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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는 한 실행 스택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
다. 여러 각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들이 같은 실행 스택상에서 사이에 끼워질 수 있다. 상기
실행 스택상의 데이터 블럭은 이전의 프레임으로의 프레임 포인터 및 스택 포인터를 저장하므로써 프레임을 거치지 않고
실행 스택을 가로지르도록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각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실행 스택상의 프레임을
통해 변환을 시킴으로써 예외가 전파될 수 있기도 하다.
대표도
도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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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한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실행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서, 상기 방법은,
-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1 함수를 위해 상기 실행 스택에 제 1 프레임(461)을 저장하고,
-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2 함수를 상기 제 1 함수가 호출함에 따라, 제 2 함수에 대한 제 2 프레임(455) 이전
에 상기 실행 스택에 데이터 블록(457)을 저장하며, 이때, 상기 데이터 블록(457)은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이전
의 함수를 위한 상기 실행 스택에서의 이전 프레임(459)에 대한 한개 이상의 포인터를 포함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한개 이상의 포인터는 스택 포인터(LAST_JAVA_SP)와 프레임 포인터(LAST_JAVA_FP)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2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1 함수가 상기 제 2 함수를 호출함에 따라, 상기 제 2 함수에 의해 호출될 수 있는 제 2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
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로 기록된 함수들을 위한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 제 2 함수를 빠져나오면, 제 2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로 기록된 함수들을 위한 자원을 할당해제하
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2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2 함수를 위한 예외 처리기(exception handler)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제 2 함수의 실행 중 발생하였던 예외를
캐치(catch)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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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 상기 예외를 처리하도록 상기 데이터 블록에 대한 예외 처리기를 식별하고, 그리고 상기 식별된 예외 처리기로 점프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예외 처리기는 로컬 기억장치에 상기 예외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기억장치는 상기 제 1 함수와 상기 제 2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현재 쓰레드에 관련된 기억 장
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1 함수로 복귀함에 따라, 예외가 미정(pending)인 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로컬 기억장치를 조사하고, 그리고
상기 예외가 미정일 경우 저장된 예외를 발생(throw)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 상기 저장된 예외를 상기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 또는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
법.

청구항 12.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한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실행 스택을 구현하는 컴퓨터 코드를 포함하는 컴
퓨터-판독형 매체로서, 상기 컴퓨터-판독형 매체는,
-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1 함수를 위해 상기 실행 스택에 제 1 프레임(461)을 저장하는 컴퓨터 코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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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2 함수를 상기 제 1 함수가 호출함에 따라, 제 2 함수에 대한 제 2 프레임(455) 이전
에 상기 실행 스택에 데이터 블록(457)을 저장하는 컴퓨터 코드로서, 이때, 상기 데이터 블록(457)은 제 2 프로그래밍 언
어로 기록된 이전의 함수를 위한 상기 실행 스택에서의 이전 프레임(459)에 대한 한개 이상의 포인터를 포함하는 바의 컴
퓨터 코드
를 저장한느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판독형 매체.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판독형 매체는 CD-ROM, 플라피 디스크, 테이프,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 중 한가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판독형 매체.

청구항 14.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한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실행 스택을 구현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 프로세서, 그리고
- 상기 프로세서에 연결되어 상기 실행 스택을 저장하는 메모리
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1 함수를 위해 상기 실행 스택에 제 1 프레임(461)을 저장시키도록 동
작하고,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2 함수를 상기 제 1 함수가 호출함에 따라, 상기 프로세서는 제 2 함수에 대한
제 2 프레임(455) 이전에 상기 실행 스택에 데이터 블록(457)을 저장시키도록 동작하며, 이때, 상기 데이터 블록(457)은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이전의 함수를 위한 상기 실행 스택 상의 이전의 프레임(459)에 대한 한개 이상의 포인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5.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한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실행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서, 상기 방법은,
-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1 함수를 위해 상기 실행 스택에 제 1 프레임을 저장하고,
-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2 함수를 상기 제 1 함수가 호출함에 따라, 상기 실행 스택 상의 제 1 프레임에 대한
한개 이상의 포인터를 로컬 기억장치에 저장하고, 그리고 상기 제 2 함수를 위해 상기 실행 스택에 제 2 프레임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한개 이상의 포인터는 스택 포인터(LAST_JAVA_SP)와 프레임 포인터(LAST_JAVA-FP)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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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 또는 16 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기억장치는 제 1 함수와 제 2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현재 쓰레드에 관련된 기억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 제 2 함수를 빠져나올 때, 상기 로컬 기억 장치에 저장된 한개 이상의 포인터를 삭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2 함수를 위한 예외 처리기(exception handler)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제 2 함수의 실행 중 발생하였던 예외를
캐치(catch)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 상기 예외가 상기 제 1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적합한 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 상기 예외를 상기 로컬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 상기 실행 스택 상의 리턴 주소를 예외 포워드기(exception forwarder)의주소로 패치(patch)하며, 이때, 상기 예외 포
워드기는 상기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 상기 제 1 함수에 대한 예외 처리기를 식별하고, 그리고 상기 식별된 예외 처리기로
점프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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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예외 포워드기가 상기 예외를 제 1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24.
제 15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3 함수를 상기 제 2 함수가 호출함에 따라, 상기 제 3 함수에 대한 제 3 프레임
이전에 상기 실행 스택에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고, 이때, 상기 데이터 블록은 로컬 기억장치에 저장된 상기 제 1 프레임에
대한 한개 이상의 포인터를 포함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3 함수를 상기 제 2 함수가 호출함에 따라, 상기 제 3 함수에 의해 호출될 수 있는 제 1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
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한 자원들을 할당하고, 그리고
- 상기 제 3 함수를 빠져나옴에 따라, 상기 제 1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한 자원
들을 할당해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3 함수에 대한 예외 처리기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제 3 함수의 실행 중 발생된 예외를 캐치(catch)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27.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한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실행 스택을 구현하는 컴퓨터 코드를 포함하는 컴
퓨터-판독형 매체로서, 상기 컴퓨터-판독형 매체는,
-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1 함수를 위해 상기 실행 스택에 제 1 프레임을 저장하는 컴퓨터 코드, 그리고
-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2 함수를 상기 제 1 함수가 호출함에 따라, 상기 실행 스택 상의 제 1 프레임에 대한
한개 이상의 포인터를 로컬 기억장치에 저장하고, 그리고 상기 제 2 함수를 위해 상기 실행 스택에 제 2 프레임을 저장하는
컴퓨터 코드
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판독형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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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실행 스택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를 저장하기 위한 컴퓨터-판독형 매체로서, 상기 컴퓨터-판독형 매체는,
-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1 함수를 위해 상기 실행 스택 상에 위치하는 제 1 프레임,
-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2 함수를 위해 상기 제 1 프레임 위의 실행 스택에 위치하는 제 2 프레임, 그리고
- 상기 제 2 프레임 위의 실행 스택에 위치하는 데이터 블록으로서, 상기 데이터 블록은 상기 실행 스택 상의 제 1 프레임
에 대한 한개 이상의 포인터를 포함하는 바의 상기 데이터 블록
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판독형 매체.

