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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코드를 재사용하여 프로그램 내의 코드 공간을 절약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한다. 컴파일러와 링커는 합
동하여 템플릿 클래스의 구현, 및 다른 반복적인 코드 세그먼트들에 대해 어떤 오브젝트 코드(object code)를 재사용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컴파일러는 오브젝트 파일 내에서 어떤 함수들이 템플릿 코드로부터 발생되는지를 표시한다. 그 
다음, 지능형 링커는 코드 정합을 시도하며, 코드가 정합하는 경우에, 함수명을 에일리어싱(aliasing)함으로써 중복된 
동일한 코드를 간단히 제거한다. 컴파일러는 각각의 매쏘드와 함께 순환 중복 검사(CRC) 코드를 저장시킴으로써 링커
의 검색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효율성을 희생하지 않고 코드를 재사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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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최적화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블럭도.

도 2는 코드를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단계를 기술하는 플로우챠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컴파일러

106 : 선행처리기

112 : 심볼 테이블

116 : 오브젝트 파일

118 : 링커

120 : 선행처리기

124 : 심볼 테이블

126 : 실행 파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 
사용되는 템플릿 오브젝트 파일(template object file)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C++와 같은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 클래스 템플릿(class template)은 관련성 있는 변수형들의 무
제한의 세트(unbounded set)에 대한 레이아웃과 동작을 정의한다. 템플릿은 엄격하게-정형화된 " 매크로" 기능을 제
공하며, 소스 코드 재사용성을 높힌다. 예를 들어, 스택에 대한 하나의 템플릿은, 정수 스택, 부동 소수 스택, 또는 문자 
스트링에 대한 포인터 스택에 대하여 공통된 정의를 제공할 수 있다. 템플릿은 개개의 프로그램이 스택과 같은 객체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래머는 스택을 구현하는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간단히 스택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
다. 따라서, 템플릿은 프로그래머가 작성할 소스 코드의 양을 감소시키며, 코드 재사용성을 높여준다.
    

템플릿의 구현에 관련된 문제점은, 서로 다른 탬플릿 클래스 선언문에 대한 오브젝트 코드가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데도, 각각의 서로 다른 템플릿 클래스 선언에 대해, 오브젝트 코드가 재사용이 가능한 곳에서도 재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래머가 서로 다른 스택 클래스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때마다, 템플릿 코드가 프로그램 내에 삽입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내에 중복된 코드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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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의 크기를 감소시키도록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코드의 효율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따라서, 본 발명은 코드를 재사용하여 프로그램 내의 코드 공간을 절약시켜 주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한다. 템플릿 클
래스의 구현, 및 다른 반복적인 코드 세그먼트들에 대해, 컴파일러와 링커는 합동하여 어떤 오브젝트 코드를 재사용할
지를 결정한다.

    
컴파일러는, 오브젝트 파일 내에서 어떤 함수가 템플릿 코드, 또는 다른 반복적 유형의 코드로부터 발생되는지를 기록
해 둔다. 그 다음, 지능형 링커는 코드 정합을 시도하며, 코드 정합이 있는 경우에, 함수 명칭들을 에일리어싱(aliasin
g)하여 반복되는 동일한 코드를 제거한다. 컴파일러는 각각의 매쏘드와 함께 CRC(Cyclic Redundancy Check) 코드
를 저장함으로써, 링커가 검색할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매쏘드는 클래스에 관련된 프로시져 또는 루틴임에 주목한다). 
테스트를 통해, CRC만으로 충분한지 또는 링커가 보다 정확한 정합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
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상주하는 명령어 세트로서 주어져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과 방법은 임의의 컴파일러와 링커가 생성된 오브젝트 코드를 최적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의 한 이점은 프로그램 내의 코드 공간을 절약하도록 코드가 최적화된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이점은 프로그램 
효율성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진정한 코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앞서 언급한 이점 및 다른 이점들이, 이후에 설명되는 바와 같은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 모드의 상세
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이후의 설명에서, 첨부된 도면이 참조될 것이며, 유사한 부분에는 유사한 참조 번호
가 사용된다.

