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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성을 객체와 연관시키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출원은 객체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객체가 파생된 클래스 내부에 구축되지 않는 특성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구조를 설명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본 구조는 하나의 클래스의 특성을 다른 클래스와 연관시킨다. 제1 특성 집합에서의 특성을 갖는

객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는 데이터 구조를 더 포함한다. 데이터 구조는 제2 특성 집합의 각각에 대한 정

의를 포함하고 적어도 하나의 정적 메소드를 포함한다. 정적 메소드는 제2 특성 집합으로부터의 하나의 특성과 연관되고

제1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제1 파라미터는 하나의 특성을 유일하게 식별한다. 정적인 메소드는 객체에서의 하나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하나의 특성과 객체를 연관시키도록 동작한다. 상기 특성은 유일한 식별자를 수신하기

위하여 런-타임동안 등록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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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추가된 클래스, 정적 메소드, 특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컴퓨팅 디바이스의 예시도.

도 2는 도 1의 컴퓨팅 디바이스로 생성할 수 있는 예시적인 화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한 클래스로부터의 특성이 다른 클래스로 추가되는 프로그래밍 모델의 시각적인 표현도.

도 4는 도 3에서 도시된 프로그래밍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몇 개의 구문의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값을 설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논리적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값을 검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논리적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컴퓨팅 디바이스

204 : 리스트 박스

301 : 노드 클래스

311 : 노드 객체

322 : 추가된 클래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객체

의 특성을 관리하기 위한 구조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모델들은 클래스 개념을 지원한다. 이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클래스 서열에서 서로 다른 클래

스들을 나타내는 가지를 갖는 서열 트리로 구조화된다. 두 개의 가지가 다른 레벨에 있는 경우, 하위 가지는 자식 클래스를

나타낸다. 자식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예를 들어 부모 클래스)와 관련된 클래스로부터 정보를 계승한다. 두 가지가 같은 레

벨에 있을 경우, 이 클래스들은 형제 클래스라고 부른다. 다음의 논의를 위하여, 부모 클래스와 관련하여 자식 클래스를 부

르는 경우, 상위 클래스 및 하위 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모 클래스 및 자식 클래스를 각각 언급할 수 있다. 서열에

서 최상위 가지는 서열 클래스 트리에서의 베이스 클래스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각 클래스에서의 정보는 특성, 메소드

및 이벤트를 포함한다. 특성은 클래스와 관련된 특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버튼 클래스는 너비, 배경 색, 폰트 타입, 가시

상태 여부, 누른 상태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 클래스들 중 하나를 인스턴스 생성하는 경우 그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된다.

객체의 각 특성은 관련된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값은 런-타임 동작 동안 조회하고 설정할 수 있다. 조회되거나 설정된 값

은 구문(syntax)이 엄격한 타입(strongly typed)을 이용한다면 특정한 데이터 타입에 따르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엄격

한 타입의 구문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런-타임 동작 전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에러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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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클래스 서열이 자리를 잡으면, 클래스 서열 내의 객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어떤 프로

그래밍 모델에서는, 새로운 기능은 베이스 클래스로 강제 분류된다. 이러한 경우, 베이스 클래스가 매우 커지고(예를 들어,

100개의 메소드, 50개의 특성 및 20개의 이벤트), 객체 서열을 관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 프로그래밍 모델의

한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개발자들이 원하는 특성을 생성된 클래스에 심어 구현하기 전에, 베이스 클래스 내의 특성,

메소드 및 이벤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들을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래

밍 모델의 또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특성에 대한 값이 로컬하게 저장된다는 사실 때문에 메모리 요구가 커진다는 점

이다. 이 값들이 로컬하게 저장되므로, 이 프로그래밍 모델로 생성된 어플리케이션은 쉽게 스케일링하기 어렵다.

이 프로그래밍 모델은 또한 제3의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를 원하는 제3

의 개발자는 서열의 바닥에서 자식 클래스를 추가해야 한다. 새로운 자식 클래스는 서열의 바닥에 있으므로, 서열 내의 다

른 클래스들은 이 새로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3의 개발자는 여러 개의 자식 클래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바와 같이, 코드 중복을 유발하여 객체 서열의 관리성(maintainability)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상기 이유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모델은 매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이 등장하기까지, 당업자들도 상기 단점 없이 현존하는 클래스 서열 내의 클래스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

래밍 모델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새로운 기능이 클래스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되 클래스의 영구적인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새로운 기능이 클래스에 구축되지 않은 특성으로 표현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하나의 클래스

의 특성을 다른 클래스와 연관시키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이 연관성은 쉽게 수정가능하고 그래서 다른 특성 집합들을

상기 클래스와 연관시킬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제1 특성 집합 내의 특성을 갖는 객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데이터 구조를 더

포함한다. 이 데이터 구조는 제2 특성 집합의 각각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적어도 하나의 정적 메소드를 포함한다. 이 정

적 메소드는 제2 특성 집합으로부터의 하나의 특성과 연관되고 제1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제1 파라미터는 상기 하나의 특