청구항 29.
제 3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2 함수를 위한 예외 처리기(exception handler)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제 2 함수의 실행 중 발생하였던 예외를
캐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30.
제 4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2 함수를 위한 예외 처리기(exception handler)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제 2 함수의 실행 중 발생하였던 예오를
캐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31.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한 자원들을 할당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1 함수를 위해 상기 실행 스택에 제 1 프레임을 저장하고,
- 상기 제 1 함수를 이용하여 제 2 함수를 호출하며, 그리고
- 상기 제 2 함수에 의해 호출될 수 있는 제 2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해 자원들
을 할당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할당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7-

등록특허 10-0640314

- 제 2 함수를 빠져나옴에 따라, 상기 제 2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한 자원들을
할당 해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할당 방법.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함수를 이용하여 제 2 함수를 호출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제 2 함수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
하고, 상기 방법은,
- 상기 제 2 함수에 대한 예외 처리기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제 2 함수의 실행 중 발생된 예외를 캐치(catch)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할당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 상기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블록에 대한 예외 처리기를 식별하고, 그리고,
- 상기 제 2 함수로부터 상기 식별된 예외 처리기로 점프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할당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예외 처리기는, 상기 제 1 함수를 이용하여 제 2 함수를 호출하는 스레드에 관련된 로컬
기억장치에 상기 예외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할당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2 함수로부터 상기 제 1 함수로 복귀하고,
- 상기 예외가 미정(pending)인 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로컬 기억장치를 조사하며, 그리고
- 상기 예외가 미정(pending)이라고 결정되면 상기 저장된 예외를 발생(throw)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할당 방법.

청구항 37.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한 예외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1 함수를 위해 상기 실행 스택에 제 1 프레임을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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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 1 함수를 이용하여 제 2 함수를 호출하며, 그리고
- 상기 제 2 함수에 대한 예외 처리기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제 2 함수의 실행 중 발생된 예외를 캐치(catch)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예외 처리 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 상기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블록에 대한 예외 처리기를 식별하고, 그리고, 상기 식별된 예외 처리기로 점프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예외 처리 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예외 처리기는 로컬 기억장치에 상기 예외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예외 처리 방
법.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기억장치는, 제 1 함수 및 제 2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현재의 쓰레드에 관련된 기억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예외 처리 방법.

청구항 41.
제 39 항에 있어서,
- 예외가 미정(pending)인 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로컬 기억장치를 조사하고,
- 상기 예외가 미정(pending)일 경우 상기 저장된 예외를 발생(throw)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예외 처리 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 상기 저장된 예외를 상기 제 1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예외 처리 방법.

청구항 43.
제 37 항에 있어서, 제 1 함수를 이용하여 제 2 함수를 호출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실행 스택에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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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블록은,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되지 않은 제 3 함수를 위한 상기 실행 스택의 또다른 프레임에 대한 참
조(referenc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예외 처리 방법.

청구항 44.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로 기록된 함수들에 대한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실행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으
로서, 상기 방법은,
-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1 함수에 대해 상기 실행 스택에 제 1 프레임을 저장하고,
-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제 2 함수를 위해 상기 실행 스택에 제 2 프레임을 저장하며, 그리고
- 상기 제 2 함수로부터 제 3 함수를 호출하고, 이때, 상기 제 3 함수는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되는
단계들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제 2 함수로부터 제 3 함수를 호출하는 상기 단계는 제 1 프레임에 대한 한개 이상의 참조
(reference)를 포함하는 데이터 블록을 상기 실행 스택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 상기 실행 스택에 데이터 블록을 저장한 후, 상기 제 3 함수에 대한 제 3 프레임을 상기 실행 스택에 저장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46.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는 C++, 파스칼, 포트란, 그리고 어셈블리 언어 중 한가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48.
연산 환경에서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혼합 실행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제 1 프레임을 저장하고, 이때, 상기 제 1 프레임은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컴퓨터 프로
그램 코드의 실행을 위한 프레임이며,
-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을 위한 제 2 프레임이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저장될 지를
결정하며, 이때, 상기 제 1, 2 프로그래밍 언어는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 상기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을 위한 상기 제 2 프로그램이 상기 혼합 실행 스
택에 저장될 것이라고 결정되었을 때, 상기 제 1 프레임에 대한 한개 이상의 참조(reference)를 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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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상기 제 2 프레임을 저장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50.
제 48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1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제 3 프레임이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저장될 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 상기 제 3 프레임이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저장된다고 결정될 때, 상기 실행 스택의 상기 제 1 프레임에 대한 상기 한개
이상의 참조를 저장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51.
제 48 항에 있어서,
- 상기 제 1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제 3 프레임이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저장될 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 상기 제 3 프레임이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저장되기 전에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엔트리 프레임을 저장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52.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레임에 대한 한개 이상의 참조를 저장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한개 이상의 참조를 로컬 기
억장치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53.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레임에 대한 한개 이상의 참조를 저장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한개 이상의 참조를 로컬 기
억장치에 저장하고, 그후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상기 한개 이상의 참조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 실행 스택 구현 방법.

청구항 54.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상기 제 2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 실행 스택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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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5.
연산 환경에서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혼합 실행 스택을 이용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을 포함하는 장치
로서, 상기 가상 머신은,
-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제 1 프레임을 저장하고, 이때, 상기 제 1 프레임은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컴퓨터 프로
그램 코드의 실행을 위한 프레임이며,
-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을 위한 제 2 프레임이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저장될 지를
결정하며, 이때, 상기 제 1, 2 프로그래밍 언어는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 상기 제 2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을 위한 상기 제 2 프로그램이 상기 혼합 실행 스
택에 저장될 것이라고 결정되었을 때, 상기 제 1 프레임에 대한 한개 이상의 참조(reference)를 저장하는
동작들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머신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6.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머신은
-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상기 제 2 프레임을 저장하는
동작을 추가로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머신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7.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머신은,
- 상기 제 1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제 3 프레임이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저장되는 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 상기 제 3 프레임이 상기 혼합 실행 스택에 저장된다고 결정되었을 때, 상기 실행 스택의 상기 제 1 프레임에 대한 상기
한개 이상의 참조를 저장하는
동작을 추가로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머신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8.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그래밍 언어나 제 2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상 머신을 포함하는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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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실행스택의 구현에 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가령 자바(Java) 가상머신을 위한 실행스택과 같은 다중 프로그
래밍 언어로 기록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실행스택을 구현함에 대한 것이다.