    
본 발명은 퍼스널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미니컴퓨터, 및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의 많은 단계들은 다양한 유형의 병렬 프로세서 상에서 유리하게 구현될 수 있다. 도 1
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신규한 방법을 실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전형적인 구성이 설명될 것이다. 
도 1의 컴퓨터 시스템은 최소한 하나의 프로세서(10)을 가진다. 프로세서(10)은 시스템 버스(12)를 통해, 랜덤 액세
스 메모리(RAM, 16)와, 판독 전용 메모리(ROM, 14)와, 디스크 장치(20), 테이프 드라이버(40), 및 프린터(42)와 
같은 주변 장치를 버스(12)에 접속시키기 위한 입력/출력(I/O) 어댑터(18)와, 키보드(24), 버턴(17a 및 17b)를 갖는 
마우스(26), 스피커(28), 마이크로폰(32), 및/또는 터치 스크린 장치(29)와 같은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를 버
스(12)에 접속시키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어댑터(22)와, 정보 처리 시스템을 데이타 처리 네트워크에 접속시키기 
위한 통신 어댑터(34)와, 버스(12)를 디스플레이 장치(38)에 접속시키기 위한 디스플레이 어댑터(36)에 접속된다. 
통신 어댑터(34)는 도 1에 기술된 시스템을 원격 프린터, 원격 서버, 또는 원격 저장 장치와 수백 또는 수천의 유사한 
시스템이나 다른 장치에 접속시킬 수 있다.
    

C++ 템플릿 오브젝트 파일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이 기술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임의의 컴파일러, 임의의 반복적으로 생성된 코드와도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스택을 위한 예시적 클래스 템플릿 정의가 아래의 C++ 코드로 주어져 있다.

#ifndef _STACK_TPL_H

#define _STACK_TPL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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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class T>

class stack

{

private:

T* v;

T* p;

int sz;

public:

stack(int);

~stack();

void push(T);

T pop();

int getSize();

};

#endif

식별자 T는 템플릿 유형을 나타낸다. 상기의 스택에 대한 클래스 구현은 다음과 같다.

template< class T> stack< T> ::stack(int s)

{

v = p = new T[sz=s];

}

template< class T> stack< T> ::~stack()

{

delete [] v;

}

template< class T> void stack< T> ::push(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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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a ;

}

template< class T> T stack< T> ::pop()

{

return *(--p);

}

template< class T> int stack< T> ::getSize()

{

return sz;

}

상기의 클래스 템플릿의 또 다른 선언문(즉, 템플릿 클래스)는 다음과 같다.

#include " stk.h"

typedef char *pCHAR;

typedef unsigned short *pUSHORT;

typedef int *pINT;

typedef unsigned int *pUINT;

stack< unsigned int> dummy0(10);

stack< int> dummy1(10);

stack< unsigned short> dummy2(10);

stack< pCHAR> dummy3(10);

stack< pUSHORT> dummy4(10);

stack< pINT> dummy5(10);

stack< pUINT> dummy6(10);

정수에 대한 스택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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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 iostream.h>

#include " stk.h"

{

stack< int> s(10);

cout < < " Pushing the sequence of numbers : 2 4 1 3＼n" ;

s.push(2);

s.push(4);

s.push(1);

s.push(3);

cout < < " Popping the numbers:expecting 3 1 4 2＼n" ;

cout < < " Sequence from Pop operation: " ;

cout < < s.pop() < < ' ';

cout < < s.pop() < < ' ';

cout < < s.pop() < < ' ';

cout < < s.pop() < < '＼n';

return 0;

}

코드가 컴파일될 때, 각각의 매쏘드가 템플릿을 위해 사용된 변수형(즉, int, char등)에 무관하더라도, C++ 컴파일러
는 전형적으로 각각의 매쏘드(예를 들어, push, pop 등)에 대한 코드를 반복한다. 어떤 경우에는, 템플릿 선언문에 사
용된 변수형에 있어서의 차이점들 때문에, 코드가 서로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코드는 동
일하거나, 거의 동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각의 서로 다른 변수형들에 대하여 pop() 매쏘드를 위해 생성된 어셈블리 코드가 아래에 주어져 있다.