성을 고유하게 식별한다. 이 정적 메소드는 상기 하나의 특성을 상기 객체와 연관시키도록 조작하되, 상기 객체에서의 하

나의 특성에 대한 참조를 명백히 규정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르면, 상기 정적 메소드는 강하게 타이핑된 구문을 지원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정적 메소드는 객체에 대한 값을 검색하는 것을 포함하되, 상기 객체 상에 상기 값이

로컬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상기 값은 예를 들어 부모 객체 또는 특성 시트 같은 여러 단계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장점은 특성을 하나 이상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여 특성의 각 부분 집합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은 객체 서열이 더욱 확장 가능하게 되며, 개발자가 베이스 클래스 및 모든 하위 클래스

에 영향을 주는 객체 서열에 대한 기능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은 객체에서 특성을 위한 기억장소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해진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은 상기 프로그래밍 모델이 프로그램에 따른 환경 또는 마크업 환경 내에서 동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프로그래밍 모델은 C++ 및 C#과 같은 강하게 타이핑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동작한다. 게다가, 상기 프로그래밍 모델

은 특성 시트, 변경 통지(change notifications) 및 값 상속을 지원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은 추가된 클래스 이름이 효율적으로 특성 이름의 일부가 되어 이름간의 충돌이 덜 일어날 것이므

로 독립 라이브러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두 다른 개발자 각각이 "컬러"라고 명명된 특성을 갖는 추가

된 특성을 생성한다면, 추가된 이들 특성은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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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본 발명은 새로운 기능이 클래스의 영구적 부분이 되게 하지 않으면서 클래스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새로운 기능을 클래스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특성으로 표현되도록 한다. 일

반적으로, 본 발명은 한 클래스의 특성을 다른 클래스와 관련시키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에서 명

확해지겠지만, 본 발명의 프로그래밍 모델은 객체에 특성을 구축하지 않고 객체에 동적인 특성을 제공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시스템은 컴퓨팅 디바이스[예를 들어 컴퓨팅 디바이스(100)]

를 포함한다. 매우 기초적인 구성에서, 컴퓨팅 디바이스(100)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싱 유닛(102) 및 시스템

메모리(104)를 포함한다. 정확한 구성 및 컴퓨팅 디바이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시스템 메모리(104)는 휘발성일 수 있고

(RAM), 휘발성이 아닐 수도 있고(ROM, 플래시 메모리 등) 또는 두 가지의 조합일 수도 있다. 시스템 메모리(104)는 일반

적으로 운영체제(105),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모듈(106)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데이터(107)를 포함할 수도 있다. 프로그

램 모듈(106)의 예는 워싱턴 레드몬드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 of Redmond, WA)에서 만든 비쥬얼 스

튜디오 인텔리센스(Visual Studio IntelliSense) 및 객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환경을 포함

한다. 또한 프로그램 모듈(106)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하여 생성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상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프로세싱 유닛(102)상에서 실행되는 경우, 특성 엔진은 본 발명의 프로그래밍 모델에 따

라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프로세싱한다. 특성 엔진은 운영체제(105)의 일부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프로그램 모듈

(106)이 될 수도 있다. 컴퓨팅 디바이스(100)의 이 기초적인 구성은 점선(108)내의 구성요소로 도 1에 나타나 있다.

컴퓨팅 디바이스(100)는 추가적인 특징 또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팅 디바이스(100)는 또한 추가적인 데

이터 저장 장치(이동 가능한 및/또는 이동 불가능한)를 포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 디스크, 광 디스크 또는 테잎 등

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저장 장치는 도 1에 이동 가능한 저장 장치(109) 및 이동 불가한 저장 장치(110)로 나타난다. 컴퓨

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명령어, 자료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 방법이나 기

술로 구현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이동 가능 및 이동 불가한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104), 이동 가능한 저장

장치(109) 및 이동 불가한 저장 장치(110)는 모두 컴퓨터 저장 매체의 예이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쉬 메모리 또는 기타의 메모리 기술, CD-ROM, DVD 또는 기타의 다른 광학 저장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잎, 자기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기타의 자기 저장 장치 또는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컴퓨팅 디바

이스(100)에 의하여 액세스될 수 있는 그 밖의 저장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어떠한 저장

장치도 디바이스(100)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컴퓨팅 디바이스(100)는 키보드, 마우스, 펜, 음성 입력 장치, 터치

입력 장치 등과 같은 입력 디바이스(112)를 가질 수 있다. 디스플레이, 스피커, 프린터 등과 같은 출력 디바이스(114)도 포

함할 수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종래 기술에서 잘 알려져 있고 여기서 길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

컴퓨팅 디바이스(100)는 또한 통신 접속기(116; communication connection)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상에서처럼

디바이스가 다른 컴퓨팅 디바이스(118)와 통신하도록 한다. 통신 접속기(116)는 통신 매체의 한 예이다. 통신 매체는 일반

적으로 컴퓨터 판독 가능한 명령어, 자료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캐리어 웨이브 또는 다른 전송 메커니즘과 같은 변조된

데이터 신호에서의 다른 데이터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고 어떤 정보 전달 매체도 포함할 수 있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라

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특성 집합을 갖는 신호 또는 신호에서의 정보를 인코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변환된 신호를 의

미한다. 예를 들어(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접속과 같은 유선 매체 및 음파, RF, 적외선 및

다른 무선 매체와 같은 무선 매체를 포함한다.

