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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ML 상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코드 구현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로 상태 다이어

그램의 상태를 객체화하고, 상태 디자인 패턴에 기반하여 동작 메커니즘을 구조화한다. 다음으로 이 구조에 기반하

여 컨텍스트 클래스와 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추상 상태 클래스, 그리고 하위 구상 클래스의 구현 코드를 생성

하는 규칙들을 설정한다. 이들 규칙들은 Java의 언어 구조에 기반해서, 상태 다이어그램의 상태들과 동작들에 대한 

코드 구현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한편, 코드의 자동 생성을 위해서는 코드 모델로부터 코드 생성을 위해 구조화된 정

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코드 생성을 위한 정보를 메타 클래스 모델과 메타 행위 모델 형태로 구조화하여 구축한다. 
이 메타 정보들에 기반하여 상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자동 코드 생성을 위한 엔진의 구축

이 가능하다. 또한 코드 모델 생성 엔진은 독자적으로 또는 UML 도구의 상태 다이어그램 기능을 지원하는 도구에 

통합된 모듈로서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generate a model of the code implementation for UML state diagrams. First, it 
promotes the states of a state machine into objects, and then it structures the behavior model on the mechanism of a state 
diagram based on State design pattern. Then, it establishes the rules of generating the code implementation, and using the 
rules, the Java code mode is generated for the implementations of State Diagrams in Java syntax grammar. In addition, 
Structuring the information of the code model is necessary for generating Java code automatically. The meta information 
is composed of Meta-Class Model and Meta-Behavior Model, on which we could construct the automatic code generating 
engine for UML State Diagrams. The implementation model generation method presented in this paper could be used as 
a stand-alone engine, or included and integrated as a module in the UML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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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계로부터 자동 코드 생성의 

문제는 UML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에 대한 연

구에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UML의 상태 다이어그램은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상호작용적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며, 상태 변화 주도적인 시

스템에서 행위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UML 개발 도구 또는 독

립적인 동작을 전제로 한 상태 다이어그램으로부터의 

코드 구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다 [1]. 
Ali[2]에서는 상태 다이어그램의 실행 가능한 코드를 위

한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체계적인 모델 생성 과정에 대

해서는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상태 다이어

그램으로부터 직접 실행가능 코드의 생성에 대한 연구

들[4], 모델 주도의 코드 구현을 제시한 연구들 등이 이

루어져 왔다 [5,6]. 
본 논문에서는 UML 도구에서 적용될 상태 다이어그

램의 코드 구현을 위한 코드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생

성하기 위한 코드 모델 규칙들을 제시한다. 생성된 코드 

모델을 기반으로 Java 코드로의 자동 생성을 하기 위해 

사용될 코드 모델 정보를 메타 클래스 모델과 메타 행위 

모델 형태로 구축한다. 이러한 코드 모델 정보 레포지토

리는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엔진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엔진은 단독으로 또는 설계 도구의 모듈

으로서 통합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Ⅱ. 상태와 상태 클래스

상태 다이어그램의 실행 가능한 코드로의 구현을 위

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변환이 필요한데, 객체 지

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코드를 구현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상태 다이어그램

에 대하여 구문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없

기 때문이다. 상태 다이어그램을 객체지향언어인 Java 
언어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태 다이어그램의 상

태를 객체로 승격 (promote)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상태는 상태 객체로 승격시켜 클래스

로 매핑하고,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표현된 행위는 메소

드로 매핑해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상태들의 이벤트

나 액션 역시 메소드로 매핑하여 구현할 수 있다 [7]. 그
리고, Java의 메소드는 UML의 오퍼레이션과 그 오퍼레

이션의 실현과 대응된다. 오퍼레이션 실현은 시퀀스 다

이어그램으로 표현하여 메소드 바디로 대응시킬 수 있

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상태 다이어그램과 Java 언어 사

이의 변환 관계를 보인다.

