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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코드 모핑

요약

코드 모핑이 상기 코드의 의도한 콘텍스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공지된 코드의 적어도 하나의 하부 제어 구조를 재기

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코드 모핑, 콘텍스트, 하부 제어 구조, 공지 코드, 구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코드 모핑의 예들이 구현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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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코드 모핑의 적어도 하나의 예시적 구현의 처리 흐름도.

도3은 코드 모핑의 적어도 하나의 예시적 구현에 따른 예시적 통계 테이블.

도4는 코드 모핑의 적어도 하나의 예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한 예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5: 클라이언트 장치

110: 서버 장치

130: 데이터 소스

120: 코드 모핑

125: 네트워크

210: 생성기

215: 샘플러

220: 모퍼

225: 타깃 컴포넌트

420: 실행 엔진

430: 테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코드 모핑에 관한 것인데, 더 자세하게는 콘텍스트가 보존되는 코드 모핑(context-preserving code

morphing)에 관한 것이다.

코드 모핑은, 예를 들어, 실제 세계와는 구문적으로 다르나 실제 세계의 코드의 원래 의미의 콘텍스트 또는 의미를 보유한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실제 세계 코드의 적어도 하나의 기초적 제어 구조를 재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한 과제는 콘텍스트가 보존되도록 하면서 효율적으로 코드 모핑을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도면들을 참조하여 이뤄질 것이다.

콘텍스트 보존 코드 모핑이 여기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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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콘텍스트가 보존되는 코드 모핑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 네트워크 환경을 보여준다. 더 특정하게는, 클라이언트 장

치(105), 서버 장치(110), 그 외의 장치(115) 및 데이터 소스(130) 중의 임의의 것이 여기서 설명하는 대로 코드 모핑

(120)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장치들(105, 110, 115, 및 130)은 네트워크(125)를 통해서 서로 통신가능하게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코드 모핑(120)은, 장치들(105, 110, 115 및 130) 중의 임의의 것에 의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메써드

(method), 기능, 또는 로컬하게 생성되었거나 장치들(105, 110, 115 및 130) 중의 임의의 다른 것에서 생성된 프로그램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코드의 다른 집합체(assemblage)들 중의 적어도 하나를 활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장치(105)는, 데스크톱 퍼스널 컴퓨터(PC), 워크스테이션, 메인프레임 컴퓨터, 인터넷 응용기기, 셋톱 박스,

및 미디어 장치를 포함하나 이것들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다양한 종래의 컴퓨팅 장치 중의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또한, 클

라이언트 장치(105)는, 유선 및/또는 무선 링크를 통해서 네트워크(125)와 연결될 수 있고, PDA, 랩톱 컴퓨터, 셀룰러 전

화기 등을 포함하나 이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임의의 장치들 중의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 장치(105)는

앞서 설명한 클라이언트 장치들이 여러 양(quantity)들로 및/또는 이것들의 결합으로 구현된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외의

장치(115)는 또한 앞의 클라이언트 장치(105)의 예들 중의 임의의 것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서버 장치(110)는 코드 모핑(120) 기능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 장치(105) 또는 그외의 장치(115)에게 다양한 데이터 및/

또는 기능성 중의 임의의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코드 모핑(120) 용의 데이터 또는 기능성은, 공개되어 이용될 수도 있고, 대

안으로는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단지 특정의 사용자들에게만 제한될 수 있거나 또는 적합한 가입 또

는 라이센스 요금이 지불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서버 장치(110)는, 네트워크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블레이

드 서버, 또는 이것들의 임의의 결합 중의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전형적으로는, 서버 장치(110)는 콘텐츠의 소스인 임의

의 장치일 수 있고, 클라이언트 장치(105)는 네트워크(125) 또는 오프라인 매체 중의 어느 하나를 통해서 이런 콘텐츠를

수신하는 임의의 장치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설명된 예시적 구현예들에 따르면, 서버 장치(105) 및 클라이언트 장치

(110)는, 서로, 보내는 호스트 또는 수신하는 호스트의 구실을 바꾸어 할 수 있다. 그외의 장치(115)는 또한 서버 장치

(110)의 앞의 예들 중의 임의의 것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그 외의 장치(115)는, 관리된 실행 환경 또는 테스트 환경 중의 어느 하나에서, 여기 설명된 예들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에 따라서 코드 모핑(120)을 할 수 있는 임의의 장치일 수 있다. 즉, 그 외의 장치(115)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메써