도 2는 도 1에서의 프로그래밍 환경내의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생성된 예시적인 화면이다. 본 발명의 프로그래밍 모델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예로서, 도 2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내에서의 프로그래밍 모델의 사용을 설

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예에서, 도 1의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도 2에서 나타난 화면(200)을 생성한다. 화면(200)은 대

화 박스(202)를 포함한다. 대화 박스(202)는 다수의 다른 제어 장치(예를 들어, 객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예에서, 대화

박스(202)는 리스트 박스(204), 에디트 박스(206) 및 2개의 버튼 객체(예를 들어 OK 버튼(210) 및 CANCEL 버튼(212))

를 갖는 컨테이너 객체(208)를 포함한다. 도 3과 연계하여 자세히 후술하는 것처럼, 종래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하여,

각 객체(예를 들어 202 - 212)는 베이스 객체(예를 들어, 요소 클래스)로부터 파생한 자식 객체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각 자녀 객체는 노드 클래스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후술하는 것처럼, 본 노드 클래스는 추가된 특성을

위한 "추가하는" 특징("attaching" feature)을 제공한다.

화면(200)의 외관은 종래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여 생성된 화면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화면(200)을 생성하기

위한 구조는 상당히 다르다. 종래의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디스플레이(200)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는 각 객체 자체

내에 또는 그 부모 객체들 중 하나에 포함된 객체의 외관 또는 객체의 행동(behavior) 모두를 가져야만 했다. 그러나 상세

히 후술하는 것처럼, 본 발명에 따르면 분리된 클래스들은 두 클래스간의 명확한 참조 없이 객체(202-212)를 위한 동작

(action) 및 외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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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개발자들은 전체 객체를 수정하지 않고도 동작 부분 또는 외관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

스 예제에서 각 객체는 두 부분으로 인자화된다. 한 부분은 객체와 관련된 동작(예를 들어, 행동)에 관한 것이고, 다른 부분

은 객체의 외관(예를 들어, 렌더링)에 관한 것이다. 렌더링은 객체의 행동으로부터 분리되므로, 객체의 외관은 쉽게 수정되

어 객체가 보이는 방식을 수정한다.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제는 객체에 대한 특성을 행동 그룹 및 외관 그룹으로 편리하게 인자화하는 반면에, 본 발명자

는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객체의 특성이 편리하게 둘 이상의 관련 그룹으로 분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본 발명에

따라, 이 관련 그룹들은 "암시적으로(implicitly)" 서로 연관되어 객체를 완전히 구현한다. 이 "암시적인" 연관은 종래의 프

로그래밍 모델에 비하여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한 가지 장점은 다른 그룹들을 조작하지 않으면서 제3 개발자가 편리하

게 그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속하는 관련 그룹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객체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발자가

알아야 할 정보의 양을 매우 간소화 한다. 또한, 객체 서열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다른 장점은 각 객체는 반드시 현재

상태로 로컬 값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억 장소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도 6과 관련하여 상술하는 것

처럼, 필요한 경우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상태를 검색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한 클래스로부터의 특성들의 관련 그룹들을 다른 클래스와 암시적으로 관련시키기 위한 구조를 제

공하는 프로그래밍 모델(300)의 시각적인 표현이다. 다른 프로그래밍 모델과 유사하게, 본 발명은 베이스 클래스(302)를

지원한다. 베이스 클래스(302)는 베이스 클래스(302)와 연관된 제1 특성 집합(304)을 포함한다. 또한, 베이스 클래스

(302)는 메소드(306)의 집합 및 이벤트(308)의 집합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베이스 클래스는 노드 클래스

(301)로부터 파생된다. 노드 클래스(301)는 SetValue() 메소드(307) 및 GetValue() 메소드(309)를 제공한다.

제2 특성 집합(324)은 추가된 클래스(322) 내에 포함된다. 추가된 클래스(322)도 제2 특성 집합(324)의 각각과 연관된 적

어도 두 개의 정적 메소드[예를 들어, SetFont()(326) 및 GetFont()(330)]를 포함한다. 이들 정적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

와 연관된 특성을 등록한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는 광역 메소드로 생각할 수 있다. 추가된 클래스(322)를 제공하는 개발자

는 이 정적 메소드(326 및 330)의 각각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코드는 노드 클래스(301)에 의하여

제공되는 메소드들 중 하나에 대한 호출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식별자 PropertyID 및 주어진 폰트 값을 위한

SetFont()(326)를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최종적으로 노드 클래스(301)의 SetValue()(307)에 대한 호출을 실행한다.

SetFont()(326)가 SetValue()(307)에 대한 호출로 넘기는 파라미터는 SetFont()(326) 호출에서 제공된 특정한 식별자

PropertyID 및 주어진 폰트 값을 포함한다. 예시적인 SetFont() 함수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SetFont(PropertyID,white)

{ PropertyID->SetValue(PropertyID,white);

}.