Table. 1 State Diagram (UML) to Java Transformation 

UML Java
State Class
Event Method
Action Method

Entry/Exit Method
Operation Method header

Sequence Diagram Method body
 

상태 다이어그램의 전형적인 예로서 두개의 상태 

Stop과 Play를 가지는 뮤직 플레이어를 그림1에서 보인

다. 초기 상태는 Stop이며, playBtn 이벤트가 발생하면 

startPlay 액션을 실행하고 Play 상태로 전이한다. Play 
상태에서 StopBtn 이벤트가 발생할 때, stopPlay 액션을 

수행하고 Stop 상태로 전이한다. 

Fig. 1 The state diagram of Music Player.

상태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객체화를 위하여, 클래

스들의 구조와 동작 메커니즘을 ‘상태 디자인 패턴’[8]
에 기반하여 구현한다. 상태 디자인 패턴은 클라이언트

의 관심에 부합하는 컨텍스트 (Context) 클래스와 이 클

래스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추상 클래스 (State) 그
리고 State 클래스를 상속하고 실현하는 구상 하위클래

스 (concrete subclass)들로 구성된다. 
그림 2는 뮤직 플레이어 예에 대한 상태 디자인 패턴

에 기반하여 설계한 클래스 구조를 보인다. 클라이언트

가 접근하는 MusicPlayer 클래스는 상태 디자인 패턴에

서의 컨텍스트 (Context) 클래스에 해당하고, Ab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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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는 State 클래스에 해당하며, Play와 Stop 클래스

는 하위 구상클래스에 해당한다. 컨텍스트 클래스는 상

태 전이를 추상 클래스에 위임하며, 상태 구상클래스들

은 이벤트에 적절한 액션과 상태 전이를 실제로 행하도

록 구상화된다.

Fig. 2 Class Structure of Music Player.

Ⅲ. 코드 구현 모델

이 장에서는 상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그 의미에 부

합하는 코드로 구현하기 위한 코드 모델을 기술한다. 이 

코드 모델에 기반하여 코드 생성 정보를 보유하는 메타 

정보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3.1. 컨텍스트 클래스의 코드 모델

컨텍스트 클래스의 코드 모델은 생성 규칙들에 의해

서 템플릿 코드형태로 생성된다. Java언어를 전제로 하

지만,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간단한 적합화(adaptation)
로써 이들 규칙들이 적용 가능하다.

CT Rule 1: (Context templete) 
public class Context {
}
CT 규칙 1은 컨텍스트 클래스의 템플릿 코드를 생성

하는 규칙이다. 컨텍스트 클래스의 이름은 컨텍스트 상

태의 이름과 대응되며, 기술의 편의상 컨텍스트 클래스

의 이름을 Context로 한다. 
CT rule 2: (current state)
   private AbState state = state_name.Instance(); 

CT 규칙 2는 컨텍스트 클래스의 현재 상태 보관 변수

를 처리하는 규칙이다. 컨텍스트 객체는 자신의 현재 상

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상태

를 저장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도록 구현한다. 여기서는 

변수명을 ̀ state'로 지정하며, 모든 개별 상태 객체의 타

입을 지원해야 하므로 AbState 타입의 변수로 선언한다. 
초기 상태의 정보로부터 싱글톤 객체로 초기화한다 (3.3
절의 SC rule 2 참조). state_name은 상태 클래스의 이름

을 나타내며, 현재 상태의 단일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private) 변수로 한다. Ali 등 [3,4,6]에서는 전용으로 처

리하지 않아 객체 중복 생성의 부담을 안고 있다. 
CT rule 3: (constructor)
public class_name() { 

AbState.CreateStates();
}
CT 규칙 3은 컨텍스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처리하는 