상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는 팔로 알토, 캘리포니아의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에 의해 개발된 객체지향형 고수준 프로그래
밍 언어이다. 그리고 상기 언어는 소형 개인용 컴퓨터 슈퍼 컴퓨터에 이르는 광범위한 컴퓨터에서 실행되기에 충분한 포터
블로 만들어진다. 자바(및 다른 언어)로 기록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가상 머신 지시로
컴파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바 가상머신은 가상머신 지시를 해독하고 실행시키는 인터프리터이다.
자바 가상머신을 위한 상기 가상머신 지시는 바이트 코드이며 이들 바이트 코드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바이트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상기 바이트 코드는 한 클래스의 방법을 위한 바이트 코드를 포함하는 클래스 파일이라 불리는 특정 파일 포맷
으로 저장된다. 한 클래스의 방법에 대한 바이트 코드에 추가하여 상기 클래스 파일은 다른 보조 정보뿐 아니라 한 기호 테
이블을 포함한다.
하나 또는 둘이상의 클래스 파일로 자바 바이트 코드로써 실시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플랫폼 인디펜던트이다.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바 가상머신의 실시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실행되고 수정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자바 가
상머신은 자바 가상머신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플랫폼 인디펜던트이도록 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인 일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에뮬레이터이다.
상기 자바 가상머신은 한 소프트웨어 인터프리터로써 통상 실시된다. 종래의 인터프리터들은 실행중 한번에 한 지시씩 해
석된 프로그램의 가상머신 지시를 해독하고 실행한다. 반면 컴파일러들은 해독이 실행중에 수행되지 않도록 실행이전에
소스 코드를 고유 머신지시로 해독시킨다. 종래의 인터프리터들이 지시가 있을때마다 반복해서 실행되기 전에 각 지시를
해독하기 때문에 해석된 프로그램의 실행은 대개 컴파일된 프로그램보다 매우 느린데 이는 컴파일된 프로그램의 고유 머
신지시들이 해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유 머신 또는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자바 가상머신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가령 C++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자바 프로그래밍 실행은 다중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의 실행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로 바이트 코드 자
신들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되지 않은 기능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가령 입출력용 시스템 기능). 따라서 실행하는
자바 프로그램은 다중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되었던 기능의 실행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중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을 저장하는 한 실행 스택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때에는 적절한 포맷으로의 예외 변환과
함께 이들 기능을 통해 예외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자바 가상머신은 자바 프로그램이 고유 방법을 동적으로 적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한 고유 방법이 자바 프로
그래밍 언어가 아닌 언어로 실시된다. 고유 방법들은 실행하기 위한 자원을 자주 필요로 하며 따라서 자원들이 고유 방법
이 호출될때마다 할당되고 할당 해제될 수 있도록 된다. 그러나 자원할당 및 할당 해제는 매우 시간 소모적이며 계속적인
할당 및 자원의 할당 해제는 해석된 프로그램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자원 할당 및 할당 해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실행된 기능을 위한 기능시동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실행 스택을 실시하기 이한 기술
이 필요하며 특히 이들 기능 및 상응하는 시동을 통해 예외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추가로 실행 속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자원이 할당되고 할당 해제되는 방법으로 더욱 효율적인 인터프리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는 실행 스택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실행 스택에서 한 이전의 프레임으로의 포인터를 저장하는 엔트리 프레임(또는 데이터 블럭)을 사용하는 같은 실행
스택상에서 저장될 수 있다. 상기 엔트리 프레임은 상기 실행 스택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
을 "거치지 않고(around)" 횡단될 수 있도록 하며 예외가 가령 그 기능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되는 때 그리고 그
예외의 포맷이 다른 때에도 적절한 예외 처리기에 의해 처리하기 위해 상기 실행 스택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또한 자원이
한 프로그래밍 언어(가령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을 입력시키자 마자 할당될 수 있어서 상기 자원들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뒤이은 기능(가령 고유)에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기 자원들은 호출기능이 종료되기만
하면 할당 해제될 수 있어서 자원 할당 및 할당 해제의 효율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가 하기에서 설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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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시예에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는 한 실행 스택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에 의
해 구현된 방법이 제공된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첫 번째 프레임이 상기 실행 스택상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첫 번째 기능이 두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두 번째 기능을 호출하는때 데이터 블럭이 상기 두 번째
기능에 대한 두 번째 프레임 이전에 상기 실행 스택상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블럭은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상기 실행 스택상에서 이전 프레임으로의 적어도 한 포인터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데이터 블럭은 상기
실행스택상에서 이전 프레임으로의 한 스택 포인터와 한 프레임 포인터를 저장하며 상기 스택포인터와 프레임 포인터는
로컬 기억장치(쓰레드 로컬 기억장치)에 저장되었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는 한 실행 스택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에 의해 구현된 방법이 제공된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첫 번째 프레임이 상기 실행스택상에 저
장될 수 있다. 상기 첫 번째 기능이 두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두 번째 기능을 호출하는때 상기 실행스택상에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의 적어도 한 포인터가 로컬 기억장치(가령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적어도 한 포
인터는 스택 포인터 및 프레임 포인터일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세 번째 기능이 호출되는
때 한 데이터 블럭이 상기 세 번째 기능에 대한 세 번째 프레임 이전에 상기 실행스택상에 저장될 수 있다. t 상기 데이터
블럭은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되었던 상기 실행스택상의 첫 번째 프레임으로 적어도 하나의 포인터를 저장하여 상기 데
이터 블럭이 상기 실행스택상에 두 번째 프레임을 지나지 않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첫 번
째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한 실행스택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의해 저장된 한 데이터 구조가 제공된다. 첫 번
째 프레임은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첫 번째 기능을 위해 상기 실행스택상에 저장된다. 두번째 프레임은 두번
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두번째 기능을 위해 상기 실행 스택상에 저장된다. 상기 실행 스택의 두번째 프레임위 상기
실행 스택상에 한 데이터 블럭이 저장되며 이는 상기 실행 스택상의 첫번째 프레임으로의 적어도 한 포인터를 포함한다.
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데이터 블럭은 첫번째 프레임으로의 스택 포인터 및 프레임 포인터를 저장한다.
하기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발명의 구성
정의
기능 - 소프트웨어 루틴(서브 루틴, 절차, 멤버기능 및 방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프레임(또는 시동 프레임, 시동 기록) - 상기 기능의 실행을 위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한 기능에 대하여 실행 스택상에
저장된 기록, 상기의 정보는 상태 변수, 로컬변수 및 피연산자 스택을 포함할 수 있다.
실행 스택 - 순차적인 호출순서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행중에 사용된 스택. 한 기능(피호출
자)이 호출되는때 상기 기능에 대한 프레임이 상기 실행스택상에서 푸쉬된다. 뒤이어 상기 기능이 종료된때 프레임은 스택
으로부터 나오며 상기 실행 스택의 상위에 있는 프레임에 대한 기능(호출자)이 실행을 재개한다.
