Guard 조건문 멤버함수 내 조건문

(표 2) 상태도 메타모델요소와 자바 구조체 매핑

(그림 5) 에어컨 시스템의 상태도

원 상태 이벤트 환 상태

Stop powerBut Operating

Operating powerBut Stop

Heater
modeBut Cooler

Fixed(temp>27) FixedHeater

Cooler
modeBut Heater

Fixed(temp>23) FixedCooler

High speedBut Low

Low speedBut High

FixedHeater Fixed(temp<28) Heater

FixedCooler Fixed(temp<24) Cooler

(표 3) 에어컨 시스템의 이벤트에 따른 상태 환 

출력, 메모리에 장)

∙출력: 자바 소스코드

∙알고리듬: (표 2)와 같이 상태도 메타모델요소

를 자바 구조체와 매핑하여 실제 코드 정보 

(클래스 명, 메소드 명, 조건문)로 인식한다. 

SimpleState, CompositeState 요소는 각각 서

클래스와 슈퍼클래스로, Event와 Guard 요소는 

메소드명과 메소드 내 로직 정보로 인식된다.

소스코드생성엔진은 XML처리가 쉬운 스크립트 

언어인 Tcl로 구 되었다. UML은 재 2.3이 발표

되었지만 재 많이 쓰이고 있는 UML 1.4를 상

으로 한다. CASE 도구간의 호환을 해 XMI 1.1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CASE 도구로 Borland 

Together Architect 2005, IBM Rational Rose 7.0을 사

용했다. 

4.    용

4.1 사 례

본 연구에서는 Niaz[6]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

를 선정하 다.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그림 5)

에서 보듯이 사례는 크게 Stop  Operating 2개의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Stop상태로, 에어

컨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이 때 powerBut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구동되면서 두 번째 상태인 

Operating상태로 환된다. Operating 상태는 복합상

태로 그 안에 6개의 하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로, Heater 상태는 modeBut 이벤트가 발생하면 

Cooler 상태로 Fixed(temp>27) 이벤트가 발생하면 

FixedHeater 상태로 환된다. 나머지 상태의 환 

계는 (표 3)에 나타냈다.

4.2 소스코드 자동 생성

자동소스코드 생성엔진을 통해 생성된 소스코드

는 (그림 6)과 같이 11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졌으며, 

이  상황을 나타내는 클래스의 코드 2개 (시스템 

체를 나타내는 AirCon, 작동상태를 나타내는 

Operating)를 (그림 7)에 나타냈다. 추상클래스는 실

제 클래스의 공통 인터페이스를 추출하여 2개가 생

성되었다 (AirConState, OpState). 상황클래스로부터 

달된 요청을 처리하는 실제클래스는 8개가 생성

되었다 (AirConState 클래스를 상속받는 Stop,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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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에어컨 사례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7) 에어컨 사례의 자동 생성된 소스코드

( 체 11개 클래스  일부)

(그림 8) 에어컨 사례의 상태도 XMI (일부)

(그림 9) 에어컨 사례의 EHA (일부)

(그림 10) 에어컨 사례의 EHA

(AirCon 상황클래스 입장에서는 실제클래스로 인

식 됨 (그림 6 참조)) OpState 클래스를 상속받는 

Cooler, Heater, FixedCooler, FixedHeater, High, Low). 

상태도의 가드는 ( : Cooler 상태일 때는 temp > 

23) 상태 변환을 수행하는 함수 ( : Cooler 클래스

의 Fixed()) 내의 조건문으로 생성하 다.

4.3 사례의 소스 생성을 한 EHA 변환 과정

본 연구에서는 상태도의 동시성  계층 계를 

나타내기 해 XMI 정보가 EHA로 변환된다. 사례

의 XMI는 (그림 8)과 같다. 이는 사례의 상태도를 

CASE 도구를 통해 XMI 일로 변환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 리 사용되고 있는 표 인 

CASE (Together, Rose)를 사용하 다 (Together에서

는 813, Rose는 1577 의 XMI). 두 개의 CASE를 

사용한 이유는 생성된 XMI가 서로 차이가 있더라

도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해서 다.

(그림 9)는 XMI 정보로부터 EHA 기법을 용하

여 나온 결과이다. 보는바와 같이 상태와 이의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의 EHA 변환을 도식화 하면 (그림 10)과 같

다. 이러한 정보의 추출은 다음과 같은 EHA 변환 

식 ((2)~(4))을 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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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 조건 상 상태 결과 상태

Cooler.Fixed() temp>23 FixedCooler FixedCooler

Heater.Fixed() temp>27 Cooler Cooler

FixedCooler.Fixed() temp<24 FixedHeater FixedHeater

FixedHeater.Fixed() temp<28 Heater Heater

(표 3) 사례에 한 테스트 이스 (Fixed() 메소드)