드, 기능, 또는 이 코드가 대응하는 프로그램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그외의 조합들의 콘텍스트를 보존하면서 코드를 모핑할

수 있는 임의의 소프트웨어 인에이블된 컴퓨팅 또는 프로세싱 장치일 수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장치(115)는, 운영 체제, 인

터프리터(interpreter), 컨버터, 컴파일러, 또는 그 상에서 구현되는 관리된 실행 환경 중의 적어도 하나를 갖는 컴퓨팅 또

는 프로세싱 장치일 수 있다. 이런 예들은 어떤 경우에든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제시된 것은 아니며,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도 안된다.

네트워크(125)는, 임의의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는, 종래의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들 중의 임의의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네트워크(125)는 공개 및/또는 독점 프로토콜들을 포함하는 종래의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의

임의의 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125)는 인터넷, 인트라넷,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근거리 통신망들

(LAN)의 적어도 일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소스(130)는, 데스크톱 퍼스널 컴퓨터(PC)를 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메써드, 기능 또는 객체 지향 코

드로 기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프로그램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코드의 그외의 집합체와 관련하여 코드 모핑

(120)을 할 수 있는 종래의 다양한 컴퓨팅 장치들 중의 임의의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대안으로는, 데이터 소스(130)는, 애

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메써드, 또는 기능의 적어도 일부분을 또 다른 워크스테이션으로 전달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메

인 프레임 컴퓨터, 인터넷 응용기기, 셋톱 박스, 미디어 장치, PDA, 랩톱 컴퓨터, 랩톱 컴퓨터, 셀룰러 전화기 등과 같은 것

중의 임의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 소스(130)가 코드 모핑(120)이 그에 대해 술어화(predicated)될 수 있는 애

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메써드, 또는 기능을 위한 코드 소스일 수 있기는 하지만, 데이터 소스(130)는 코드 모핑(120)의 구

현으로부터 귀결되는 적어도 코드 소스로서 또한 간주할 수 있다. 본 구현과 관계없이, 코드 모핑(120)을 위한 기초로서 쓰

일 수 있는 공지된 애플리케이션들, 프로그램들, 메써드들, 또는 기능들이, 데이터 소스(130)로부터 장치들(105, 110,

115) 중의 임의의 것으로, 및 네트워크(125)를 통한 온-라인 통지의 일부로서 또는 오프-라인 통지의 일부로서 전달될 수

있다.

코드 모핑(120)은, 실제 세계와는 구문적으로 다르나(syntactically different) 실제 세계의 코드의 원래의 의미적 콘텍스

트 또는 의미(original smantic context or meaning)를 유지하는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다르게는 이하에서 '고객 애플리

케이션'으로도 불리는) 실제 세계 코드의 적어도 하나의 기초적 제어 구조(underlying control structure)를 재기입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테스팅 환경 하에서, 프로세싱 컴포넌트는, 실제 고객 애플리케이션과 구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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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다르나 콘텍스트적으로는 일치하여 컴포넌트에게 실제적 테스트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모핑된 코드를 수신하고 및/또

는 실행함으로써 테스팅될 수 있다. 즉, 프로세싱 컴포넌트는 실제적이고 이해가능한 테스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는 고객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처리 결과가 이미 공지되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모핑된 코드의 처리 결과에 대한 비교 기준

으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드 모핑(120)은, 테스팅 환경뿐만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실행 환경에서 또는 관리된

실행 환경에서 구현될 때 추가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코드 모핑은, 앞서 설명한 대로, 고객 애플리케이션의 의도된 콘텍스트를 유지하면서 고객 애플리케이션의 적어도 하나의

기초 제어 구조를 재기입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더 특정하게는, 이런 재기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프(morph)'를 포

함할 수 있는데, 이는 고객 애플리케이션의 구문 및 구조 중의 적어도 하나쪽으로 지도될 수 있다. 이런 모프들의 예로서

는, 메써드 외부 구조 모프들, 메써드 내부 구조 모프들, 코드 모프들의 축약, 최적화 목표된 모프들, 및 저장 뮤테이션

(mutation) 모프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2는 코드 모핑(120)(도1 참조)의 예시적 구현예로서의 처리 흐름도(200)를 도시하였다.