피연산자 스택 - 실행중 머신지시에 의해 사용하기 위해 피연산자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 스택.
외부 코드 -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가령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컴퓨터 코드. 예를 들
어 자바 가상머신이 C++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될 수 있으며 상기 자바 가상머신은 해석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자바 코
드를 참조로 하여 외부 코드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외부 코드는 고유 방법을 포함한다.
고유 방법 -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 고유 방법은 이들이 동적으로 적재되고 실
행되도록 하는 자바 프로그램에 의해 호출될 수 있다. 추가로 고유 방법들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을 호출
할 수 있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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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이 자바 프로그램(가령 바이트 코드)을 실행하는 자바 가상머신을 위한 한 실행 스택을 구현하
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로 하여 설명될 것이다. 특히 이 예들은 자바 가상머신이 C++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됨을 설
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특정 언어, 컴퓨터 아키텍쳐 또는 특정 구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시예의 설명은 설명
을 위한 목적인 것이고 제한을 위한 것은 아니다.
도 1 은 본 발명 실시예의 소프트웨어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한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1 은 표
시장치 3, 스크린 5, 캐비닛 7, 키보드 9, 그리고 마우스 11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1을 도시한 것이다. 마우스 11은 그
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하나 또는 둘이상의 버튼을 가질 수 있다. 캐비닛 7은 CD-ROM 드라이브
13, 시스템 메모리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는 컴퓨터 코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하기 위
한 데이터등을 저장하고 이를 꺼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도 2 참조)를 수용한다. CD-ROM 15는 예시적
인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로써 도시되어 있으나 플로피 디스크, 테이프,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및 하드 드라이
브를 포함하는 다른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가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캐리어 웨이브에서 실시된 자료신호가(가령 인터
넷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에서)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일 수도 있다.
도 2 는 본 발명 실시예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 컴퓨터 시스템(1)의 시스템 블럭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
에서처럼 컴퓨터 시스템(1)은 모니터(3) 및 키보드(9) 및 마우스(11)를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1)은 중앙저치리기(51),
시스템 메모리(53), 고정 기억장치(55)(가령 하드 드라이브), 제거가능 기억장치(57)(가령 CD-ROM 드라이브), 디스플레
이 어댑터(59), 사운드 카드(61), 스피커(63)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65)와 같은 서브 시스템을 더욱더 포함한다. 본 발명
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 추가의 또는 다소 적은 서브 시스템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또다른 컴퓨터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처리기(51)(가령 멀티처리기 시스템) 또는 캐시 메모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컴퓨터 시스템(1)의 시스템 버스 아키텍쳐는 화살표(67)로 표시된다. 그러나 이들 화살표들은 서브 시스템들을 연결시키
도록 하는 상호연결기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가령 로컬(지역) 버스는 시스템 메모리 및 표시장치 어댑터로 중앙처리기를
연결시키도록 사용될 수 있다. 도 2 에서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은 그러나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컴퓨터 시
스템의 한 예이다. 다른 서브 시스템 구성을 갖는 컴퓨터 아키텍처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바 가상머신에 의해 실행되어지게 되는 바이트 코드 또
는 자바 가상머신 지시내로 컴파일된다. 상기 바이트 코드들은 해석을 위해 자바 가상 머신내로 입력되는 클래스 파일속에
저장된다. 도 3 은 인터프리터, 자바 가상머신에 의해 실행을 통해 자바 소스 코드의 간단한 조각의 처리를 도시한다.
자바 소스 코드(101)는 자바로 기록된 Hello World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다음에 상기 소스코드는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
드로 컴파일하는 한 바이트 코드 컴파일러(103)내로 입력된다. 상기 바이트 코드들은 이들이 소프트웨어 에뮬레이터된 컴
퓨터에 의해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가상 머신 지시들이다. 통상적으로 가상머신 지시들은 범용(즉 어떤 특정 마이크로처리
기 또는 컴퓨터 아키텍쳐를 위해 디자인되지 않음)이나 이것이 필요조건은 아니다. 상기 바이트 코드 컴파일러는 자바 프
로그램을 위한 바이트 코드를 포함하는 자바 클래스 파일(105)을 출력시킨다.
상기 자바 클래스 파일은 자바 가상머신(107)내로 입력된다. 상기 자바 가상머신은 자바 클래스 파일내 바이트 코드를 해
독하고 실행하는 한 인터프리터를 포함한다. 상기 자바 가상머신은 인터프리터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로
마이크로처리기 또는 컴퓨터 아키텍쳐를 에뮬레이트 하기 때문에 가상머신으로 통상 간주된다(가령 하드웨어내에 존재하
지 않는 마이크로처리기 또는 컴퓨터 아키텍쳐).
도 4 는 자바 실행시간 시스템의 구현 컴포넌트를 도시한다. 자바 가상머신의 구현은 자바 실행시간 시스템으로써 알려져
있다. 자바 실행시간 시스템(201)은 자바 클래스 파일(203), 스탠다드 내장 자바 클래스(205) 그리고 고유 방법의 입력을
수신하여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스탠다드 내장 자바 클래스는 쓰레드 스트링등과 같은 목적을 위
한 클래스일 수 있다. 상기 고유 방법들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될 수 있다. 상기 고유 방
법들은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LL) 또는 공유 라이브러리내에 저장된다.
상기 자바 실행시간 시스템은 또한 동작시스템(209)과 접속될 수 있다. 가령 입출력 기능은 자바 클래스 파일(203), 스탠
다드 내장 자바 클래스(205) 및 고유 방법(207)으로의 인터페이스를 자바 실행시간 시스템으로 제공함을 포함하는 동작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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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적 클래스 적재기 및 검증기(211)는 동작 시스템(209)을 통하여 자바 클래스 파일(203) 및 스탠다드 내장 자바 클래
스(205)를 한 메모리(213)내로 적재한다. 추가로 상기 동적 클래스 적재기 및 검증기는 탐지된 어떠한 에러도 보고하면서
자바 클래스 파일내 바이트 코드의 올바름을 검증할 수 있다.
한 고유 방법 링커(215)는 동작 시스템(209)을 통하여 상기 자바 실행시간 시스템내로 고유 방법(207)을 연결시키며 메모
리(213)내에 상기 고유 방법을 저장시킨다.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213)는 자바 클래스를 위한 한 클래스 및 방법 영역
과 고유 방법을 위한 고유 방법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213)내 상기 클래스 및 방법 영역은 불필요 정보가 수집된
히프내에 저장될 수 있다. 새로운 목적이 발생된때 이들은 상기 불필요 정보가 수집된 히프내에 저장된다. 상기 자바 실행
시간 시스템은 공간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때 불필요 정보가 수집된 히프내 메모리를 다시 요구하기 위해 책임이 있다.
