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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코딩을 통해 컴퓨팅을 이용한 서비스들

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이에 따라 세계가 기술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1]. 하지만 일반인들은 전공자나

현업에서 일하는 개발자처럼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와 함께 기업도 지능정보기술을 기

반으로 한 응용 분야에서 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확대되고

있다[2]. 따라서 기업 간의 기술격차 및 사람들의 기술격

차를 줄이고 비전공자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연구들

이 지속하고 있다[3].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씽킹 기반 스켈레톤 코드 생성을 제안

한다. 이 방법은 디자인씽킹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

세스, 각 공정에 따른 문서기법, 설계기술 등을 완벽히 알

지 못해도 스켈레톤 코드를 생성해 코드를 생성할 수 있

다. 창의적 사고 기반의 디자인씽킹 방법은 문제해결을 위

한 솔루션 기반 접근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

스를 디자인하는데 사람들의 이해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4].

본 논문은 2장 관련 연구인 디자인씽킹을 언급하고, 3장

디자인 씽킹 기반의 스켈레톤 코드 생성 방법을 설명한다.

4장은 결론 및 향후 연구에 관해 서술한다.

2. 관련 연구

2.1 Design Thinking(DT)

디자인 씽킹은 개발자가 사용자를 이해하고, 문제를 재정

의하고,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비선형 반복 프로세스이다.

(그림 1) 스켈레톤 코드 생성을 위한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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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대학에서 비전공자들에게 창의적 사고 기반의 코딩 능력이 부재하다. 비전공자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씽킹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지만, 디자인 씽킹에서 직접적 코딩을
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 공정 단계를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에 적용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주기인 요구사항부터 설계(클래스, 순차와 상태 다이어그램)를 통한 코
딩을 디자인 씽킹의 각 단계의 요소에 적용하고자 한다. 결국,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 공정에 따르면
스켈레톤 코드 생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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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씽킹의 프로세스는 잘못 정의되거나 알려지지 않

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4].

그림 1은 스켈레톤 코드 생성을 위한 디자인 씽킹 프로세

스이다. 스켈레톤 코드 생성을 위한 단계별 요소는 다음과

같다[5].

Ÿ 공감-AEIOU방법론으로 각 요소 식별

Ÿ 문제 정의-공감에서 식별한 요소를 기반으로 5W1H

방법론의 요소 식별

Ÿ 아이디어-마인드맵 방법론 기반 시스템 기능 추출

Ÿ 프로토타입-마인드맵으로 추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스켈레톤 코드 매핑

그림 1은 스켈레톤 코드 생성을 위한 디자인 씽킹 프로세

스의 수직적 매핑관계를 보여준다.

3. 디자인 씽킹 기반 스켈레톤 코드 생성

본 장에서는 소프트웨어공학 개발 프로세스를 모르더라도

코딩할 수 있는 디자인 씽킹 기반 스켈레톤 코드 생성에

관해 설명한다. 디자인씽킹의 단계별 요소와 소프트웨어공

학 개발 프로세스의 단계별 요소를 수평적으로 매핑하여

스켈레톤 코드 생성이 가능하다. 그림 2는 유스케이스 다

이어그램이다. 그림 3은 디자인 씽킹 요소와 소프트웨어개

발 프로세스 단계 매핑을 위한 절차이다.

a. Use-case Diagram

b. Class Diagram

c. Sequence Diagram

d. State Diagram

e. State Table

f. Skeleton Code generation

3.1 소프트웨어공학 “요구사항”

소프트웨어공학 개발 프로세스의 요구사항에서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자를 찾는다.

3.2 소프트웨어공학 “분석”
a. Use-case Diagram: 요구사항에서 추출한 시스템 기

능을 이용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림 2)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요구사항에서 추출한 시스템 기능의 수 만큼 유스케이스

를 n개까지 만들 수 있다. 유스케이스를 만든 후, 프레임

을 씌워 시스템 이름을 정의한다.

b. Class Diagram: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든다. 시스템 이름을 기준으로 유스케이스에서 추출한

기능과 그 기능 안에 들어가는 메소드를 정의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림 3) 스켈레톤 코드 생성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 프로세스

그림 4는 클래스다이어그램으로 시스템 전체 구조를 표

현한다[6].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컴포지션 관계는 생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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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같아지는 클래스 사이의 “전체-부분” 관계를 표현한

다[7].

(그림 4)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기본 코드 템플화가 가능하다.

3.3 소프트웨어공학 “디자인”

c. Sequence Diagram: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된

기능들을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 클래스 다이어그

램으로 표현된 기능들과 그 안에 사용되는 메소드들로 순

차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d. State Diagram: 순차 다이어그램에서 컨트롤 오브젝

트를 찾아 컨트롤 오브젝트의 상태 다이어그램이다[8]. 그

림 5는 상태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그림 5) 상태 다이어그램

e. State Table: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상태 테이

블을 만든다. 상태 테이블은 CASE 구문으로 바꾸어 if

then else로 스켈레톤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8]. 그림 6은

상태 테이블이다.

(그림 6) 상태 테이블

S0 상태에서 E가 발생하면 S1 상태가 된다. S0 상태에서

E3가 발생하면 S2 상태가 된다. S1 상태에서 E2가 발생

하면, S0 상태가 된다. S1 상태에서 E4가 발생하면, S0

상태가 된다. S2 상태에서 E2가 발생하면, S0 상태가 된

다. S2 상태에서 E4가 발생하면, S0 상태가 된다. 상태 테

이블에서 “Can’t be happened”는 Error code를 뜻하고,

“Event Ignored”는 발생하지 않는 동작을 의미한다[8].

3.4 소프트웨어공학 “구현”
f. Skeleton Code Generation:

상태 테이블의 상태도를 기반으로 상태 테이블의 CASE

스켈레톤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8]. 표 1은 상태 테이블

의 스켈레톤 코드이다.

CASE

*S0: Action/E2/E4

*S1: Action/E1

*S2: Action/E2/E4

END CASE

(표 1) 상태 테이블의 Skeleton Code

E2 또는 E4가 발생하면 S0 상태로 간다. 이를 조건문으로

변경하면, “E2 또는 E4 조건 만족하면, S0를 실행“이 된

다. 이를 통해, CASE 구문의 스켈레톤 코드가 생성할 수

있다.

(그림 7) 스켈레톤 코드 생성

즉, 코드 생성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는 객체의 구

조, 순차 다이어그램으로부터 객체 관의 호출 관계, 상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컨트롤 객체의 상태 변화도를 추출된

스켈레톤 코드이다. 그림 7은 전체 코드를 나타낸다.

4. 결 론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비전공자들을 대

상으로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하지만, 디

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활용해 직접 코딩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디자인 씽킹 기반 스켈레톤 코드 생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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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디자인씽킹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각 공정에 따른 문서기법, 설계기술 등을 완벽히 알지 못

해도 스켈레톤 코드를 생성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비전공자들은 소프트웨어공학 개념 없이도, 디자인씽

킹 메커니즘의 코딩화를 제시한다. 현재 디자인 씽킹의 공감

요소를 입력하면 코드 템플릿을 추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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