당업자는 추가된 클래스는 어떠한 추가된 속성에 대하여도 엄격한 타입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은

SetValue()(307)를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반면, 이것은 컴파일 시간동안 엄격한 타입을 제공하

는 장점을 회피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엄격한 타입은 런 타임 동작 전에 에러가 탐지되도록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추

가된 클래스(322)는 각 추가된 특성(324)을 위한 부가적인 정적 메소드[예를 들어, GetFontID()(328)]를 제공한다. 이 부

가적인 정적 메소드는 요청된 추가적 특성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도록 동작한다. 따라서, 이 부가적인 정적 메소

드(328)는 어플리케이션이 집합을 처리하고 추가된 특성상의 정적 메소드를 얻으려고 시도하기 전에, 추가된 특성을 적절

히 등록하였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약 GetFontID()(328)가 추가된 특성인 색(Color)이 등록되지

않은 것을 탐지한다면, GetFontID()는 에러값을 주고 요청하는 객체 등을 위하여 자동적으로 추가된 특성인 색을 등록한

다.

다음은 지연된 등록(delayed registration)을 제공하기 위한 예시적인 실시예이다.

class FontProvider

{ public static Font GetFont(Node n)

{ return n.GetValue(GetFont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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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atic void SetFont(Node n,Font newFont)

{ n.SetValue(GetFontID(),newFont); }

public static DynamicProperty GetFontID()

{ //Delay register Font property if necessary

if(FontID==null)

{ FontID = RegisterProperty("Font",typeof(Font),"Arial",...);

}

}

private static DynamicProperty FontID = null;

}

다른 프로그래밍 모델과 유사하게, 본 발명은 베이스 클래스(302)의 자식 클래스(도시되지 않음)를 지원한다. 간략화를 위

하여, 도 3은 베이스 클래스(302)의 어떤 자식 클래스 또는 어떤 다른 추가된 클래스도 시각적으로 도시하지 않으며, 따라

서 또 다른 추가된 클래스와 연관된 자식 클래스도 도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업자는 후술하는 설명을 읽은 후 다른 추가

된 클래스를 참조하는 자식 클래스를 갖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디자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클래스이

든 추가된 특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적 메소드를 제공하는 한, 그 클래스는 추가된 특성의 "제공자(provider)"가 될 수 있

다.

추가된 클래스(322)는 제3 개발자들이 베이스 클래스(302)를 수정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 특성 및 기능을 동적으로 추

가할 수 있도록 한다. 베이스 클래스(302) 내에서 특성을 수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추가된 특성[예를 들어, 제2 특성 집합

(324)]은 전체 서열 객체 트리(390) 내의 객체에 영향을 준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동안 추가된 클래스(322)는 인스턴

스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베이스 클래스(302)로부터 인스턴스 생성된 각 객체에 대하여, 동일한 추가된 클래스(추가된

클래스 322)가 각 객체에 제2 특성 집합(324)를 제공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의 런-타임 동안, 베이스 객체(312)가 인스턴스 생성된다. 또한, 하나 이상의 자식 객체[예를 들어, 자식 객

체(340-350)]가 인스턴스 생성된다. 객체 트리(390)에서의 객체의 인스턴스 생성은 프로그램에 따른 제어(예를 들어, C#

),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 예를 들어, XML),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할 수 있다. 객체 트리(390)가 프로그램에 따른

제어를 통하여 생성될 경우, 컴파일러는 일반적으로 추가된 클래스(322)를 구현하는 명령어가 부적법한 이름 또는 데이터

타입과 같은 에러를 가지는지 여부를 식별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첨부된 클래스(322)는 엄격한 타입을 제공한다. 따라서,

에러가 런-타임 전에 포착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툴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동안 에러를 탐지할 수 있다.

객체 트리(390)가 마크업 언어를 통하여 생성되는 경우, 파서(parser)는 마크업 문(markup statement)을 해석한다. 일반

적으로 마크업 언어에서 태그 이름은 대응하는 클래스에 대한 이름이다.

각 자식 객체(340-350)는 자식 객체[예를 들어 자식 객체(340)] 내에 하나 이상의 자식 특성[예를 들어 자식 특성(341)]

을 포함할 수 있다. 자식 특성을 위한 값은 연관된 자식 객체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자식 객체가 값을

저장하기 위한 로컬 기억장소를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자식 객체(340-350) 각각은 자식 객체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추가된 특성[예를 들어, 점선 박스 안에 표현된 추가된 특성(352)]을 포함한다. 도 6과 관련하여 상술하듯이, 추가

된 특성(352)은 자식 객체(350)와 연관된 로컬 저장장치로부터 그 값을 획득할 수 있고, 상속을 통하여[예를 들어 베이스

객체(312)], 특성 시트(property sheet; 도시되지 않음)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메소드[예를 들어 메소드(309)와 관

련된 정적 메소드(330)]를 통하여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방법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추가된 특성을 위한 이 값들

은 자식 객체와 연관된 반면, 이 값들을 위한 기억장소는 일반적으로 자식 객체의 일부가 아니다.

다시, 도 3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서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도시한다. 따라서, 베이스 객체(312) 및 자식 객체(340-

350) 내의 특성이 객체의 행동과 관련된다는 것을 주목할 것이다. 베이스 객체(312)는 대화 객체(dialog object)를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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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식 객체(340)는 버튼 객체를 표시하고, 자식 객체(350)는 에디트 박스를 표시하여, 자식 객체(342)는 각각 리스트

박스 및 트리를 나타내는 두 자식 객체(346 및 348)를 갖는 선택자 객체를 나타낸다. 이 자식 객체(340-350)의 각각은 버

튼 객체에 대한 누름 특성(pressed property) 및 트리 객체에 대한 확장 특성(expanded property)과 같은 하나 이상의

자식 특성[예를 들어 자식 특성(341)]을 포함한다.