코드(205)는,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애플리케이션들, 프로그램들, 메써드들, 기능들, 또는 프로그램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코드의 그 외의 집합체들을 가리킬 수 있다. 코드 모핑(120)의 적어도 한 예에 따르면, 코드(205)는 중간 언어(이후

'IL'로 지칭) 또는 어셈블리 언어로 기입된 실제 세계의 코드일 수 있다. IL 및 어셈블리 언어 모두는 하이 레벨 소스 코드

및 타깃(즉, 머신 판독 가능) 코드 간의 매개 언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코드(205)는 IL 및 어셈블리 언어의 예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코드 모핑(120)을 구현하기 위해

서, 코드(205)는 다중 구문 특성들 및 구축 속성들 중의 적어도 하나가 샘플링될 수 있는 다양한 공지 언어 중의 임의의 하

나로 기입될 수 있다.

생성기(210)는 그 내에서 코드 모핑(120)의 적어도 일부분들이 구현될 수 있는 컴포넌트 또는 모듈로서 취급될 수 있다.

생성기(210)와 연관된 여러 연산들이, 샘플러(215) 및 모퍼(220)에 의해, 단독적으로 또는 일제히, 실행될 수 있다. 대안

으로는, 생성기(210)와 연관된 연산들이 컴포넌트 또는 모듈 자체에 의해, 또는 이 모듈이 그 속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네트

워크 노드와 공조하여 컴포넌트 또는 모듈에 의해 (즉, 생성기 210 가 포함되거나 관련된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들에 의

해) 수행될 수 있다. 그외의 구현예들에서는, 샘플러(215) 및 모퍼(220)의 연산을 포함하여 생성기(210)의 연산들은, 하드

웨어,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몇몇 결합으로서, 단독적으로 또는 이것들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생성기(210)의 컴포넌트들 또는 모듈들은, 공통 환경 하에서, 도2에 묘사된 대로, 별개의 컴포넌트들 또는 모듈들로

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생성기(210)의 적어도 하나의 대안 실시예는 대응하는 컴포넌트들 또는 모듈들을 별개의 프로

세싱 환경들에 배치할 수도 있다. 또한, 생성기(210)의 컴포넌트들 또는 모듈들은 단일 컴포넌트 또는 모듈로서 제공될 수

도 있다.

샘플러(215)는 예를 들어 서버 장치(110) 또는 데이터 소스(130) (도1 참조)로부터 코드(205)를 수신할 수 있다. 앞서 제

시된 대로, 코드(205)는 예를 들어 IL 또는 어셈블리 언어 코드로 제공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는, 그러면, 샘플러(215)는

구문적인(syntactic) 특징을 샘플링하고 및/또는 해독할 수 있고 코드(205)가 기입된 언어의 속성들을 구축할 수 있다. 그

에 따라, 코드(205)의 부분 또는 부분들의 원래의 콘텍스트 또는 의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코드(205)의 어떤 부분 또는

부분들이 구문적으로 및 구조적으로 하는 것 중의 적어도 하나로 모핑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정이 이뤄질 수 있다. 코드

(205)의 모핑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의 판정이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드(205) 또는 이것의 부분들은 샘플러(215)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는

코드(205)의 어떤 부분 또는 부분들이 구문적으로, 구조적으로, 또는 양쪽 모두로 모핑될 지를 표시할 수 있다. 대안으로

는, 샘플러(215)는 그 안에 있는 콘텍스트를 알기 위해 코드(205) 또는 이것의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데, 이런 콘텍스트

(코딩 패턴이 될 수 있음)는 모핑을 위한 후보가 되도록 판정될 수 있다. 이런 콘텍스트 또는 패턴들의 예로서는, 도3의 예

를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된다.