규칙이다. 생성자에서 컨텍스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상

태 객체들의 집합을 생성하도록 하며, AbState에 위임

한다 (3.2절의 AS rule 3 참조). 
CT rule 4: (events)
public void event_name( ) {

state.event_name(this);
}
CT 규칙 4는 컨텍스트 클래스의 이벤트들을 처리하

는 메소드를 처리하는 규칙이다. 이벤트 처리는 개별 상

태에서 직접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구체적 

상태 클래스에 위임한다. state는 해당 상태를, 
event_name은 이벤트 메소드명을 의미한다. 또한 이벤

트가 발생한 컨텍스트 정보 (this)를 매개변수로 하여 전

달한다.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서 메소드 코드를 생성하

여 컨텍스트 클래스 템플릿에 추가한다.
CT rule 5: (transition)
void changeState(AbState st) {

state = st;
}
CT 규칙 5는 컨텍스트 클래스의 상태 전이에 대한 메

소드를 처리하는 규칙이다. 컨텍스트에서 상태 전이는 

현재 상태를 전이할 상태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이루어

진다. 변경할 상태 st를 매개변수로 받아 전이된다.
CT rule 6: (actions)
void action_name( ) {
}
CT 규칙 6은 컨텍스트 클래스의 액션들을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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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를 처리하는 규칙이다. 상태들에 대한 액션은 컨

텍스트 클래스의 고유한 기능이므로 컨텍스트 클래스

내에 메소드를 구현한다. 

3.2. 상태 추상클래스의 코드 모델

상태 추상클래스에 대한 코드 구현 모델의 생성은 상

태 추상클래스의 템플릿 코드를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

한다. 
AS rule 1: (abstract state template)
abstact class AbState {
}
AS 규칙 1은 상태 추상 클래스 AbState의 템플릿 코

드를 생성하는 규칙이다. 여기서, 상태 추상클래스명을 

컨텍스트 종류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

나, 하나의 이름으로 공통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태 추상클래스의 이름을 AbState로 지정하여 

구현한다.
AS rule 2: (state objects)
static  AbState @state_name; 
AC 규칙 2는 AbState 클래스의 모든 서로 다른 하위 

구상 상태 객체들을 저장하는 변수들을 처리하는 규칙

이다. 미리 정의된 상태들의 집합은 런타임에서 변경되

지 않으므로, 상태 객체들은 한 번 생성하여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을 정적 

변수로 로 하여 공유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을 확보한다. 
상태 저장 변수명 @state_name은 해당 상태의 이름 

state_name을 상징하는 변수명으로 설정한다. 
AS rule 3: (create states)
static void CreateStates( ) {  
       while(isState()) {

@state_name = state_name.Instance( ); }
}
AS 규칙 3은 AbState 클래스의 모든 하위 구상 상태 

객체들의 생성을 처리하는 규칙이다. CreateState() 메소

드는 모든 구상 상태 클래스로부터의 객체들을 모두 생

성하여, 상태 객체 보관 변수들에 저장해두도록 구현한

다. Instance() 메소드는 개별 상태 객체를 싱글톤으로 

생성하는 메소드이며, 컨텍스트로부터 객체 생성 책임

을 전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정적 메소드로 한다.
AS rule 4: (abstract events)
public abstract void event_name (class_name ct); 

AS 규칙 4는 AbState 클래스의 이벤트 메소드들을 

추상화 처리하는 규칙이다. 상태 추상클래스 AbState 
구상 상태 클래스들에서 처리해야할 모든 이벤트 처리 

메소드들을 추상 메소드로 정의한다. 이벤트가 발생한 

컨텍스트 객체 ct를 매개변수로 한다.
AS rule 5: (transition)
void changeState(class_name ct, state_name st) {

ct.changeState(st);
}
AS 규칙 5는 AbState 클래스의 상태 전이를 처리하

는 규칙이다. changeState()는 어느 컨텍스트 객체가 어

떤 상태로 전이할 것인지를 구현한다. 컨텍스트 객체 ct
의 changeState()에 전이할 상태 객체 st를 매개변수로 

주어 컨텍스트 객체의 상태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도

록 한다.