unsigned int:

pop_stackXTUi_Fv proc

mov ecx, eax

mov eax, [ecx+04h]

lea edx, [eax-0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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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 [ecx+04h], edx

mov eax, [eax-04h]

ret

pop_stackXTUi_Fv endp

int:

pop_stackXTi_Fv proc

mov ecx, eax

mov eax, [ecx+04h]

lea edx, [eax-04h]

mov [ecx+04h], edx

mov eax, [eax-04h]

ret

pop_stackXTi_Fv endp

unsigned short:

pop_stackXTUs_Fv proc

mov edx, eax

push ebx

mov ecx, [edx+04h]

xor eax, eax

lea ebx, [ecx-02h]

mov [edx+04h], ebx

pop ebx

mov ax, [ecx-02h]

ret

pop_stackXTUs_Fv e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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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

pop_stackXTc_Fv proc

mov edx, eax

push ebx

mov cx, [edx+04h]

xor eax, eax

lea bx, [ecx-01h]

mov [edx+04h], ebx

pop ebx

mov a1, [ecx-01h]

ret

pop_stackXTc_Fv endp

unsigned int 및 int에 대해 발생된 코드는 정확히 같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들 변수형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즉, 
각각 4 바이트), 이러한 사실은 예상 밖의 일은 아니다. unsigned int는 크기가 단지 2 바이트이고 char는 크기가 단지 
1 바이트이기 때문에, unsigned short 및 char에 대한 코드는 예상대로 다르다.

아래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든 유형의 포인터에 대해 생성된 코드는, unsigned int와 int에 대한 코드가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pointer to unsigned int:

pop_stackXTPUi_Fv proc

mov ecx, eax

mov eax, [ecx+04h]

lea edx, [eax-04h]

mov [ecx+04h], edx

mov eax, [eax-04h]

ret

pop_stackXTPUi_Fv endp

pointer to int:pop_stackXTPi_Fv p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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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 ecx, eax

mov eax, [ecx+04h]

lea edx, [eax-04h]

mov [ecx+04h], edx

mov eax, [eax-04h]

ret

pop_stackXTPi_Fv endp

pointer to unsi

gned short:

pop_stackXTPUs_Fv proc

mov ecx, eax

mov eax, [ecx+04h]

lea edx, [eax-04h]

mov [ecx+04h], edx

mov eax, [eax-04h]

ret

pop_stackXTPUs_Fv endp

pointer to char:

pop_stackXTPc_Fv proc

mov ecx, eax

mov eax, [ecx+04h]

lea edx, [eax-04h]

1. mov [ecx+04h], edx

mov eax, [eax-04h]

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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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_stackXTPc_Fv endp

getSize() 매쏘드에 대해 생성된 코드는 선언된 템플릿 클래스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또한, 생성자(constructor) 및 
소멸자(destructor)에 대해 생성된 코드도 역시 선언된 템플릿 클래스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들 예로부터 2개의 원리가 도출된다.

1. 매쏘드 내에 템플릿 유형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생성된 코드는 동일하다.

2. 템플릿 유형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생성된 코드는 대개 동일하다.

    
상술한 원리에 기초하여, 본 발명은, 컴파일러 및 링커가 가능하다면 템플릿 클래스의 구현을 위해 오브젝트 코드를 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한다. 컴파일러는 오브젝트 파일에서 어떤 함수가 템플릿 코드로부터 발생하는지
를 기록한다. 그 다음, 지능형 링커는 코드 정합을 시도하고, 코드가 정합되는 경우에는, 함수명을 에일리어싱함으로써 
반복되는 동일한 코드를 제거한다. 컴파일러는 각각의 매쏘드와 함께 CRC를 저장함으로써 링커가 검색할 양을 감소시
킬 수 있다.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CRC만으로 충분한지 또는 링커가 보다 정확한 정합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적인 구현은 컴파일러에 따라 다르지만, 한 예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은 매쏘드(method)가 템플릿 유형에 직접 구속되지 않는 데이타 조작을 수행할 때 클래스 템플릿을 최적화하
는데 특히 유용하다. 공통적인 예가, 대부분의 매쏘드는 컬렉션(collection)을 워킹(walking)하고 단지 몇 개의 매쏘
드만이 컬렉션 내에 요소를 추가, 삭제, 또는 검색하는 컬렉션 클래스(collection class)이다.