모퍼(220)는, 코드(205)의 어떤 부분이 모핑될 것인지와, 코드(205)의 적어도 하나의 하부 제어 구조를 재기입하여 생성

기(210)에 이미 입력된 코드(205)와 구문적으로는 다르나 콘텍스트적으로는 일치하는 모핑된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모핑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것인지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판정들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 코드(205)의 모핑된 버젼은

예를 들어 테스팅 환경 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단지 하나의 예로서 제시된 것일 뿐이고 어떤 식으로든

본 발명을 제한하기 위해 제시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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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프(morph)들'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메써드, 기능, 또는 프로그램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코드의 그외의 집합체의

적어도 일부분에 대응하는 구문 또는 구조(즉, 구성체들)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양호한 조작들로 간주될 수 있다. 더 특

정하게는, 모핑된 코드의 다중 순열(multiple permutation)들은 코드(205)의 적어도 일부분을 재 코딩(re-coding)하거나,

대체하거나 또는 다른 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테스팅 환경 하에서, 고객 애플리케이션들은 레버

리지(leverage)되어서 실제 컴포넌트들 또는 모듈들의 어려운 사용법을 타깃으로 하는 복잡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생성할

수 있다.

타깃 컴포넌트(225)는 모핑된 코드(즉, 생성기(210) 특히 모퍼(220)에서 재 코딩되고, 대체되고, 또는 그 외의 식으로 재

구성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분들을 갖는 코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형들을 수신하게 될 컴포넌트 또는 모듈일 수

있다.

타깃 컴포넌트(225)는 테스팅 환경 하에서 모핑된 코드를 수신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즉, 모퍼(220)는, 애

플리케이션들, 프로그램들, 메써드들, 기능들, 또는 생성기(210)에서 코드(205)로서 수신된 프로그램 가능하고 실행가능

한 코드의 그외의 집합체들의 볼륨에 좌우되어 백만 라인 정도의 또는 10억 라인 정도의 모핑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생

성기(210)에서 생성된 모핑된 코드의 변형들의 수에 영향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코드(205) 또는 타깃 컴포넌트

(225)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테스팅될 모핑들 자체의 볼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타깃 컴포넌트(225)는 그 결과가 알려진

테스팅 코드의 상당한 양에 노출될 수 있고, 따라서 코드(205) 및/또는 타깃 컴포넌트(225)에 대한 모핑들의 버그들 및 그

외의 문제들이 신속하게 식별될 수 있다.

도3은 코드 모핑(120)(도1 참조)의 예를 도시하였다. 더 특정하게는, 본 예는 모퍼(220)(도2 참조)에 의해 구현되는 대로

코드(205)를 모핑된 코드(325)로 변환하는 것을 묘사하였다. 따라서, 도3의 예는 도2에 묘사된 여러 특징들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코드(205)는, 프로그램, 메써드, 연산, 애플리케이션, 기능, 또는 모핑이 구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코

드의 그외의 집합체의 적어도 일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도2의 예에서, 코드(205)는 DownloadData(310), ReadData

(315) 및 WriteData(320)의 메써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예에 따라서, 코드(205)는 샘플러(215)에 의해 샘플링되어서, 코드의 원래의 콘텍스트 또는 의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구문 또는 구조 또는 이 모두에 관하여 코드(205)의 어떤 부분 또는 부분들이 모핑될 지에 대한 것과 추가로 어

떤 모핑 또는 모핑들이 구현될 수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 대안 실시예들에 따라서, 코드(205)를 어디에서 어떻게 모핑할

지에 관한 판정들이 샘플러(215)의 혜택없이 이뤄질 수 있고, 따라서 코드(205)는 모퍼(220)로 직접 입력될 수 있다.

모핑된 코드(325)는, 모핑된 코드(325) 및 코드(205)가 구문적 의미는 동일하나 구문 및/또는 구조는 다르게 되도록 양호

한 방식으로 재기입된 적어도 하나의 하부 제어 구조를 갖는 코드(205)를 포함할 수 있다. 모프 1(330) 및 모프 2(335)는,

코드(205) 내에 삽입되어 모핑된 코드(325)를 생성할 수 있는, 구문적 또는 구조적 모프들 또는 이 모두의 조합일 수 있다.

즉, 모프 1(330) 및 모프 2(335)는, 단독으로든 결합되어서든 어느 하나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들, 애플리케이션들,

메써드들, 기능들, 또는 코드(205)로서 입력된 프로그램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코드의 그 외의 집합체들의 양호한 변환들

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코드(205)가 두개의 모프들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라. 모프 1(330) 및 모프 2

(335)는 단지 예로서만 주어진 것이다.

