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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예전과 같이 PC 나 서버에서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야 하는 것
이 아니고,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스마트워치 등 개발해야 하는 플랫폼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비용문제, 과열된 스타트업 시장으로 인한 채용문제로, 개발 
초기 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숙련된 개발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시작하는 경
우는 드물다. 본 논문은 HTML 서비스, 실시간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CRUD 를 지원하는 초
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새로운 언어를 소개한다. 우리는 언어 요구사항, 언어 산출물의 정의를 
통하여 언어의 설계 및 구현을 한다. 실제로 실시간 네트워크 서버를 우리의 언어로 제작한 사
례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우수하고 개발자의 노력대비 결과가 좋음을 보인다. 추후 이 
언어를 활용하여 게임, 채팅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모니터링 등 특정 도메인에 맞는 어플리케

이션을 개발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현재 컴퓨터 하드웨어의 제조원가는 나날이 싸지고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패

드, 스마트 TV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기의 종류 및 
개수는 점점 늘고 있으며,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 우
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 이렇게 하드웨어 
종류와 개수가 늘면서 그 가격이 싸지고 크기가 점점 
작아진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점점 만드는 가격이 커
지며, 크기 또한 커지고 있다.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는 예전과 같이 PC 나 서버에서만 동작하는 소프트웨

어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스마트기기

들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게임이나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린 
스타트업의 숫자 또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다. 현
재의 소프트웨어는 급격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웹 
및 실시간 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사
용자의 가입자수가 중요한 회사의 출구전략이어서, 
가입자를 저장할 수 잇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또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문제, 과열된 스타트업 시
장으로 인한 채용문제로, 스타트업 시작 시 클라이언

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숙련된 개발자를 충분

히 보유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프로젝

트 리더는 빠른 개발을 위하여 가용한 개발자의 자원 
배분 및 시간 안배에 항상 고민스러워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TML5 기반의 실시

간 네트워킹 및 데이터베이스조작을 지원하는 언어를 

제안한다.이 언어는 HTML5 의 실시간 네트워킹 특성

을 활용하고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및 PC 클라이언트

의 접속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HTML5 의 
WebSocket[1][2]를 지원하며,다중사용자 지원,사용자의 
회원가입,로그인 및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진 어플리

케이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기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의 CRUD 동작을 지원한다. 우리는 언어 제작 
프로세스에 맞춰 언어 요구사항, 언어 아티팩트를 만
들며 설계 및 구현을 한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하는 실시간 네트워크 서버를 우리의 언어로 제작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우수하고 사용

자의 노력대비 결과가 좋음을 보인다. 추후 이를 활
용하여 게임, 채팅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모니터링 등 
특정 도메인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자가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남은 2 장에서는 기존연구방법을 설명

하고 3 장에서는 우리의 언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4 장에서는 실험결과를, 5 장에서 결
론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MDD (Model-driven development)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연구자

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추상화 레벨을 높이는 것
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포트란 컴파일러가 
처음 나왔을 때 이 것이 마일스톤이었다. 포트란 컴
파일러는 개발자가 컴퓨터에게 지시를 내릴 때 어떻

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보다는 어떤 일을 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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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정의하게 한 사례이다. 이 이후로 연구자들은 
프로그램의 추상화 레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의 객체지향언어는 이러한 지
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MDD (Model-driven 
development 또한 이 노력을 이어받는다. MDD 를 사
용하면 프로그래머는 구현해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사용하여 시스

템의 구조와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의해나가는 
방법이다. 모델을 그리면 모델을 통해서 스켈레톤 소
스코드가 생성이 되고, 소스를 작성하면 프로그램이 
완성된다.[3] MDD 는 모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방

법론으로 MDA(Model-driven architecture)[4] 처럼 MDE 
개념을 구현한 기술 표준, 도구 및 절차를 소프트웨

어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다 
 
2.2. SPL (소프트웨어 Product Line) 

실생활 속에 소프트웨어가 깊게 자리 잡게 된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능 좋은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기 위해서는 성능, 안정성, 재사용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

야 한다. 효율적으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
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업무를 만족하는 일련의 
공통된 작업, 즉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동일한 
도메인에 속한 다양한 시스템들을 기능적, 성능적으

로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 핵심 자산을 
확보한다. 이 자산들을 조합하여 원하는 시스템을 개
발하게 되면 공통적인 프로세스의 재사용을 통하여 
개발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면서 품질향상까지 도모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정 
도메인에 재사용할 단위인 코어 에셋을 미리 개발하

고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이미 재사용의 단위로

써 만들어진 코어 에셋을 이용하여 여러 제품을 만들

어 냄으로써 소프트웨어 재사용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 개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2.3. DSL (Domain specific language) 

도메인 특정 언어 (domain-specific language, DSL)은 특
정 작업을 위해 설계 된 컴퓨터 언어를 의미한다.  
도메인 특정 언어 또는 단순히 도메인 언어라고도 하
지만 학술적으로는 도메인 특정 언어로 불리는 경우

가 많다. C 언어 나 Java 와 같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
어 와 UML 같은 범용 모델링 언어 와 대조되는 용
어이다. 적절한 추상화와 표기법을 통하여 특정한 문
제 영역(problem domain)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제한적

이고, 문제에 집중된 언어이다. 즉, 한 가지 작업을 
잘 수행하는 데 집중 한 것이다. DSL 의 장단점을 살
펴보면, 우선 장점으로는 DSL 을 사용한 개발은 도메

인의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개발 투자 대비 효용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DSL 의 표현적(expressive)이
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DLS 은 작고, 특정 API 의 
표면적인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추상화 단계가 높

아 특정 도메인의 문맥(semantic)을 잘 표현한다. 
 