도 4 에 도시된 자바 실행시간 시스템의 중앙에는 실행 엔진(217)이 있다. 상기 실행엔진은 메모리(213)내에 저장된 지시
를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실행엔진은 객체지향형 응용을 지원하며
동시에 동작하는 다수의 실행엔진이 있으며 각 자바 쓰레드에 하나씩 존재한다. 실행엔진(217)은 지원코드(221)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지원코드는 예외, 쓰레드, 보안등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때 기능들이 각 쓰레드내에서 순차적으로 호출된다. 각 쓰레드에 대하여 실행을 끝내지 못한
기능 각각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는 한 실행스택이 있다. 한 프레임이 상기 기능의 실행을 위한 정보를 저장하며 그와 같
은 정보가 상태변수, 로컬 변수 및 피연산자 스택을 포함할 수 있다. 한 기능이 호출되는때 그와 같은 기능에 대한 한 프레
임이 실행스택상에서 푸쉬된다. 상기 기능이 종료되는때 기능의 프레임은 실행스택으로부터 꺼내진다. 따라서 실행 스택
상위에서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기능만이 작동하며 상기 실행 스택의 상위 아래의 프레임에 상응하는 기능들은 상기 기능
이 호출될때까지 이들의 실행은 정지된다(즉 종료된다).
도 5 는 한 실행 스택상에 저장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도시한 것이다. 한 실행 스택(301)이 상기 실행 스택 상부에 있는
한 프레임(303) 그리고 프레임(303) 아래에 저장된 프레임(305 및 307)을 각각 갖는 것으로 도시된다. 스택 포인터 SP 는
상기 실행 스택의 상부를 가리키며 프레임 포인터 FP는 실행 스택(301)의 상부에 있는 프레임내 한 프레임 포인터를 가리
킨다.
각 프레임은 상기 프레임에 해당하는 기능을 위한 상태변수, 로컬변수 및 피연산자 스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또
한 상기 프레임내에 저장된 마지막 항목은 프레임 포인터로써 이는 화살표(309 및 311)로 도시된 상기 실행 스택에서의
현재 프레임 아래의 프레임내 프레임 포인터를 가리킨다.
한 기능이 또다른 기능을 호출하는때 시스템은 먼저 실행 스택(301)에서의 현재 기능을 위한 리턴주소를 푸쉬하며 다음에
최근에 호출된 기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을 푸쉬한다. 이와 같이 하여 새로운 기능이 되돌아오는때 상기 시스템은 상기
실행 스택의 상부에서 프레임을 꺼낼 수 있으며 다음에 리턴주소를 상기 실행 스택으로부터 꺼내고 이같은 리턴주소와 동
일한 프로그램 카운터를 고정시키어 호출기능의 실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유 프레임(305 및 307)은 리턴주
소를 포함하고 활동 프레임(303)은 리턴주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레임(303)에 상응하는 기능이 또다른 기능을
호출한다면 상기 리턴주소는 새 기능에 대한 프레임이 상기 실행 스택상에서 푸쉬되기 전에 실행 스택(301)에서 푸쉬되어
질 것이다.
프레임 포인터들은 시스템이 정확하게 상기 실행 스택상의 프레임을 가로지를 수 있도록 한다. 가령 스택 포인터 SP 및 프
레임 포인터 FP는 실행 스택 상부에서의 프레임을 묘사한다. 또한 프레임(303)에서의 프레임 포인터는 상기 실행 스택에
서의 다음 프레임을 명시한다. 프레임(303)에서의 프레임 포인터 바로 아래에 있는 주소는 상기 실행 스택에서의 다음 프
레임 시작이며 프레임(303)의 프레임 포인터 내용은 프레임(305)인 실행 스택에서의 다음 프레임내 마지막 항목을 명시한
다. 이와 유사하게 프레임(305)에서의 프레임 포인터는 상기 실행 스택에서의 다음 프레임 위치를 명시한다. 따라서 프레
임 포인터들의 체인은 시스템이 실행 스택에서의 프레임을 가로지를 수 있도록 한다(가령 프레임들이 상기 실행 스택으로
부터 꺼내지는때).
도 5 가 실행 스택의 구현을 도시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도시된 구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가령 실행 스택은 메모리내에
서 상측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도시되나 상기 스택이 메모리내에서 하측으로 성장할 수도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각 프레임
내에 저장된 정보는 구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혼합된 실행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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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에서 도시된 실행 스택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해서는 잘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기능들이 다수
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다면 도 5 에서 도시된 실행 스택의 조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가령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내 한 프레임의 포맷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들에 대하여서
는 프레임을 통해 프레임 포인터 체인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의 정확한 크기 또는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더욱 명확히 설명할 수 있기 위하여 도 5 에 도시된 실행 스택을 사용하는 한 예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프레임(305 및 307)이 프레임(303)에 대한 기능이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것임을 가정하자.
프레임(303)에 대한 기능이 실행되는때 프레임(305 및 307)의 내용 또는 크기는 알려져 있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
(303)의 프레임 포인터가 프레임(303)에서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도시되지 않음)로 기록된 기능을 위하여 상기 실행 스
택상의 이전 프레임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와 같은 프레임이 상기 실행 스택에서 어느 곳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는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을 위해 프레임을 저장하는 한 실행 스택
을 구현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든다. 본 발명은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는 실행 스
택을 위한 구현을 제공하며 또한 개선된 자원할당 및 예외처리를 포함하는 다른 장점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도 6 은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을 위한 한 실행 스택상의 프레임을 저장하는 높은 수준의 처리를 도시한
다. 도 6 에서 도시된 처리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며 뒤이은 도면 및 설명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단계(401)
에서 시스템은 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첫 번째 기능을 위한 실행 스택상의 첫번째 프레임을 저장한다.
상기 첫번째 기능이 또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두번째 기능을 호출하는때 시스템은 단계(403)에서 상기 실행 스택
상의 첫번째 프레임으로 한 포인터 또는 포인터들을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첫번째 기능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자바 쓰레드 각각은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와 관련돼 있어서 이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로컬 기억장치가 첫 번째와 두번째 기능을 실행하는 쓰레드를 위한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이다. 또한 상기 스
택 포인터 및 첫번째 프레임으로의 프레임 포인터는 상기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된다.
단계(405)에서 시스템은 또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두번째 기능을 위한 상기 실행 스택상의 두번째 프레임을 저장
한다. 일례로서 또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C++ 프로그래밍 언어, 파스칼, 포트란, 어셈블리등일 수 있다.