도3의 모프 1(330) 및 모프 2(335)로서 단독으로 또는 여러 결합들에 따라 구현될 수 있는 모프들의 제한적이 아닌 예들

로서는 이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메써드 외부 구조 모프들: 코드(205)는, 파라미터들을 메써드들에 부가하고, 프리미티브 타입(promitive type)들의 폭을

확장하고, 또는 파라미터들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즉 원래의 의도된 콘텍스트를 유지하면서 이것의 적어도 하나의 하부

제어 구조가 재기입되는 것에 의해) 모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써드들에 부가된 파라미터들은 단순 객체 타입들, 단순

타입들, (관리된 실행 환경 하에서의) 불용 정보(garbage) 컬렉션 타입들, 어레이들, 및 값(value) 타입들을 포함할 수 있

다.

메써드 내부 구조 모프들: 코드(205)는, 로컬 변수들의 사용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로컬 변수들을 부가함으로써, 외부 변수

들을 여분으로 사용함으로써(예를 들어, 외부 정적 필드들을 사용함으로써 또는 외부 메써드들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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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두는 네이티브(native)하고 사이드 효과 없게 관리됨), 여분의 루프들을 부가함으로써, (관리된 실행 환경하에서의)

예외 핸들링을 통해서 제어 흐름에 스티칭(stitch)함으로써,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약들을 가함으로써, 상수를 메써드로

대체함으로써, 및 폴스 스택 깊이(false stack depth)를 도입함으로써, 모핑될 수 있다.

코드 축약 모프들: 코드(205)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약들을 접고(fold), 및 코드를 루프가 되도록 롤링(rolling)함으로써

모핑될 수 있다.

최적화 타깃된 모프들: 코드(205)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루프들을 롤링 업(rolling up)하고,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

하위 표현들을 도입함으로써 모핑될 수 있다.

저장 공간 모프들의 뮤테이션; 코드(205)는, 타입 로컬들을 통해서 변환하고, 및 로컬들을 또 다른 저장 공간 내로 변환함

으로써 모핑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모프들은 예시적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코드 모핑(120)의 구현들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또한, 모프들의 이런 예들과 그 외의 예들은 양호한 방식으로 코드(205)의 적어도 하나의 하부

제어 구조를 재기입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즉, 이 모프들은 타깃 컴포넌트(225)에 대한 코드의 프로세싱 결과에 영향을 끼

치지 않고 코드(205)의 적어도 구문 또는 구조 또는 양자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의도되었다. 따라서, 코드 모핑(120)

을 위해 구현된 특정 모프들은, 양호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이 모프들 중의 특정의 것이 사실상 양호한지의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타깃 컴포넌트(225)는 모핑된 코드(325)(즉, 이상 설명한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의해 모프들에 의해 모핑된 코드 205)를 수

신하게 될 컴포넌트 또는 모듈일 수 있다. 타깃 컴포넌트(225)는, 메써드들, 애플리케이션들, 프로그램들, 기능들, 또는 생

성기(210), 특히 모퍼(220)에 코드(205)로서 수신된 프로그램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코드의 그 외의 집합체들의 볼륨에 좌

우되어 백만 라인 또는 심지어 10억 라인 정도의 코드(205)의 모핑된 변형들을 발생시키는 모퍼(220)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즉, 타깃 컴포넌트(225)는, 타깃 컴포넌트(225)에 대한 코드(205)의 프로세싱 결과가 공지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예측된 결과들이 공지되어 있는 거대 크기의 테스트 코드에 노출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모프들에

대한, 적어도 타깃 컴포넌트(225)에 대한 버그들 및/또는 그 외의 결함들이 쉽게 검출될 수 있다.