또한, 상술한 최적화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끌어내도록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구현이 수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템플
릿의 유형이 되는 파라미터들은, 비교적 큰 구현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포인터들로 변환될 수 있다. 그 결과, 각각의 템
플릿 유형에 대해 단지 래퍼 함수(wrapper function)만이 다르게 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코드를 컴파일 및 링크하는 방법이 설명될 것이다. 컴파일 단계(102) 동안에, 소스 
파일(104)는 선행처리기(preprocessor, 106), 문장 검사기 및 구문 해석기(syntax checker and parser, 108), 및 
코드 생성기(code generator, 110)을 통해 처리된다. 선행처리기(106), 문장 검사기 및 구문 해석기(108), 및 코드 
생성기(110)은 심볼 테이블(symbol table, 112)를 생성한다. 그 다음, 생성된 코드는 최적화되고(114), 오브젝트 파
일(116)이 생성된다.
    

    
링크 단계(118) 동안에,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파일(116)이 선행처리기(120) 및 실행파일 생성기(executable gen
erator, 122)에 의해 처리되어 함께 링크된다. 심볼 테이블(124)는 링크를 수행하는데 사용된다(즉, 전역 명칭을 모아
서 분석). 또한, 심볼 테이블(124)는 발견된 모든 코멘트 레코드(comment record)를 수집하여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코멘트 레코드들은 템플릿 오브젝트 코드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며, 아래에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
행 코드 모듈(126)이 생성된다.
    

이 예의 목적상, STK.CPP란 이름의 파일 내에 스택 템플릿을 구현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그리고, 아래의 코드는 TES
T.CPP란 이름의 소스 파일(104)에서 발췌한 것이다.

#include < iostream.h>

#include " st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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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 int> i(10);

stack< unsigned short *> s(10);

i.push(1);

i.push(2);

unsigned short j = 1;

s.push(& j);

j = 2;

s.push(& j);

cout < < i.getSize() < < " elements in integer stack＼n" ;

cout < < s.getSize() < <

" elements in unsigned short pointer stack＼n" ;

TEST.CPP가 컴파일 될 때, 3개의 오브젝트 파일(116)이 생성된다. 하나는 TEST.CPP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스택 
템플릿 클래스의 각각의 서로 다른 기동부(invocations)에 대하여 하나씩이다. 2개의 독립된 기동부 각각에 대한 템블
릿 파일 오브젝트의 이름이 STK1.OBJ 및 STK2.OBJ라 하자.

컴파일 단계(102) 동안에, 컴파일러는 각각의 템플릿 함수에 대한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에 코멘트 레코드를 추가한다. 
물론, 컴파일러가 코멘트 레코드를 추가하는 정확한 위치는 컴파일러에 따라 다르다. 코멘트 레코드에는 템플릿 파일명, 
라인 번호, 함수명, 및 오브젝트 코드에 대한 CRC[또는 체크섬(checksum)]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STK1.OBJ은 아
래의 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파일명 라인 번호 CRC 함수
STK1.OBJ 1 8D23 _C_stack_Fv
STK1.OBJ 6 CAA1 _D_stack_Fv
STK1.OBJ 10 3A1F push_stack_Fi
STK1.OBJ 15 4A2C pop_stack_XTi_Fv
STK1.OBJ 20 1CAD getSize_stackXTi_Fv