3. 구현 

 
3.1. 언어 요구사항 

HTML5 기반의 실시간 서버의 특성으로는 다중사용자

를 지원하여 사용자간의 행동 데이터나 다른 사용자

의 행동이 각 사용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서버에 참여한 사용자들이 채팅 메시지 등을 전
달 할 수 있는 단위인 룸(room)이나 채널을 지원하여

야 하며, 이벤트 처리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일반적으

로 기존의 PC 나 스마트폰에서의 클라이언트 게임에

서는 TCP 소켓을 사용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하게 되며, 웹기반 게임에서는 웹소켓을 사용

하여 통신을 하며, 우리의 언어에서는 네트워킹를 위
한 기존엔진으로 이벤트 기반 네트워킹 방식의 
Socket.IO 를 사용한다. 더구나 일반 TCP 클라이언트

를 지원하는 서버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 기반의 네트

워킹을 지원하기 위하여 HTTP request[5]와 HTTP 
response[5]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클라이언의 
request 에 따른 데이터를 받아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
어야 하며, 이에 따른 HTTP response 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데이터의 예로는 일반 메시지, JSON[6] 
HTML 파일이 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우리의 언어는 기존 엔진으로 express[7] 를 사용

한다. 이 기존 엔진은 한 번 결정되면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기존 엔진이 바뀌면 트랜스코더에

서 다른 기존 엔진의 문맥( semantics)을 가져와 최종 
결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중

사용자가 사용하며, 서버는 회원가입, 로그인등에 관
련한 데이터를 처리해야하며, 특정한 사용자의 데이

터와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서버가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
기에는 데이터의 구조화 및 조작이 힘들게 되어,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같은 전문적인 데이

터관리엔진이나 툴이 필요하다. 우리 언어는 이를 처
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간편한 문장으로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의 저장, 수정, 
삭제, 획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CRUD 를 편하게 사
용할 수 있는 언어 기능를 제공한다. 우리 언어는 기
존 엔진으로 NoSQL[8]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인 
MongoDB[9]를 Mongojs 모듈[10]을 사용하여 기본적으

로 제공한다. 이 또한 추후 기존 데이테베이스 엔진

이 바뀌면 트랜스코더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목적 문맥(target semantics)를 가져올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소켓을 지정하기 위하여 
일반 언어에서 주어 형태를 사용하며 각각 이 3 개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어떤 주어인지를 지정한다 
 
3.2. 언어 설계 

언어 설계를 위하여 참조 아티팩트(reference artifacts)
를 만들었으며, 이를 사용하여 렉시콘(lexicon) 정의 
단계에서 각 기능에 맞는 렉시콘을 정의하였다. 렉시

- 1023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콘 정의 규칙은 주어, 속성, 동사, 접속사, 목적어의 
자연언어에서의 품사의 형태를 가지게 하였으며, 최
적화 및 최소화된 렉시콘을 정의하였다. 
 

<표 1> 언어의 렉시콘 
구분 개요 

subject server, database, socket 
server property port, file, log, msg, redirection, downloadFile 
database property collection 
preposition in, to, from 
is verb is 
server verb response, obtain handover, get, post, is 
network verb join, add, emit, leave, disconnect, ack, send, write 

database verb save, delete, update, get 
object preposition 다음에 오는 token 으로 문장 처

음에 오는 subject 외에 사용되는 when 뒤에

오는 subject 들을 통칭 
conditional statement when, is, isnt 
block statement act, end 

 
렉시콘을 정의하고 난 후 언어의 정의 및 구현을 위
하여 언어의 문법를 작성하기 위하여 AST(abstract 
syntax tree)를 제작하였다.우리는 이 언어를 디자인 하
는데 EBNF 표기법을 이용하였다. EBNF 표기법은 문
장 혹은 토큰별로 나누어 언어의 문법의 형태를 표기

하는 기법이다. AST 를 CoffeeScript[11] 작성하였으며, 
컴파일러로서 Jison 을 사용하였다. Jison[12]은 
JavaScript 기반의 파서 모듈로 기존의 Bison[13]이나 
Flex[13]와 매우 유사하다. 이 Jison 을 이용하여 언어

의 정의 및 파서로 사용하였다.설계된 언어의 문법적 
표현은 아래 그림 1 과 같다. 
 