대조적으로, 추가된 클래스(322) 내의 특성은 객체에 대한 외관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제2 특성 집합은 폰트 타입, 컬러

및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한 특성 및 디폴트 값을 포함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래밍 모델은 자식 객체 상에서 런-타임시 특성

을 설정하도록 된 구조로 되어있다. 그 결과, 자식 객체의 각각에 추가된 특성[예를 들어, 추가된 특성(352)]은 추가된 클

래스로부터 값을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도 4는 도 3에서 도시된 프로그래밍 모델이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동작 환경에 대한 몇 가지 예시적인 구문을 도시한다.

각 예시적인 구문 내의 "제공자(Provid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문에서 기술된 정적 메소드가 "제공자"라는 이름을 갖

는 추가된 클래스와 연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각각의 구문은 추가된 클래스가 명명되도록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추가된 클래스 내에서 동일하게 명명된 특성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개발자들이 잠재적인 명명

충돌을 걱정할 필요없이 추가된 특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예시적인 구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프로그래밍 환경이 비쥬얼 베이직이나 C#과 같은 프로그램에 따른 언어라면 의사

코드(pseudo code)는 프로그램에 따른 구문(401)에 도시된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따른 구문(401)은 클래스

가 추가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식별해 주는 클래스 식별자(402)를 포함한다. 프로그램에 따른 구문(401)은 메소드 식

별자(404), 특성에 대한 이름을 특정하기 위한 제1 식별자(406) 및 제1 식별자(406)에서 특정된 특성과 연관된 값을 특정

하기 위한 제2 식별자(408)를 갖는 파라미터 리스트를 포함한다. 파라미터 리스트는 괄호 안에 있고 마침표는 클래스 식별

자(402)와 메소드 식별자(404)를 분리한다. 도 3에 도시된 추가된 클래스(322)에 대하여 언급하면, 추가된 특성 "FONT"

에 대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구문(401)은 다음과 같다.

Attached Class.SetFont(PropertyID, value).

흥미롭게도, 이 구문은 이전의 프로그래밍 모델에서의 구문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문은 동일하지는 않고

프로그램에 따른 구문(401)은 종래 구문과 다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따른 구문(401)에서, 메소드 식별자(404)는 제

공자 클래스[예를 들어, 도 3에서의 추가된 클래스(322)]상의 정적 메소드를 식별한다. 종래의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메

소드 식별자는 제공자 인스턴스 상의 인스턴스메소드를 식별하였을 것이다. 본 발명은 제공자 클래스[예를 들어, 도 3의

추가된 클래스(322)]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공자 인스턴스의 수명이 추적될 필요가 없으므로, 프로그래밍 모델은 마크업

및 특성 시트에서의 확장자(extender) 특성을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따른 구문(401)의 다른 특징은 구문이 엄격한

타입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엄격한 타입의 구문은 양호한 툴(tool) 지원을 가능케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철자의 이름, 틀린 데이터 타입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을 런-타임이 아니라 컴파일 시에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쥬얼 베이직, C#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과 같은 프로그래밍 환경에 있어서, 이 프로그래밍 모델은 느슨한 타입

(loosely typed)의 구문[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따른 문법(411)]을 허용한다. 프로그램에 따른 구문(411)은 타겟 객체

(target object)를 식별하는 객체 식별자(412), 추가된 특성 클래스 내의 정적 메소드를 식별하는 메소드 식별자(414), 추

가된 특성 식별자를 포함하는 파라미터 리스트 및 값(419)을 포함한다. 추가된 특성 식별자는 클래스 식별자(416) 및 연관

된 추가 클래스 내에서 추가된 특성을 식별하는 특성 식별자(418)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프로그래밍 모델은 마크업 구문(421)과 같은 마크업 언어 구문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마크업 구문

(421)은 태그(422), 제공자 지정자(424) 및 특성 식별자(426)를 갖는 추가된 특성 및 값(428)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태그(422)는 타겟 객체의 이름[예를 들어, 도 3의 버튼 객체(340)]이다. 일반적으로, 마크업 구문(421)은 개폐 기호인 "<"

및 ">"으로 각각 시작되고 끝나게 된다. 한편, 추가된 특성이 바로 클래스 상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서는 추가된 특성이

존재하는 곳을 찾기 위해 프로세싱을 수행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프로그래밍 모델은 도 4에서 도시된 스타일 시트 구문(431)과 같은 스타일 시트를 갖는 확장성 생성

언어(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스타일 시트 구문(431)은 "태그"

속성(432)을 포함한다. 태그 속성(432)은 프로세싱을 요청하고 있는 클래스와 대응한다. XML에서 추가된 속성을 위한 하

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Button xmlns:ap="expandoNameSpace" Pressed="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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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pandos.String="string"/>

본 발명에 따라 추가된 특성을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은 객체 트리에서 객체를 인스턴스 생

성한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특성 엔진과 관련하여 런-타임 동작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객체를 위한 값의 설정 및 검

색을 포함한다. 도 5 및 6은 특성 엔진과 관련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수행되는 프로세싱을 도시한다.