예를 들어, STK2.OBJ는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파일명 라인 번호 CRC 함수
STK2.OBJ 1 8D23 _C_stack_Fv
STK2.OBJ 6 CAA1 _D_stack_Fv
STK2.OBJ 10 3A1F push_stack_FPUs
STK2.OBJ 15 4A2C pop_stack_XTPUs_Fv
STK2.OBJ 20 1CAD getsize_stackXTPUs_Fv

    
링크 단계(118)의 선행처리 단계(120) 동안에, 링커는 심볼 테이블(124)에 이들 코멘트 레코드를 저장한다. 링커 단
계(118)의 실행파일 생성 단계(122) 동안에, 공통된 코멘트 레코드를 찾기 위해 오브젝트 파일 내의 코멘트 레코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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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다. 이러한 검색이 발생하는 단계(122) 내의 정확한 위치는 링커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검색의 속도는 CRC를 
사용하여 개선된다. 만일, 2개의 CRC 코드가 동일하다면, CRC 코드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코드 바이트도 역시 동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링커가 정합하는 CRC 코드를 발견한다면, 저변 코드가 동일한지를 비교하기 위해 실제의 명
령어들을 비교할 것이다.
    

정합이 발견되면, 링커는 발견된 함수를 에일리어싱하는 복제 진입점의(entry point) 세트를 실행 파일 내에 생성하고, 
어드레스들을 새로운 함수명으로 조절할 것이다. 설명된 예에서, 매핑은 다음과 같다.

파일명 라인 번호 CRC 함수
STK1.OBJ 1 8D23 _C_stack_Fv
STK1.OBJ 6 CAA1 _D_stack_Fv
STK1.OBJ 10 3A1F push_stack_Fi
STK1.OBJ 15 4A2C pop_stack_XTi_Fv
STK1.OBJ 20 1CAD GetSize_stackXTi_Fv
STK2.OBJ 1 8D23 _C_stack_Fv
STK2.OBJ 6 CAA1 _D_stack_Fv
STK2.OBJ 10 3A1F push_stack_FPUs
STK2.OBJ 15 4A2C pop_stackXTPUs_Fv
STK2.OBJ 20 1CAD getSize_stackXTUs_Fv

오브젝트 STK1.OBJ이 모든 심볼 명들과 레퍼런스들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STK2.OBJ에 대한 중복된 코
멘트 레코드는 역시 무효화된다.

파일명 라인 번호 CRC 함수
STK2.OBJ -- ---- ----
STK2.OBJ -- ---- ----
STK2.OBJ -- ---- ----
STK2.OBJ -- ---- ----
STK2.OBJ -- ---- ----

    
도시된 예에서, 코드의 50%가 제거되어, 상당한 코드 공간이 절약되었다. 스택 함수들(즉, 생성자, 소멸자, push, pop, 
및 getSize)의 각각에 대해, 실행 코드 내에는 단지 하나의 진입점만이 있다. 예를 들어, 정수를 정수 스택 상에 푸쉬하
기 위한 호출[즉, 소스 파일에서 i.push(1)과 i.push(2)]는 unsigned short에 대한 포인터를 unsigned short stack
에 대한 포인터 상에 푸쉬하기 위한 호출[즉, 최초의 소스 코드 내의 s.push(& j)]와 동일한 실행 코드를 호출할 것이
다. 명령어 세트가 동일한 모든 함수에 대해, 단지 하나의 명령어 세트만이 실행 모듈 내에 존재한다.
    