상기 두번째 기능이 첫번째 기능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세번째 기능을 호출하는때 상기 시스템은 단계(407)에서 실
행 스택상의 첫번째 프레임으로의 포인터 또는 포인터들을 포함하는 상기 실행 스택상의 자료블럭(또는 엔트리 프레임)을
저장시킨다. 단계(403)에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되었던 포인터 또는 포인터들은 두번째 기능에 대한 두번째 프레임위
실행 스택상에서 푸쉬된 데이터 블럭내로 복사된다. 상기 데이터 블럭은 상기 실행 스택상의 두번째 프레임을 통하여 또는
지나치지 않고 실행 스택을 가로지르기 위한 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비록 도 6 에 도시된 처리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로 기록된 단일 두번째 기능을 도시하고는 있으나 세번째 기능이 호출되기 전에 서로 호출하는 또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많은 기능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단계(409)에서 시스템은 첫번째 기능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세번째 기능에 대한 실행 스택상의 세번째 프레임을 저
장한다. 따라서 이제 상기 실행 스택은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며 상기 프레임을
통한 실행 스택을 가로지르기 위한 메카니즘을 포함한다. 도 6 에서 도시된 처리를 더욱 설명하기 위하여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및 또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는 한 실행 스택이 도 7 과 관련하여서 설명될 것
이다. 도 7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프레임(451)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며 상
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가령 C++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외부 프레임을 저장
한다. 자바 프레임(453)은 상기 실행 스택의 상부에 저장되며 자바 프레임(455)은 상기 실행 스택상에서 아래에 저장된다.
간단 명료함을 위하여 프레임의 세부사항은 도시되지 않으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프레임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 5
에서 도시된 바와 같다.
한 엔트리 프레임(457)이 상기 실행 스택상의 이전 자바 프레임(459)로의 포인터인 첫번째 LAST_JAVA-SP 및 LAST_
JAVA_FP를 저장하는 실행 스택상에 도시된다. 한 외부 프레임(461)은 엔트리 프레임(457)과 자바 프레임(459) 사이의
실행 스택상에 도시된다. 상기 외부 프레임 또는 프레임들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록된 기능을 위
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엔트리 프레임은 한 데이터 블럭으로써 상기 외부 프레임 주변의 적어도 한 포인터를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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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에서 도시된 상기 실행 스택을 발생시켰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타임라인에서 자바 프레임(459)에 상응하는 기능이
먼저 실행된다. 자바 프레임(459)에 상응하는 상기 기능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을 호출한다. 이같은 기능
에 대한 외부 프레임이 상기 실행 스택상에서 푸쉬되기 전에 시스템은 로컬 기억장치내에 자바 프레임(459)로의 적어도
한 포인터를 저장한다.
뒤이어서 외부 프레임(461)에 상응하는 기능이 자바 기능을 호출한다. 자바 기능을 호출함에 응답하여 상기 시스템은 상
기 실행 스택으로 엔트리 프레임(457)을 푸쉬하며 그 속에 적어도 하나의 이 경우에는 LAST_JAVA_SP 및 LAST_JAVA_
FP 인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되었던 자바 프레임(459)으로의 적어도 한 포인터를 저장한다. 다음에 자바 프레임(455)에
상응하는 기능이 자바 프레임(453)에 상응하는 자바 기능을 호출시킨다.
본 발명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도 7 의 실행 스택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질 네 개의 각기 다른 작용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시스템은 외부 코드를 자바 코드로부터 입력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바 기능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
록된 외부 기능을 호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시스템은 자바 코드를 외부 코드로부터 입력시킬 수도 있다.
자바 프레임(455)에 상응하는 자바 기능이 되돌아감에 따라 시스템은 자바 코드를 외부 코드로 내보내며 외부 프레임
(461)에 상응하는 외부 기능이 되돌아감에 따라 시스템은 외부 코드를 자바 코드로 내보낸다. 다음은 이들 네 개의 처리 각
각을 더욱더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은 한 외부기능을 호출하는 한 자바기능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도 8 은 자바 코드로부터 외부 코드를 입력시키
는 처리를 도시한 것이다. 단계(501)에서 시스템은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LAST_JAVA_SP 및 LAST_JAVA_FP 로써
현재의 스택 포인터 SP 및 프레임 포인터 FP를 저장한다. 이때 자바 기능은 한 외부 기능을 호출하였음을 기억하여야 한
다.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된 상기 스택 포인터 및 프레임 포인터는 뒤이어서 이들 포인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블
럭 또는 엔트리 프레임을 사용하여 외부 프레임을 지나치지 않고 횡단하도록 사용될 것이다. 비록 바람직한 실시예는 쓰레
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스택 포인터 및 프레임 포인터 모두를 저장하지만 본 발명은 다른 기억장치 위치에 다른 또는 보다
적은 포인터를 저장하도록 사용될 수 있기도 하다.
상기 시스템은 단계(503)에서 외부 코드를 호출한다. 이때 시스템은 상기 실행 스택상의 외부 기능에 대한 한 외부 프레임
을 푸쉬할 것이다. 상기 외부 코드를 호출하기 전에 시스템은 상기 실행 스택의 상부에 있는 외부 프레임을 푸쉬하기 전에
실행 스택상의 자바 기능에 대한 리턴주소를 푸쉬한다. 외부 코드에서는 외부 기능이 자바 기능을 호출하거나 자바 기능을
호출하는 다른 외부 기능을 호출할 수 있다.
한 외부 기능을 호출하는 자바 기능이 상기에서 설명되었다. 한 외부 기능으로부터 자바 기능의 호출이 이제 설명될 것이
다.
도 9 는 외부 코드로부터 자바 코드를 입력시키는 처리를 도시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상기 외부 기능의 리턴주소가 자바
기능이 호출되기 이전에 상기 실행 스택상에서 푸쉬된다. 단계(551)에서 시스템은 상기 실행 스택상의 엔트리 프레임 또
는 데이터 블럭을 푸쉬한다.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된 LAST_JAVA_SP 및 LAST_JAVA_FP 가 다음에 단계
(553)에서 엔트리 프레임내로 복사된다. LAST_JAVA_SP 및 LAST_JAVA_FP 포인터는 상기 실행 스택상에서 이전의 자
바 프레임을 가리킨다. 당해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상기 처리 단계는 본 발명을 설명하고자
제공된 것이며 상기 단계의 어떠한 특정 순서가 요구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저서는 안된다. 가령 본 발명의 실
시예는 상기 실행 스택상에서 푸쉬되기 전에 엔트리 프레임내의 한 포인터를 먼저 저장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실시예는
명백히 본 발명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다.