그러나, 도 5 및 6에 나타난 SetValue() 프로세스 또는 GetValue() 프로세스가 수행되기 전에, 두 프로세스 중 어느 것이

든 하나에서 특정된 추가된 특성이 등록되어야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일 실시예는 특성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결정

하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검사[예를 들어 GetFontID()(328)]는 추가된 속성에 대응하는 정적 메소드[예를 들어,

SetFont()(326) 및 GetFont()(330)] 중 어느 것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이 검사는 정적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수행되어

야 하므로, 이 실시예는 성능에 있어서 불이익을 초래한다. 당업자는 어플리케이션이 등록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

이, 특성의 등록을 최적화하는 다른 실시예를 본 발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추가된 특성을 등록하면 추가된 특성을 위한 유일한 PropertyID를 돌려 받는다. 특성 등록을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호출

은 다음과 같은 형태일 수 있다.

BarDP = RegisterProperty("Bar",0 ,typeof(string),typeof(Button),0x3);

이 실시예에서, BarDP 변수는 추가된 특성을 위한 유일한 식별자를 포함할 것이다. 그러면 이 유일한 식별자는 SetValue

() 및 GetValue() 함수 호출에서 사용된다. 일 실시예에서, RegisterProperty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자의 정적 구성

자(owner's static constructor)로부터 호출된다. 소유자는 추가된 특성을 추가하는 클래스를 참조한다. 일단 추가된 특성

이 등록되면, 추가된 특성을 위한 타겟 타입과 부합하는 어떠한 인스턴스도 추가된 특성과 연관된 Get 및 Set 정적 메소드

를 호출함으로써 "암시적으로" 특성을 추가할 수 있다.

특성을 등록하기 위한 예시적인 호출에서 도시한 것처럼, "Bar"는 추가된 특성을 위한 이름을 지명한다. 특성 엔진은 일반

적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서는 특성이 소유자에 이미 등록된 것과 같은 이름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하여 이 이름을 사용한다. 타겟 타입은 Button이다. 추가된 속성에 대하여, 소유자와 타겟은 같지 않을 것이다. 디폴

트 값은 "0"이다. 도 6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된 것처럼, 특성 엔진은 추가된 특성을 위한 값을 어디에서 검색할지를 결정

한다. 따라서, RegisterProperty 호출은 특성을 위한 값이 검색되는 단계(예를 들어 상속, 특성 시트)를 식별하는 행동 비

트(behavior bits)를 포함한다. 상기 예시적인 호출에서, 행동 비트 "0x3"은 로컬 값, 특성 시트 및 상속이 추가된 특성을

위한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색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따라서, 일실시예에서 이 행동 비트들의 해석은 GetValue() 정적

메소드 내에서 코딩될 수 있다. 다르게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특성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식에 의하여 이 단계들을 결정

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추가된 클래스를 위한 코드는 표 1에 도시된 형식을 취한다.

class BarProvider: Object {

public static DynamicProperty BarDP = RegisterProperty(

"Bar",0 ,typeof(string),typeof(Button));

public static string GetBar(Button button) {

return (string) button.GetValue(BarDP); }

public static void SetBar(Button button, string value) {

button.SetValue(BarDP,value); }

}.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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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코드에서, "Bar"라고 명명된 추가된 특성은 추가된 클래스 "BarProvider" 내에서 정의 된다. 추가된 특성 이름 "Bar"

는 스트링으로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고, 단지 Button 객체에만 추가될 수 있다. 정적 메소드는 엄격한 타입을 이용하고 특

성에의 접근 및 특성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일단 추가된 특성이 등록되면, SetValue() 및 GetValue() 함수가 수행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값을 설정하기 위

한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논리적 흐름도이다. 블록(501)에서 프로세싱이 시작되고, 설정 함수가 초기화되어 어떠한 특성과

연관된 값을 바꾼다. 일반적으로, SetValue 프로세스(500)는 관심 있는 객체(property of interest; 앞으로는 "관심있는

특성(interested property)"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에 대한 값을 로컬하게 저장할 것이다. 프로세싱은 결정 블록(502)으로

계속된다.

결정 블록(502)에서, 관심 있는 객체에 대하여 로컬 기억장소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 본 발명은 객체의 각 인스턴스에

대한 각 특성을 위하여 기억 장소를 자동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이전에 관심 있는 특성에 대한 값이 저장되

어 있지 않은 경우, 기억 장소가 할당된다(블록 504). 일단 기억장소가 할당되면, 프로세싱은 블록(506)으로 계속되고, 만

약 결정 블록(502)에서 로컬 기억 장소를 탐지한 경우는 바로 블록(506)으로 계속된다.

블록(506)에서, 값은 관심 있는 특성과 연관된 기억장소에 복사된다. 일단 관심 있는 특성이 상태를 변경하면, 상태 변경에

대한 통지가 송신된다(블록 508). 일 실시예에서, 이 통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종속 특성을 지적하는 더티 비

트(dirty bit)의 설정을 수반할 수 있다. 다르게는, 통지는 상술한 특허 출원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소스가 바뀐 각각의 종속

물로의 보고를 수반할 수 있다. 프로세싱은 결정 블록(510)에서 계속된다.