    
비록 본 발명의 어느 정도의 특정성을 가지고 기술되었지만, 그 요소들은 본 발명의 원리와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 중 하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일반적으로 구성
된 하나 이상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16) 내에 상주하는 명령어 세트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이들 명령어 세트들은, 컴퓨
터 시스템에 의해 요구될 때까지,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또는 최종적으로 CD_ROM 드라이브에서 사용될 
광학 디스크나 최종적으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사용될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제거가능한 메모리 내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명령어 세트는 다른 컴퓨터의 메모리 내에 저장되어서, 사용자가 원하면, 지역 네트워크(LAN) 또는 인
터넷과 같은 광역 네트워크(WAN)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다. 당업자는 명령어 세트의 물리적 저장은, 명령어 세트가 
전기적, 자기적, 또는 화학적으로 저장되는 매체를 변경시켜, 매체가 컴퓨터 판독가능한 정보를 운반하도록 한다. 본 발
명은 첨부된 청구 범위와 그 등가물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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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프로그램의 크기를 감소시키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
법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행 프로그램(executable program) 생성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소스 파일(source file)을 컴파일(compile)하여 각각의 소스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 파일(object file)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컴파일 단계는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에 코멘트 레코드를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함-,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을 검색하여 하나 이상의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repeated sets instructions)가 있는지를 판별
하는 단계와,

상기 오브젝트 파일들을 함께 링크(link)하여,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 각각의 사본 1개(one copy of each repeated s
et of instructions)를 포함하는 실행 모듈(executable module)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실행 프로그램 생성 방법.

청구항 2.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와,

저장 수단과,

입출력 수단과,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프로세서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의 하나 이상의 화상(image)과,

하나 이상의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여 각각의 소스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컴파일 수단과 -상기 
컴파일 수단은 각 오브젝트 파일에 코멘트 레코드를 부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함-,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을 검색하여 하나 이상의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가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검색 수단과,

상기 오브젝트 파일들을 함께 링크하여,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 각각의 사본 1개를 포함하는 실행 모듈을 생성하기 위한 
링크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코멘트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잠재적으로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들의 이름과 위치를 포함하는 정
보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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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코멘트 레코드는 파일명, 라인 번호, CRC(cyclic redundancy check) 및 함수명을 포함하는 정
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 수단은 모든 잠재적으로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에 대한 CRC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수단은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을 검색하여 하나 이상의 정합하는 CRC들이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수단과,

정합하는 CRC가 발견되는 경우, 상기 정합하는 CRC들에 관련된 명령어 세트들을 비교하여 이 명령어 세트들이 동일한
지를 판별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수단은

상기 검색 수단에 의해 발견되는 각각의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에 대하여 상기 실행 모듈 내의 중복 진입점 세트(dupli
cate set of entry points)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의 1개 사본으로 제어를 전달하도록 상기 실행 모듈 내의 하나 이상의 함수 호출의 어드레스
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8.

실행 프로그램 생성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여 각각의 소스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와,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을 검색하여 하나 이상의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검색 단계와,

상기 오브젝트 파일들을 함께 링크하여,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 각각의 사본 1개를 포함하는 실행 모듈을 생성하는 링크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링크 단계는

상기 검색 단계 동안에 발견되는 각각의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에 대하여 상기 실행 모듈 내의 중복 진입점 세트를 생성
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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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행 모듈 내의 하나 이상의 함수 호출의 어드레스를 조정하여 상기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의 1개 사본에 제어를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실행 프로그램 생성 방법.

청구항 9.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와,

저장 수단과,

입출력 수단과,

디스플레이 수단과,

상기 프로세서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운영 체제의 하나 이상의 화상과,

하나 이상의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여 각각의 소스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컴파일 수단과,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을 검색하여 하나 이상의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가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검색 수단과,

상기 오브젝트 파일들을 함께 링크하여,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 각각의 사본 1개를 포함하는 실행 모듈을 생성하기 위한 
링크 수단

을 포함하며,

상기 링크 수단은

상기 검색 수단에 의해 발견되는 각각의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에 대하여 상기 실행 모듈 내의 중복 진입점 세트를 생성
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의 1개 사본에 제어를 전달하도록 상기 실행 모듈 내의 하나 이상의 함수 호출의 어드레스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 수단은 모든 잠재적으로 반복되는 명령어 세트에 대한 CRC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수단은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을 검색하여 하나 이상의 정합하는 CRC들이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수단과,

정합하는 CRC가 발견되는 경우, 상기 정합하는 CRC들에 관련된 명령어 세트들을 비교하여 이 명령어 세트들이 동일한
지를 판별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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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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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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