languageΔ  

statement 

 

blockStatement 

 

inBlockStatement 

inBlockSentence 

 

 

 

 

whenStatement 

 

conditionStatement 

 

…… 

→  statement* 

→  subject verb object  preposition+   

whenStatement+ 

|  block_statement inBlockStatement 

→  server act whenStatement 

|  socket act when object 

→  inBlockSentence* end 

→  response  serverProperty   verb object 

whenStatement+ 

|  response+  verb   object  preposition+ 

   whenStatement+ 

|  obtain handover 

→  when [ get+ | post+ ] 

[ object  |  conditionStatement ] 

→  object  [ is | isnt ]  object 

 

(그림 1) 일반 언어특성을 위한 BNF 

위 EBNF 의 주요한 언어의 EBNF 다이어그램은 아래 
그림 2 와 같다. 

statement: 

 
 

blockStatement: 

 
 

inBlockStatement: 

 
 

inBlock: 

 
 

whenStatement: 

 
 

conditionStatement: 

 
…… 

 

(그림 2) 일반 언어특성을 위한 BNF 다이어그램 

3.3. 컴파일러 

위의 언어 문법 및 EBNF 를 사용하여 만든 언어는 
파싱되면서 문장 객체들로 나뉘게 된다.이 때 파서가 
이 문장 객체들을 각 파트에 맞추어 삽입 및 할당하

게 된다. 파서에서 파싱된 문장들이 AST 로 정의되어 
나오면, 각 토큰들의 위치와 문장의 문맥를 프로그램

이 해석할 수 있다.이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컴
파일러를 만들었다. AST 생성된 언어를 컴파일러가 
다시 분석하여 목적(target) 언어로 변환하게 된다.아래

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사례연구에서 제작된 소
스가 JSON 형태의 AST 로 생성된 예이다. 
 
 { 
  "type":"server", 
  "token":"file", 
  "value":"'canvas.html'", 
  "when":{ 
   "type":"get", 
   "when":"'/canvas/:room'" 
  } 
 }, 
 { 
  "when":{ 
   "type":"post", 
   "when":"'/signup'" 
…… 

(그림 3) JSON 형태의 AST 
4. 사례연구: HTML5 기반의 실시간 캔버스 어플리케

이션 

우리의 방법의 우수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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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다중사용자기반의 캔버스 어플리케이션 은 
다중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화면을 공유하며 그림을 그
릴 수 있는 HTML5-based web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는 자신의 브라우저를 통하여 
서버에 접속하며, 특정 사용자가 룸을 생성하면 이 
룸에 다른 여러 사용자가 접속하여 화이트보드를 공
유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는 WebSocket 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며, 서버는 각 클라이언트에서 온 
그림 데이터를 emit 을 사용하여 해당 룸에 참여한 사
용자들에게 전송한다. 그림을 그린 사용자가 아닌 다
른 사용자는 그림을 그린 사용자로부터 그림 데이터

를 받아 그림을 그리지 않은 사용자화면에도 표시한

다. 다중사용자기반의 캔버스 어플리케이션이 지원하

는 기능으로는 회원가입, 로그인, 룸 생성, 룸 참가, 
화이트보드에 그림그리기가 있다. 
 
4.1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코드 
아래는 사용자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소
스 코드이다. 원래 언어 대비 간결하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db collection is 'member' 

server port is 52273 

server when get '/canvas/:room' 

 file is 'public/canvas.htm' 

 log is room 

end 

 

…… 

 

server json is roomArray when get '/room' 

socket join 'room' when 'join' 

socket emit 'line' in 'room' when 'draw' 

socket when 'addroom' 

 make 'room' 

 emit 'addroom' 

end 
(그림 4) 사용자의 소스코드 

 
아래는 우리의 언어가 타겟 플랫폼에 맞게 변환된 결
과이다.우리의 언어로 제작된 소스는 33 줄의 라인을 
가지며, 타겟 플랫폼에 맞게 변환된결과는 153 줄의 
라인을 가진다. 
//DB 

var collection = ['member'] 

var db = require('mongojs').connect('member',collection); 

//Server 

var app = express(); 

app.set('port',process.env.PORT || 52273); 

app.use(express.bodyParser()); 

app.use(express.methodOverride()); 

app.use(app.router); 

app.use(express.favicon()); 

app.use(express.static(path.join(__dirname,'public'))); 

//App Variable Config 

//Get Request 

app.get('/canvas/:room',function(request,response){ 

 if(request.query){ 

  for(var key in request.query){ 

   this[key] = request.query[key]; 

….. 
(그림 5) 컴파일러를 통해 변환된 코드 

 

5. 결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언어를 사용하게 되
면 기존 방식의 언어에서는 실체화되지 못할 개발의 
편리성과 유지보수의 편리함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며 서버 및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개
발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기존의 실시간 인터넷 어
플리케이션을 우리의 언어를 이용하면 쉽게 html 파
일 response,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제어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스텁(stub) 코드가 자동 생성되어 
비용감소와 성능향상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추후 
연구과제로 이러한 DSL 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정리하

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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