도4는 코드 모핑(120)(도1 참조)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 시스템(400)을 도시하였다. 더 특정하게는, 시스템(400)은 코

드 모핑(120)이 관리된 실행 환경 하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도해하였다. 시스템(400)은 도2 및 도3 모두의 엘리

먼트들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시스템(400)의 이런 구성들 및 컨피규레이션은 오로지 예로서 제시된 것

이며, 어떤 식으로든 이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관리된 실행 환경(415)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메써드, 기능 또는 프로그램가능하고 실행가능한 코드의 그 외의 집합

체가 실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운영 체제에서 적합

하게 실행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루틴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코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운영 체

제 간에 소재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리된 실행 환경 루틴을 호출할 수 있고, 관리된 실행 환경 루틴들은 적합한

운영 체제 루틴들을 호출할 수 있다.

관리된 실행 환경들이 개발되어서, 서버들, 데스크톱 컴퓨터들, 랩톱 컴퓨터들, 및 다수의 모바일 프로세싱 장치들을 포함

하는, 점점 더 넓어지는 범위의 프로세싱 장치들 상에서의 소프트웨어 실행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왔다. 관리된 실행 환경

들은 프로세싱 장치(예를 들어, 도1을 참조하여 앞서 설명한 장치들 105, 110, 115 및 130) 상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

션에게 추상화 층(a layer of abstraction) 및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관리된 실행 환경들은 에러 핸들링 및 자동 메모

리 관리를 포함하여 여러 능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관리된 실행 환경들의 예로서는 다음의 것

들이 있다: 비쥬얼 베이직 런타임 실행 환경; 예를 들어 Java®루틴들을 가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Java® 가상 머신 런타임

실행 환경; 또는 예를 들어 호출 루틴을 실행하기 전에 Microsoft.NET™ 애플리케이션들을 기계어가 되도록 컴파일링하기

위한 공통 언어 런타임(CLR).

코드(205)는, 도2 및 도3을 참조하여 이상 설명한 대로, 적어도 애플리케이션들, 프로그램들, 메써드들, 기능들, 또는 예를

들어 IL 또는 어셈블리어로 기입된 프로그램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코드의 그외의 집합체들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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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기(210)는, 도2를 참조하여 이상 설명한 대로, 코드 모핑(120)의 적어도 일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컴포넌트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예시적 구현에 따르면, 생성기(210)는 관리되지 않은 실행 환경하에

서 코드(205)를 수신하기 위해 데이터 소스를 불러낼 수 있다. 대안으로는, 관리된 실행 환경 하에서의 적어도 하나의 예는

코드(205)를 수신하기 위해 실행 엔진(420)을 불러내는 생성기(210)를 포함할 수 있다.

실행 엔진(420)은, 적어도 관리된 실행 환경하에서, 코드(205)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고 조작되어야 하는 지를 표시하는

코드(205)의 일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생성기(210)가 어떻게 코드(205)를 수신하는지에 관계없이, 생성기(210)는 그에 의해 모핑된 코드(335)(도3 참조)가 생

성되는 예시적 프로세스(200)(도2 참조)를 구현할 수 있다. 즉, 생성기(210)는, 이전 형태의 코드(205)와 구문적으로는 다

르나 콘텍스트적으로는 일치하는 방식으로 코드(205)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부 제어 구조들(예를 들어 구문, 구조, 또

는 양자 모두)을 재기입할 수 있다. 또한, 생성기(210)는 테스트되었거나 또는 이미 검증된 모프들을 활용하여 모핑된 코

드(325)의 다중 순열들을 생성할 수 있다.

테스팅 환경의 적어도 한 예에 따르면, 생성기(210)는 이후 관리된 실행 환경(415) 하에서 모핑된 코드(325)를 컴파일러

(425)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모핑된 코드(325)의 엄청난 순열들에 종속됨으로써, 코드의 다른 결합들을 처리하고 코

딩 버그들을 노출시키는 컴파일러(425)의 능력이 테스트될 수 있다.

컴파일러(425)는, 생성기(210)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모핑된 코드(325)의 순열 스코어(the scores of permutations)용

의 타깃 오브젝트의 한 예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목적하는 바가 있는 코드 모핑은, 완전히 그것만을 위

한 것은 아니지만, 테스팅 목적으로 의도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도4의 적어도 하나의 대안 예에 따르면, 무작위적으로 생

성된 코드의 타깃은, 그에 대해 예측된 결과들이 공지되어 있는 모핑된 코드의 스코어들(적어도 백만 라인 정도)을 수신함

으로써 목적이 있는 테스팅이 성취될 수 있는 관리된 실행 환경(415) 내의 임의의 컴포넌트 또는 모듈일 수 있다.