단계(555)에서 시스템은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된 LAST_JAVA_SP 및 LAST_JAVA_FP를 제거한다. 쓰레드 로
컬 기억장치내 이들 포인터들은 이들 값을 제로로 세트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포인터들은 제
로값으로 세트되어 이들 포인터들이 자바 코드 또는 외부코드가 상기 시스템상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조사될 수 있다(가령 제로가 아닌=외부 그리고 제로=자바).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고유 방법을 위한 자원이 상기 고유 방법이 호출되는때 할당된다. 자주 자바 기능은 다수의 고유 방
법을 호출하여 종래의 자원할당이 결국 자원의 다수의 할당 및 할당해제를 일으키도록 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
라 자원은 자바 기능이 입력되는때 고유 방법을 위해 할당되어 이들 자원이 자바 기능이 호출할 수 있는 모든 고유 방법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추가로 자원은 자바 기능이 입력되는때 고유 방법을 위해 할당될 수 있으며 자바 기능이 되돌아가
는때 할당에서 해제됨으로써 자원할당/할당해제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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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557)에서 시스템은 고유 방법을 위한 자원을 할당하며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상기 자원을 저장시킨다. 다음에
시스템은 단계(559)에서 자바 코드를 호출한다.
외부 기능에 의해 호출된 자바 기능이 되돌아간 후 자바 기능을 호출하였던 외부 기능과 함께 실행이 계속될 것이다. 도 10
은 외부 코드로 자바 코드를 내보내는 처리를 도시한 것이다. 단계(601)에서 시스템은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로 LAST_
JAVA_SP 및 LAST_JAVA_FP를 복원시킨다. 상기 시스템은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로 상기 엔트리 프레임내에 저장된 포
인터를 되복사시킨다. 따라서 외부 기능이 다시 한번 한 자바기능을 호출한다면 포인터는 다시 엔트리 프레임을 만들기 위
해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서 이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기 시스템은 단계(603)에서 고유 방법을 위해 자원을 할당해제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자원들은 이들이 할당
된 후에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된다. 단계(605)에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실행 스택상에서 리턴주소에 의해 지정
된 외부코드로 되돌아간다.
한 자바기능에 의해 호출되었던 외부기능이 되돌아가기만 하면 실행이 상기 외부기능을 호출하였던 자바기능에서 다시 시
작될 것이다. 도 11 은 자바코드로 외부코드를 내보내는 처리를 도시한 것이다. 단계(651)에서 상기 시스템은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 LAST_JAVA_SP 및 LAST_JAVA_FP 를 제거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
된 스택 포인터 및 프레임 포인터는 상기 시스템이 자바 기능을 실행하는때 제로값으로 세트되며 상기 시스템이 외부코드
를 실행하는때 제로가 아닌 값으로 세트된다. 상기 스택 및 프레임 포인터는 포인터들이 상기 실행 스택상의 이전 자바 프
레임을 가리키는때 외부코드를 실행하는 경우 비제로 값이다.
상기 시스템은 단계(653)에서 자바 코드로 되돌아간다. 상기 시스템은 상기 외부 기능이 호출되는때 상기 실행 스택상에
서 푸쉬되었던 리턴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세트시킴으로써 자바 코드로 되돌아간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는 한 실행 스택의 구현을 어
떻게 제공하는가를 도시 설명하였다. 비록 상기 설명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능에 대하여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
은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은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을 사용하여 프
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스템에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이 상기 실행 스택을 가로지르도록 하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당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예외
예외란 무언가가 정상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됨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가령 한 예외는 시스템이 메모리를 다 사용했거나 파
일을 파일 끝이 도달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예외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령 메모리가 다 사용된)를 나타내며 어
떤 예외는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령 파일의 끝에 도달함)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 예외가 발생된때 자바 실행시간 시스템이 그같은 예외를 위한 예외 처리기를 조사한다. 상기 예외가 일어났던 기능내에
서 상기 조사가 시작되며 상기 실행 스택상의 기능을 통해 전파된다. 만약 예외 처리기가 발견되면 예외 처리기는 상기 예
외를 붙잡고 또다른 예외를 발생시킴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액션을 취한다.
일례로써 우리는 자바 가상머신이 C++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되는 한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실행 스택
은 C++ 프레임 및 자바 프레임을 포함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예외는 상기 실행 스택상의 각기 다른 프레임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비록 특정한 실시예가 본 발명을 설명하도록 기재되었으나 본 발명은 어떤 특정 언어 또는 구성으로
제한도지 않는다. 도 12 는 C++ 및 자바 프레임 모두를 포함하는 한 실행 스택을 도시한다. C++ 프레임(703)은 상기 실
행 스택의 상부에 위치한다. C++ 프레임(703)에 상응하는 상기 C++ 기능은 자바 프레임(705)에 상응하는 한 자바 기능
에 의해 호출되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한 엔트리 프레임(707)은 상기 시스템이 C++ 프레임(709 및 711)을 자바 프
레임(713)으로 가로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 실행 스택상에 저장된다.
개념상 C++ 프레임(703)과 자바 프레임(705) 사이에는 한 차폐(715)가 있다. 차폐(715)는 C++ 프레임(703)에서 처리
되지 않는 C++ 예외를 붙잡으며 그같은 예외를 자바 프레임(705)으로 보낸다. 상기 예외가 보내지기 전에 C++ 예외를
자바 예외로 변환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C++ 프레임(711)과 자바 프레임(713) 사이에는 한 차폐
(716)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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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프레임(705)( 및 엔트리 프레임(707)) 그리고 C++ 프레임(709) 사이에는 한 비차폐(717)가 있다. 상기 비차폐
(717)는 자바 프레임(705)내에서 처리되지 않는 자바 예외를 통과시키며 이들을 C++ 프레임(709)으로 보낸다. 도 12 에
서 도시된 상기 실행 스택은 본원 명세서에서 간략하게 설명되었으며 자바 코드로 외부 코드를 내보내는 예외의 처리를 설
명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도 13A 및 13B 는 자바 코드로 외부 코드를 내보내는 예외의 처리를 도시한다. 단계(801)에서 C++ 예외가 발생되었다.
상기 C++ 예외는 당해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적절한 예외 처리기에 의해 붙잡혀지며 처리되어질 수 있다. 만약 C++
예외가 단계(803)에서 한 예외 처리기에 의해 처리되면 시스템은 상기 예외 처리기에 의해 지시된 바대로 실행을 계속한
다.
단계(805) 및 뒤이은 단계(807, 809, 811, 813, 815 및 817)는 도 12의 차폐(715)에 해당된다. 단계(805)에서 시스템은
상기 C++ 프레임내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모든 예외를 붙잡는다. 다음에 상기 시스템은 상기 붙잡힌 예외가 단계(807)에
서의 자바 예외인 것인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상기 시스템은 C++ 예외가 한 자바 예외로 번역될 수 있는가를 결정한
다. 만약 C++ 예외가 한 자바 예외로 변환될 수 없다면 상기 시스템은 단계(809)에서 버스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키며 예
외를 정지시킨다.