상태의 흐름 상상태 결과상태

Stop->Operating Operating Operating

Operating->Stop Stop Stop

Stop->Operating->Stop Stop Stop

Operating->Stop->Operating Operating Operating

Cooler->Heater Heater Heater

Heater->Cooler Cooler Cooler

Cooler->Heater ->Cooler Cooler Cooler

Heater->Cooler->Heater Heater Heater

Low->High High High

High->Low Low Low

Low->High->Low Low Low

High->Low->High High High

Cooler->FixedCooler FixedCooler FixedCooler

FixedCooler->Cooler Cooler Cooler

Cooler->FixedCooler->Cooler Cooler Cooler

FixedCooler->Cooler->FixedCooler FixedCooler FixedCooler

Heater->FixedHeater FixedHeater FixedHeater

FixedHeater->Heater Heater Heater

Heater->FixedHeater->Heater Heater Heater

FixedHeater->Heater->FixedHeater FixedHeater FixedHeater

(표 4) 사례에 한 n-switch 테스트 이스

  →  식(2)

∪→∅∈     
식(3)

사례 상태도의 상태 계층은 식 (2)와 같이 합성

기능  로 변환하여 그 계를 재설정 할 수 있다 

(참조: [16] EHA 정의 2). (그림 10)에서와 같이 

Operating 상태는 2개의 오토마타 (A2, A3)나 Stop으

로 환될 수 있다. 따라서 Operating을 2개 오토마

타의 상  상태로 인식할 수 있으며, 한 동시성

을 가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식 (3)은 

Operating의 하  상태 집합을 정의한 것으로 실제 

클래스들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식(4)

식 (4)는 ‘계층  오토마타’를 구하는 식으로 이

를 통해 클래스의 오퍼 이션 후보를 추출 하게 된

다 (참조: [16] EHA 정의 3). 

이처럼 XMI 정보로부터 EHA 기법을 용하여 

동시성과 계층 계를 추출하여 소스코드를 생성하

게 된다.

5. 평   가

본 연구에서는 (1) 사례의 상태도에 표 된 알고

리듬이 모두 구 되었는지 테스트 이스를 통하여 

기능성을 평가한다. 한 (2) 보통 자동 생성된 소

스코드는 이해가 어려운 이 있으므로 유지보수

성을 평가한다.

5.1 기능성

사례에서 사용된 가드는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4개이다 ( : Fixed[temp>23]). 따라서 (표 

3)과 같은 테스트 이스를 인식하 고, 조건에 따

라 모두 상된 상태로의 변환을 확인하 다. 테스

트 이스는 JUnit으로 로그래  하 다.

다음으로 상태의 변환과정의 테스트는 n-switch

방식으로 실행하 다[18]. 사례에서 가능한 8개의 

상태 (Stop, Operating, Heater, Cooler, High, Low, 

FixedCooler, FixedHeater)로부터 테스트 이스를 인

식하여 JUnit으로 실행한 결과 모두 상된 상태로 

변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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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지보수성

자동 생성된 소스코드는 자가 직  작성한 매

뉴얼코딩과 주 으로 비교하 다. 자동 생성된 

코드는 매뉴얼코딩과 유사하게 상태패턴에 따라 

로그램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실행하는 클래스

로 모듈화 되어있어 이해성이 좋은 편이었다. 한 

생성된 소스코드의 유지보수성을 Coleman[19]의 

MI (Maintainability Index)지표를 용하여 계량 으

로 평가하 다. MI식에는 소스코드를 단어분량으

로 (LOC가 아닌) 계산한 HV (Halstead Volume)과 

분기정도에 따라 복잡성을 나타내는 CC (Cyclomatic 

Complexity)를 사용하고 있다 (식 (5) 참조). 본 사례

에서 생성한 소스코드의 MI는 36.3으로 계산되었

다 (HV=581, CC=6, LOC=131)이었다. 이 결과는 유

지보수성이 양호한 (green rating 20~100) 범 에 해

당된다.

   ×  × 
 × ×

식(5)

6.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소 트웨어나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UML이 실

제 인 표 으로 리 용되면서 소스코드생성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상태도는 다른 

다이어그램에서 표 하기 힘든 동 인 면을 나타

낼 수 있다는 에서 그 활용성이 높다. 반면 상태

도의 메타모델 요소를 코드로 생성하면서 용된 

기법에 따라 (단순 분기문 는 설계패턴), 생성된 

로그램이 차이를 보여 실무에 용하기에 어려

움이 있다. 특히 XMI가 용하는 CASE마다 생성

되는 코드에 편차가 있고, 상태도의 메타모델요소

의 정형  정의가 부족하다.

이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2개의 CASE 도구를 용하여 XMI를 생

성하 다. 여기서 생성된 코드는 서로 차이를 보여

서 정련한 후 소스코드 생성에 활용하 다. 정련된 

XMI는 EHA에 따라 정형 으로 정의하여, 상태도

의 메타모델요소를 자바 로그램으로 변환하 다. 

그 결과 CASE에서 각각에서 모델링 한 에어컨 시

스템 사례로부터 동일한 자바소스코드가 생성되었

으며 코드에는 동시성, 계층 계가 표 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 구 한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1) 가

드와 상태에 해 테스트 이스를 인식하여 모델

변환과정에서의 타당성을 검증하 고, 더불어 (2) 

유지보수지표를 통하여 평가하 다.

요약하면, 본 논문은 (1) 모델변환 표 인 XMI를 

사용하여 CASE에 독립 으로 소스코드를 생성할 

수 있고, 매뉴얼코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회피할 수 있으며, (2) EHA 기법의 사용으로 생성

된 코드에 상태 간  동시성과 계층 계가 코드로 

표 되어 기존 연구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 용된 사례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아,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실제 사례를 

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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