테스터(430)는, 관리되지 않은 실행 환경 하에서 또는 관리된 실행 환경(415) 내에서, 컴파일러(425)의 테스팅 데이터 또

는 모핑된 코드의 대안적인 타깃 오브젝트를 수집하는 컴포넌트 또는 모듈을 참조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실행 환경과 관리된 실행 환경 모두에서의 테스팅은, 재기입된 적어도 하나의 하부 제어 구조(예

를 들어, 구문적 특성 또는 구조적 속성)를 갖고, 예측되는 프로세싱 결과들이 공지되어 있는 코드에 의해서, 더욱 목적적

이 되고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도1 내지 도4을 참조하여 이상 설명한 예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 시스템 메모리, 및 여러 시스템 컴포넌트들

을 결합하는 시스템 버스를 포함하나 이것들에만 국한하여 포함하지는 않는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이 컴

퓨팅 환경은 여러 컴포넌트들 중의 임의의 것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다양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할 수 있고, 휘발

성 또는 비휘발성 매체, 탈착식 또는 비탈착식 매체를 포함한다.

여러 모듈들 및 기술들이, 하나 또는 그외의 컴퓨터 또는 그외의 장치들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들과 같은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들의 일반적 맥락하에서 여기 설명되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들은 특정 태스크들을 수행하거나

또는 특정 추상적 데이터 유형들을 구현하기 위한, 루틴들, 프로그램들, 객체들, 컴포넌트들, 데이터 구조들 등을 포함한

다. 전형적으로는, 프로그램 모듈들의 기능성은 여러 실시예들에서 바라는 대로 결합되거나 또는 배분될 수 있다.

이런 모듈들 및 기술들의 구현은 몇몇 형태의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상에 저장될 수 있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전송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임의의 가용 매체일 수 있다. 국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

를 들기 위한 것으로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들, 데이터 구조들, 프로그램 모듈들, 또는 그외의 데이터 등의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되는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 탈착성 또는 비탈착성의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

체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그외의 메모리 기술, CD-ROM, DVD 또는 그외의 광 저장 장치, 자기

카세트들,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 또는 그 외의 자기 저장 장치들, 또는 바라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고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임의의 그 외의 매체를 포함하나, 이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매체'는 전형적으로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어들, 데이터 구조들, 프로그램 모듈들, 또는 반송파 또는 그 외의 전송

메커니즘과 같은 변조된 데이터 신호와 같은 그 외의 데이터를 담아둔다. 통신 매체는 또한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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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 라는 용어는 정보를 신호가 되도록 인코딩하는 식으로 하여 설정된 또는 변경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들을 갖는 신호를 의미한다. 제한적이 아닌 오직 예시적인 목적으로만 볼 때,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direct-wired) 연결과 같은 유선 매체와, 음향, RF, 적외선 및 그 외의 무선 매체와 같은 무선 매체를 포함한다.

이상의 것들 중의 임의의 것을 조합하는 것도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것이다.

본 명세서를 통해서, '일 실시예', '실시예' 또는 '예시적 실시예'와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하게 기술된 특성, 구

조, 또는 특징이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문구들의 사용은 단 하나의

실시예 이상의 것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기술된 특성들, 구조들, 또는 특징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시예들에

서,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다.

당업자는 본 발명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상세 사항이 없이도, 또는 그외의 방법들, 리소스들, 재료들 등을 가지고서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다. 그 외의 경우들에서, 공지된 구조들, 리소스들, 또는 연산들은 단지 본 발명의 요점을 흐

리지 않기 위해서 상세하게 보이거나 설명되지 않았다.