3.3. 하위 구상클래스의 코드 모델

AbState 클래스를 상속하는 하위 구상 클래스의 코드 

모델 생성은 AbState 클래스를 구현하는 구상 클래스들

의 템플릿 코드를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CS rule 1: (concrete state template)  
class state_name extends AbState {
}
CS rule 1은 구상 상태 클래스의 각각의 클래스 템플

릿을 생성하는 규칙이다. AbState 클래스의 상속을 클

래스 헤더에 추가하여 템플릿을 생성한다.
SC rule 2: (Instance)
static AbState Instance() {
       if ( @state_name == null)  {

@state_name = new state_name(); 
       };
       return @state_name;  
}
CS rule 2는 상태 구상클래스의 상태 객체를 생성하

는 규칙이다. 상태 객체들의 집합은 한 번 정의되면 런

타임에서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객체들은 한 번 생성되

고, 이후 여러 컨텍스트 객체들이 공유하여 사용하게 하

는 것이 중복 생성을 방지하여 효과적이다. 따라서, 구
상 클래스의 객체들을 싱글톤으로 생성하도록 하며, 싱
글톤 디자인 패턴 [8]에 기반하여 Instance() 메소드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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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rule 3: (constructor)
private class_name {   
}
CS rule 3은 Instance() 메소드에 의해서만 객체가 생

성되도록 하는 생성자 억제 규칙이다. 앞서 CS rule 2의 

Instance() 메소드에 의해서만 싱글톤 상태 객체를 생성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성자를 억제하여야 한

다. 따라서, 생성자 전용 (private)으로 구현하여 Instance() 
메소드 내에서만 호출되도록 한다.

SC rule 4: (events)
public void event_name](Context ct) {   

// ct.@action_name(); 
// changeState(ct,@state_name);

}
CS rule 4는 상태 구상클래스의 이벤트 메소드를 처

리하는 규칙이다. 상태 구상 클래스의 이벤트 메소드는 

추상 이벤트 메소드로 선언된 이벤트 메소드들을 모두 

구현하는 메소드들이다. 이벤트 처리는 정의된 액션과 

상태 전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이벤트가 발생

한 컨텍스트를 매개변수 ct로 받아오게 된다. 상태 다이

어그램에서 정의된 해당 이벤트에서 수행할 액션 

action() 메소드의 정보로부터 액션 수행 코드를 생성하

며, 상태 전이 정보로부터 전이할 상태 @state_name를 

changeState() 메소드에 매개변수로 추가하여 상태 전이 

코드를 생성한다. 한편 특정 이벤트 메소드에서 어떠한 

액션과 어떠한 상태로 전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상태 전이의 행위 정보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4.2절의 메타행위를 논의하는 절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이 장에서 기술한 컨텍스트, 상태 추상, 하위 구상 클

래스들에 대한 코드 모델을 생성하는 절차를 통합하여 

보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Ⅳ. 메타 정보 모델

4.1. 메타 클래스 모델

앞 절에서 기술한 코드 모델로부터 Java 코드를 자동

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들에 대한 ‘클래스 상위 

정보 (메타 클래스)’가 필요하다. 메타클래스 정보 구축

은 Kim[9]에서 제시한 방법을 확장하여, 코드 구현을 위

한 메타클래스 모델을 구축한다. 메타클래스의 기본 구

조는 그림 4와 같으며, 각 클래스들 자체에 대한 상세한 

상위 구조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Fig. 4 The Structure & Relationship of Meta-Class.

메타 클래스의 전체적인 구조는 속성과 메소드 (또는 

오퍼레이션)를 가지는 클래스의 구조와 본질적으로 유

사하다. MetaClass는 MetaAttribute와 MetaOperation 
으로 구성되며, MetaOperation은 MetaParameter로 구

서된다. MetaClass에서의 name 속성은 특정 클래스의 

이름을 값으로 가지고, MetaAttribute의 name 속성은 특정 

클래스의 속성의 이름을 값으로, 그리고 MetaOperation의 
name 속성은 특정 클래스의 오퍼레이션 (메소드 헤더)
의 이름을 갖는 등이다.