결정 블록(510)에서, 값이 관심 있는 특성에 대한 캐시에 저장되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 관심 있는 특성에 대한

캐시에 값이 없다면, 프로세스는 종료한다. 그러나, 만약 캐시에 값이 존재한다면, 이 값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캐

시는 소거된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값을 검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논리적 흐름도이다. 프로세싱은 블록(601)에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조회(query)는 초기화된다. 프로세싱은 블록(602)에서 계속된다.

블록(602)에서, 어플리케이션은 관심 있는 특성 중 하나는 업데이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객체가 현재 상태를 위한 특성을 조회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프로세스(600)는 다양한 스테이지(stage)들을 검사

함으로써 특성에 대한 값을 결정한다. 특성이 등록되는 경우 이 스테이지들이 정의된다. 결정 블록(606-610)은 예시적인

스테이지들을 나타내지만, 본 발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스테이지들을 추가할 수도 있다. 프로세싱은 결정 블

록(604)에서 계속된다.

결정 블록(604)에서, 프로세스는 캐시가 관심 있는 특성이 이전에 캐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지 검사한다. 일반적으

로, 관심 있는 특성은 검색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캐싱된다. 만약 특성이 이전에 캐싱된 경우, 프로세스는 블록(612)에서 계

속되고, 여기에서 캐시로부터 값이 검색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결정 블록(606)에서 계속된다. 결정 블록

(606)에서 관심 있는 특성에 대한 값이 로컬한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성에 대하여 값을 로컬하

게 설정하도록 SetValue()가 수행되었다면 이 값은 로컬할 것이다. 만약 이 값이 로컬하다면, 프로세스는 블록(612)에서

계속되고, 여기서 값은 로컬 기억 장소로부터 검색된다. 만약 값이 로컬하지 않다면, 프로세스는 결정 블록(608)에서 계속

된다.

결정 블록(608)에서, 관심 있는 특성에 대한 값이 특성 시트에서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한다. 베이스 클래스가 연관된 특성

시트를 가지는 경우, 일단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특성 시트는 베이스 클래스의 각 자식이 어떻게 렌더링되는지 지정한다.

만약 관심 있는 특성이 특성 시트에서 사용 가능하다면, 프로세싱은 블록(612)에서 계속되고, 여기에서 특성시트로부터

값이 검색된다. 그러나, 만약값이 특성 시트에 존재하지 않으면, 프로세싱은 결정 블록(610)에서 계속된다.

결정 블록(610)에서 관심있는 특성에 대한 값이 상속(즉, 상속된 값)을 통해 얻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상속된 값

이 자식 객체의 부모 객체로부터 유도된다. 만약 부모 객체 중 하나가 관심있는 특성을 갖는다면, 프로세싱은 블록(612)으

로 진행하고, 거기서 부모 객체로부터 값이 검색된다. 그러나 만약 값이 상속되지 않는다면, 추가된 특성과 연관된 추가된

클래스로부터 디폴트 값이 검색된다(블록 614). 프로세싱은 블록(616)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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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616)에서, 어플리케이션은 값이 수신된 단계에 기초하여 가중치(weight metric)를 계산한다. 가중치는 저장되어, 장

차의 검색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특성을 캐싱하는 경험적인 결정을 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면 프로세싱은 종료된

다.

또한, 상술한 SetValue 및 GetValue 프로세스에서, 본 발명의 프로그래밍 모델은 그룹 조회 및 그룹 통지와 같은 향상된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상술한 것처럼, 본 발명은 추가된 클래스의 사용을 통하여 특성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원하는 종

속 기초 특성 시스템(dependency-based property system)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한다. 특성 관리 기술은

과도한 로컬 인스턴스 당에 기초한 기억 장소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어플리케이션은 이 프로그래밍 스케일을 매우 양호하

게 사용하여 제작될 수 있다. 대신에 이 프로그래밍 모델은 베이스 클래스 레벨에서의 상속 및 특성 시트의 사용 등의 특성

값의 재사용을 촉진한다. 상술한 것처럼, 본 발명은 특성관리 구조를 제공하고 이에 의하여 객체서열에서의 객체는 추가를

통해 특성 값을 저장한다.

상술한 설명, 실시예 및 데이터는 본 발명의 제작과 용도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범위 및 본질에서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실시예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은 이하에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 제한될 뿐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새로운 기능이 클래스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되 클래스의 영구적인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새로운 기능이 클래스에 구축되지 않은 특성으로 표현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하나의 클래스

의 특성을 다른 클래스와 연관시키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이 연관성은 쉽게 수정가능하고 그래서 다른 특성 집합들을

상기 클래스와 연관시킬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특성을 갖는 제1 객체를 제2 객체의 제2 특성과 연관시키는 컴퓨터 실행 가능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는,

상기 제2 특성을 식별하는 단계 - 상기 제2 특성은 상기 제2 객체의 제1 파라미터와 연관됨 -;

상기 제1 객체의 상기 제1 특성에 대한 명시적인 참조를 특정하지 않고, 상기 제1 객체에 상기 제2 특성을 연관시키는 단

계;