본 발명의 예시적 실시예들과 응용들이 이상에서 도해되고 설명되었는데, 본 발명은 이상 설명한 정밀한 부분까지의 구성

및 리소스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당업자에게 명백한 여러 변경들, 변화들, 및 변형들이, 청구된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여기 개시된 본 발명의 방법들 및 시스템들의 배치, 동작 및 상세 사항들에 대해 이뤄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서 효율적인 코드 모핑이 획득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드를 샘플링하는 단계와,

양호한 방식으로 상기 코드를 모핑(morphing)하는 단계와,

상기 모핑된 코드를 프로세싱하는 단계와,

상기 코드에 대한 알려진 프로세싱 결과를 상기 모핑된 코드의 프로세싱 결과와 비교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메써드(method), 기능(function) 및 실행가능 코드의 집합체

(assemblage of executable code) 중의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하는 단계는 상기 코드의 구문적 특징들 및 구성 속성들(syntactical characteristics and

construct properties) 중의 적어도 하나를 해독(decipher)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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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핑하는 단계는 상기 코드의 콘텍스트(context)를 유지하면서 상기 코드의 적어도 하나의 하부 구

조(underlying construct)를 재기입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의 모핑은, 파라미터를 부가하는 것, 프리미티브 타입(primitive type)의 폭을 확장하는 것, 파

라미터들을 재순서화(re-ordering)하는 것, 로컬 변수들을 재순서화하는 것, 로컬 변수를 부가하는 것, 외부 변수를 여분

으로 사용하는 것, 여분 루프를 부가하는 것, 제어 흐름에 스티칭(stitching)하는 것, 상수를 언폴딩(unfolding)하는 것, 메

써드를 상수로 대체하는 것, 폴스 스택 깊이(false stack depth)를 도입하는 것, 상수를 폴딩하는 것, 루프를 롤링 업

(rolling up)하는 것, 공통 하위 표현을 도입하는 것, 타입 로컬들을 통해서 변환하는 것, 및 로컬들을 또 다른 저장 공간으

로 변환하는 것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핑하는 단계는 관리된 실행 환경 하에서 실행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싱은 상기 코드를 컴파일링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판독되었을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로 하여금,

모핑된 코드를 생성하도록 알려진 코드를 모핑하고,

상기 모프가 양호한지의 여부를 테스팅하도록 야기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행가능 명령어

를 갖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알려진 코드를 모핑하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령어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로

하여금 구문적으로 및 구조적으로 중의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상기 알려진 코드의 적어도 일부분을 재기입하도록 야기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알려진 코드를 모핑하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령어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로

하여금, 상기 알려진 코드에 대하여 , 파라미터를 부가하는 것, 프리미티브 타입의 폭을 확장하는 것, 파라미터들을 재순서

화하는 것, 로컬 변수들을 재순서화하는 것, 로컬 변수를 부가하는 것, 외부 변수를 여분으로 사용하는 것, 여분 루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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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 제어 흐름에 스티칭하는 것, 상수를 언폴딩하는 것, 메써드를 상수로 대체하는 것, 폴스 스택 깊이를 도입하는

것, 상수를 폴딩하는 것, 루프를 롤링 업 하는 것, 공통 하위 표현을 도입하는 것, 타입 로컬들을 통해서 변환하는 것, 및 로

컬들을 또 다른 저장 공간으로 변환하는 것 중의 적어도 하나를 실행하도록 야기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모프가 양호한지의 여부를 테스팅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령어는,

상기 모핑된 코드를 컴파일링하고,

상기 모핑된 코드를 컴파일링한 결과들을 상기 알려진 코드를 컴파일링한 알려진 결과들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모프가 양호한지의 여부를 테스팅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령어는,

상기 모핑된 코드와 상기 알려진 코드를 프로세싱하는 타깃 오브젝트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는 관리된 실행 환경 하에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령어를 실행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4.

입력 코드의 하부 제어 구조들을 샘플링하는 샘플러(sampler)와,

상기 하부 제어 구조들 중의 적어도 하나를 재기입하는 모퍼(morpher)와,

상기 모퍼가 양호한 방식으로 상기 하부 제어 구조를 재기입했는 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오브젝트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코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메써드, 기능, 및 실행 가능 코드의 집합체 중의 하나의 적어

도 일부분을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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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러는, 상기 입력 코드의 원래의 콘텍스트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구문적으로 및 구조적으로 중의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재기입될 수 있는 상기 입력 코드의 일부분의 식별을 인에이블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모퍼는, 상기 입력 코드의 원래의 콘텍스트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상기 입력 코드를 구문적으로 변

환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모퍼는 상기 입력 코드에 대한 프로세싱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상기 입력 코드를 구조적

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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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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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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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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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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