코드 모델을 입력으로 받아 메타클래스를 생성하는 

절차를 보이면 그림 5와 같다. 메타클래스 생성기는 메

타코드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코드 모델의 각 

클래스들에 대한 메타클래스들을 생성한다. 각 메타 정

보를 구축하는 세부 알고리즘은 Kim[9]에서의 알고리

즘을 메타코드 모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메타
Fig. 3 Procedure of generating Cod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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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생성기를 구현하였다.

Fig. 5 Procedure of generating Meta-Class Object.

그림 6은 뮤직 플레이어 예의 컨텍스트 클래스 

MusicPlayer 클래스에 대한 메타클래스 (CP)를 생성한 

결과를 보여 준다. CP 메타클래스 객체를 중심으로 state 
변수에 대한 메타속성, playBtn과 stopBtn 이벤트에 대

한 메타오퍼레이션, 그리고 각 메타오퍼레이션에 대한 

메타파라미터, 그리고 play, stop 액션에 대한 메타오퍼

레이션과 메타파라미터 정보들이 메타클래스들로 구성

되어 있다. 

Fig. 6 Structure of Meta-Classes for Music Player.

4.2. 메타 행위 모델

메타클래스에는 클래스에 대한 상위 정보를 포함하

고 있지만, 상태 다이어그램에서의 특정 이벤트에 대한 

액션과 전이할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는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상태 정

보를 가져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10]. 따라서, 상
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이벤트에 대한 상태 전이 정보

를 분석하여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며, 이 정보

로부터 상태 전이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벤트 메소드를 구현한다. 이렇게 하면 런타임에서 상태 

집합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적 자동 코드 생성 기법에 기

반한 약간의 수정 작업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한 이점

이 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Kim[11,12]을 확장하여 상태 전이 메소드들을 생

성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앞서의 그림1의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상태 전이 상

황을 순차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그림 7과 같으며, 
이에 대한 상태 전이 정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alt 프
레임은 가드 [state=Play]이 참인 경우에는 alt 프레임의 

점선 상단부분이, 거짓인 경우에는 alt 프레임의 점선 하

단부분이 수행된다. 

Fig. 7 Sequence Diagram of the Event Behaviors on 
the State Objects.

그림 7로부터 이벤트 처리 메소드의 바디 구현에 필

요한 상태 전이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State Event Action Transition

Play
PlayBtn play Play

stopBtn stop Stop

Stop
playBtn play Play

stop stop Stop

Table. 2 Action & transition information of events on a 
specific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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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태에 대한 이벤트/전이에 관한 정보들로부터 

Play 클래스에서 이벤트 메소드 playBtn(), stopBtn()의 

바디 부분을 구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void playBtn(Context ct) {

ct.play();
changeState(ct,play); 

}
void stopBtn(Context ct) {

ct.stop();
changeState(ct,stop); 

}

이상에서 제시한 코드 모델 생성 규칙들과 정보 모델

을 그림 1의 뮤직 플레이어에 적용한 최종적인 코드 모

델의 결과를 보이면 그림8~그림10과 같다. Stop 클래스

는 Play 클래스와 유사한 형태로 생성된다.

Fig. 8 Code model for Context class.

Fig. 9 Code model for AbState class.

Fig. 10 Code model for Play clas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ML 상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코드 

구현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태 다이어그램의 상태와 행위를 객체화시키는 작업

을 하고 상태 디자인 패턴에 기반하여 동작 메커니즘을 

구조화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코드 모델을 생성하기 위

한 규칙들을 컨텍스트 클래스, 상태 추상 클래스, 하위 

구상클래스에 대해서 설정하였다. 이들 규칙들을 적용

하여 코드 구현 모델을 생성하며, 이후 자동 코드 생성

을 위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메타클래스와 메타 행

위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들 정보에 기반하여 Java 코드

로의 자동 생성이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코드 모델 방법은 UML 도구의 모듈로서 또는 단독의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또한 코드 모델 생성 규칙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컴포지트 상태와 컨커런트 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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