상기 제1 파라미터의 위치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가중치에 기초하여 상기 제2 특성을 캐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파라미터로 상기 제1 객체를 인스턴스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 단계는 엄격한 타입의 구문(strongly typed syntax)을 지원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571466

- 10 -



상기 인스턴스 생성 단계는, 상기 제1 객체의 외부의 위치로부터 상기 제2 특성에 대한 값을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

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값을 검색하는 단계는, 복수의 스테이지(stage) 중 어느 것이 상기 제2 특성과 연관된 상기 값을 보유하는가를 결정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하나의 스테이지는 상기 제1 객체의 부모 객체(parent object)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하나의 스테이지는 특성 시트(property sheet)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 단계는, 제2 파라미터에 값을 할당함으로써 상기 제1 객체에 상기 제2 파라미터를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값은 상기 제1 객체의 외부의 위치에 저장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특성은 상기 제1 객체에 연관된 행동(behavior)에 대응하고, 상기 제2 특성은 상기 제1 객체의 외관

(appearance)에 대응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9.

베이스 클래스를 추가된 클래스의 추가된 특성에 연관시키기 위한 컴퓨터 실행 가능한 구성요소를 갖는 컴퓨터 판독 가능

한 매체에 있어서,

베이스 객체들에 연관된 베이스 특성들을 포함하는 베이스 클래스; 및

추가된 특성들을 포함하는 추가된 클래스를 포함하며,

상기 추가된 특성들 중의 적어도 하나는 대응되는 베이스 객체의 인스턴스에 연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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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베이스 객체는, 상기 베이스 클래스의 상기 베이스 특성들 중의 어느 것에 대한 참조를 특정하지 않고, 추가된 특성

값을 검색함으로써 인스턴스 생성되며,

상기 추가된 특성은 상기 추가된 특성 값의 위치에 기초하여 계산된 가중치에 기초하여 캐싱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

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객체는 노드 클래스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메소드를 상속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소드는 상기 적어도 하나

의 추가된 특성이 상기 대응되는 베이스 객체의 인스턴스와 연관되는 경우 정적 메소드에 의하여 호출되는 컴퓨터 판독 가

능한 매체.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정적 메소드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소드 각각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추가된 특성에 대한 유일한 식별자를 넘기는

제1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유일한 식별자는 런-타임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추가된 특성을 등록한 후 사용 가능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소드는 느슨한 타입의 구문(loosely typed syntax)을 지원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정적 메소드는 엄격한 타입의 구문을 지원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객체는 상기 베이스 객체와 연관된 부모 객체로부터의 상기 추가된 특성 값을 검색함으로써 인스턴스 생성되

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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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객체는 특성 시트로부터의 상기 추가된 특성 값을 검색함으로써 인스턴스 생성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17.

제1 객체를 제2 객체 클래스의 제2 특성에 연관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제1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제1 객체 - 상기 제1 객체는 제1 특성을 포함함-; 및

상기 제1 특성 집합을 참조하지 않고, 상기 제1 객체에 연관된 동작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제1 객체에 제2 특성 집합의 하

나의 특성을 추가하도록 구성된 제2 클래스를 포함하며,

상기 제1 객체는 상기 제2 특성 집합의 추가된 특성으로 인스턴스 생성되며, 상기 추가된 특성은 상기 추가된 특성의 위치

에 기초하여 계산된 가중치에 기초하여 캐싱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된 특성을 유일하게 식별하도록 구성된 제1 파라미터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된 특성은 상기 제1 파라미터가 상기 추가된 특성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전에 등록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0.

제1 특성을 갖는 제1 객체를 제2 객체의 제2 특성에 연관시키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특성에 대응되는 값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제1 객체로 상기 제2 특성을 등록하는 단계 - 상기 제2 특성은 상기 제1 객체의 외부 위치에 저장됨 -;

상기 값의 위치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가중치에 기초하여 상기 제2 특성을 캐싱하는 단계; 및

상기 값으로 상기 제1 객체를 인스턴스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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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단계는 상기 제2 특성에 유일한 식별자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유일한 식별자를 참조하는 상기 제1 파라미터를 갖는 정적 메소드를 호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정적 메소드는 엄격한 타입을 이용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객체는 자식 객체(child object)와 연관되며, 상기 자식 객체는 상기 제2 특성과 연관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청구항 25.

베이스 객체에 추가된 특성을 연관시키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객체에 추가된 객체를 추가하는 수단;

상기 추가된 객체의 추가된 특성을 식별하는 수단;

상기 베이스 객체의 베이스 특성을 참조하지 않고, 상기 추가된 특성을 상기 베이스 객체에 연관시키는 수단;

상기 추가된 특성에 대응하는 값의 위치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는 수단;

상기 가중치에 기초하여 상기 추가된 특성을 캐싱하는 수단; 및

상기 값으로 상기 베이스 객체를 인스턴스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 수단은 프로그램 언어용의 엄격한 타입의 구문을 지원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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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 수단은 프로그램 언어용의 느슨한 타입의 구문을 지원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 수단은 마크업 문서에서의 문장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 수단은 특성 시트에서의 문장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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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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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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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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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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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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