만약 C++ 예외가 한 자바 예외이라면 상기 시스템은 단계(811)에서 상기 예외 스택의 상부로부터 C++ 프레임을 제거시
킨다. 상기 C++ 프레임은 상기 예외가 발생된때 실행되는 C++ 기능에 상응하는 것이다. 상기 시스템은 단계(813)에서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상기 예외와 한 리턴주소를 저장한다. 상기 저장된 리턴주소는 자바 예외를 발생시키도록 사용
될 수 있다.
단계(815)에서 상기 시스템은 한 예외 포워드기로의 한 주소로 상기 실행 스택상의 리턴주소를 정정시킨다. 상기 예외 포
워드기는 자바 예외를 발생시키고 상기 실행 스택상의 다음 자바 프레임에 대한 예외 처리기로 점프하는데 관련이 있는 가
상 머신기능(C++ 또는 어셈블리로 기록된)의 외부 코드이다.
단계(817)에서 시스템은 외부 코드로 되돌아간다. 상기 자바 프레임(705)에 대한 리턴주소가 상기 예외 포워드기를 참조
하기 위해 단계(815)에서 정정되었기 때문에 상기 시스템은 다음으로 도 13B 에서 도시된 예외 포워드기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도 13B 는 상기 예외 포워드기의 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단계(851)에서 상기 시스템은 한 자바 예외를 만든 것이
다. 한 자바 예외는 예외 목적 및 예외가 발생되었던 프로그램 카운터(또는 문제PC) 모두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상기 리턴주소로부터 하나를 뺌으로써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된 리턴주소로부터 용이하게 발생될 수 있다. 비록
설명된 바의 실시예가 리턴주소를 저장하기는 하나 문제 PC는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될 수 있기도 하다.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된 리턴주소를 사용하여 예외 포워드기가 리턴주소에 의해 명시된 방법에 대한 상기 예외
처리기 루틴을 얻는다. 적절한 예외 처리기가 식별된 뒤에 단계(855)에서 예외 처리기로 점프가 수행된다. 따라서 C++
예외가 어떻게 변환되며 자바 예외로써 처리되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었다. 다음에는 외부 코드로 자바 코드를 내보내는 예
외를 설명할 것이다.
도 14A 및 14B 는 외부 코드로 자바 코드를 내보내는 예외의 처리를 도시한다. 단계(901)에서 자바 예외가 발생되었다.
상기 시스템은 상기 예외가 단계(903)에서 현재의 자바 프레임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만약 상기 예외가 이
같은 프레임에 대하여 한 예외 처리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면 상기 프레임은 단계(905)에서 상기 예외 처리기로 점프된
다.
만약 자바 예외가 이같은 자바 프레임에 대한 상기 예외 처리기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단계(907)에서 실행
스택으로부터 자바 프레임을 제거시킨다. 다음에 상기 시스템이 CPU 레지스터내에 저장된 리턴주소에 대한 예외 처리기
를 단계(909)에서 발견한다. 단계(911)에서 상기 시스템은 예외 처리기로 점프된다. 상기 예외 처리기는 엔트리 프레임에
대한 상기 실행 처리기가 될 것이다.
도 14B 는 상기 엔트리 프레임의 예외 처리기에 대한 한 처리를 도시한 것이다. 단계(951)에서 상기 예외 처리기는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상기 예외를 저장한다. 상기 예외 처리기는 예외를 종료하며 단계(953)에서 C++내 호출 이후에 계속
한다. C++는 호출이 있은 뒤 예외가 시작된 때 도 12에서 비차폐(717)로 도시된 비차폐는 만약 한 예외가 단계(955)에서
결정되지 않았는지를 결정한다. 한 예외가 결정되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 로컬 기억장치를 조사함으로써 상기 한 예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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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지 않았는가가 결정될 수 있다. 가령 한 예외가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되었는가가 결정될 수 있다. 만약 한
예외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C++ 예외가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된 예외를 발생시키므로써 단계(957)에서 C++
예외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자바 예외가 C++ 예외로써 변환되고 다시 발생되었다.
상기에서 설명된 실시예는 정보가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되어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
레임을 저장하는 한 실행 스택을 구현하도록 함을 설명하였다. 도 15 는 쓰레드 로컬 기억장치내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의 정보는 다른 도면과 관련하여서도 상기에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를 다
시 검토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LAST_JAVA_SP 1001 그리고 LAST_JAVA_FP 1003은 상기 실행 스택상의 이전 자바
프레임으로의 포인터들이다. 이들 포인터들은 상기 실행 스택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상기 실행 스택상의 프레
임을 통하여 또는 이를 지나지 않고 횡단하여 지도록 한다.
자원(1005)은 시스템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한 기능으로부터 자바 기능으로 들어가는때 할당된다. 다음에 상
기 자원들은 자바 기능 또는 어떤 뒤이은 자바 기능에 의해 호출된 어떠한 고유 방법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한 예외(1007) 및 리턴주소(1009)가 예외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으로부터 (가령 C++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기능으로 예외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반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장된다. 다른 정보가 또한 쓰레드 로컬 기억
장치내에 저장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결론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있었으나 수정 또는 동등 실시예가 사용될 수 있기도 한 것
이다. 본 발명은 상기에서 설명된 실시예에 대한 적절한 수정을 함으로써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상기 실시예
들은 자바 프레임을 포함하는 혼합된 실행 스택와 관련하여서 설명될 수 있으며 그러나 본 발명의 원리는 다른 시스템 및
언어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설명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아니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 실시예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한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 는 도 1 의 컴퓨터 시스템의 시스템 블럭도를 도시한 도면.
도 3 은 자바 소스 코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 가를 도시한 도면.
도 4 는 자바 실행시간 시스템의 구현 컴포넌트를 도시한 도면.
도 5 는 한 실행 스택상에 저장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도시한 도면
도 6 은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한 한 실행 스택을 구현하는 높은 수준 처리를 도시
한 도면.
도 7 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또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는 한 실행 스택을 도시한
도면.
도 8 은 자바 코드로부터 외부 코드로 들어가는 처리를 도시한 도면.
도 9 는 외부 코드로부터 자바 코드로 들어가는 처리를 도시한 도면.
도 10 은 외부 코드로 자바 코드를 내보내는 처리를 도시한 도면.
도 11 은 자바 코드로 외부 코드를 내보내는 처리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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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는 C++ 프레임과 자바 프레임 사이의 예외 차폐 및 자바 프레임과 또다른 C++ 프레임 사이의 예외 비차폐를 갖는
한 실행 스택을 도시한 도면.
도 13A 및 13B 는 자바 코드로 외부 코드를 내보내는 한 예외의 처리를 도시한 도면.
도 14A 및 14B 는 외부 코드로 자바 코드를 내보내는 한 예외의 처리를 도시한 도면.
도 15 는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기능에 대한 프레임을 저장하는 한 실행 스택을 구현하기 위해 쓰레드 로컬 기
억장치내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를 도시한 도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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