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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리 컴파일링 장치

(57) 요약

하드웨어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쉽게 변경시킬 수 있는 프리 컴파일링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프

리 컴파일링 장치는 소스코드파일을 조사하고, 구성 디렉티브를 찾으며, 디렉티브의 신택스(syntax)를 분석하여, 소스코

드로부터 검색된 구성 디렉티브에 상응하는 렉시컬(lexical) 유닛의 트리를 출력하는 소스코드 스캐너, 출력된 구성 디렉

티브를 구성 상태로 출력하는 코어, 코어와 사용자 사이에 대화를 제공하고 내부의 구성 상태를 표현하고 사용자가 변수

등록특허 10-0683853

- 1 -



값을 입력하여 현재의 구성상태를 표현하는 GUI, 코어에서 출력된 구성 상태를 렉시컬 유닛의 흐름에 무관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출력하는 코드 생성 모듈, 소스코드 스캐너 및 코드 생성 모듈에 해당언어의 문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코드 생

성 모듈에서 출력된 렉시컬 유닛의 흐름에 무관한 프로그래밍 언어을 입력받아 소스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모

듈을 포함한다. 이에 의해 센서 네트워크 상의 무수히 많은 종류의 하드웨어 플래트폼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를 생성할 수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XML 소스코드파일을 조사하고, 구성 디렉티브를 찾으며, 디렉티브의 신택스(syntax)를 분석하여, XML 소스코드로부터

검색된 구성 디렉티브에 상응하는 렉시컬(lexical) 유닛의 트리를 출력하는 XML 소스코드 스캐너;

상기 출력된 구성 디렉티브를 구성 상태로 출력하는 코어;

상기 코어와 사용자 사이에 대화를 제공하고 내부의 구성 상태를 표현하고 사용자가 변수 값을 입력하여 현재의 구성상태

를 표현하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상기 코어에서 출력된 구성 상태를 렉시컬 처리한 요소의 순서에 무관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출력하는 코드 생성 모듈

(code generation modules);

상기 XML 소스코드 스캐너 및 상기 코드 생성 모듈에 상기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programming language modules);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 컴파일링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에 부가되어 상기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의 기능을 신장시키는 외부의 언어 모듈(external

language module)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 컴파일링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 생성 모듈에 부가되어 상기 코드 생성 모듈의 기능을 신장시키는 외부의 코드 생성 모듈(external code

generation module)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 컴파일링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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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XML 소스코드 스캐너가 상기 XML 소스코드를 스캐닝하는 동안, 구성의 내부구조를 수립하고, 목적 내부의 데이터

로서 구성 상태를 출력하는 구성 상태 표현부(configuration state representation);

상기 XML 소스코드 스캐너에서 출력된 구성 디렉티브 및 사용자의 입력의 결점을 체크하여 수정된 리포트(report)를 출

력하는 구성 무결성 제어부(configuration integrity controller);

상기 내부적으로 표현된 구성 디렉티브를 구성 상태로 출력하여 구성 디렉티브를 수행하는 구성 언어 번역기

(configuration language interpret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 컴파일링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에 부가되어 상기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의 기능을 신장시키는 외부의 언어 모듈(external

language module)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 컴파일링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 생성 모듈에 부가되어 상기 코드 생성 모듈의 기능을 신장시키는 외부의 코드 생성모듈(external code

generation module)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 컴파일링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리 컴파일링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구성상태 표현부, 구성 무결성 제어부, 구성언어 번역기,

코드생성 모듈, 및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을 이용하여 하드웨어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쉽게 변경시킬 수 있는

프리 컴파일링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유연성(flexibility)은 다른 상황에서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말한다. 즉, 유

연한 소프트웨어는 다른 하드웨어 플래트폼에 용이하게 이식(portable)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의미한다. 유연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 때 어느정도 복잡한 구성(configuration)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식가능성(portability) 및 범위가능성(scalability)을 얻기 위하여, 소스코드는 다른 하드웨어 파라미터(예를 들면, 메모

리 사이즈 및 IRQ 넘버)에 대해서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우기 다른 플래트폼은 같은 작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알고리즘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 교체 및 튠닝 능력은 구성 기술에 의해서 지지 되어야 한다. 튠닝은 알

고리즘이 의존하는 데이터 타입 및 가변하는 몇개의 상수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은 유연성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다. 역동적으로 유연한 소프트웨어는 런닝 타임에서 자신을 재구

조(restructure)할 수 있다. 역동적으로 유연한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역동적인 구조 변화의 가능한 오버헤드 때문에 잠재

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된다. 상기 오버헤드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경우에 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전체

프로젝트 소스로부터 특정 경우에 필요한 코드만을 추출하고, 그밖의 모든 역동적인 검사 및 결정을 제거한다면, 특정 경

우에 필요한 제한된 기능성을 가지는 컴팩트한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적인 리소스 관리 및 소스 부분을 포

함 또는 제외 가능성은 구성 기술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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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는 표준 방식으로 데이터 엘리먼트를 정의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텍스트에 기초

한 언어이다. XML은 태그 구조를 사용하고, 태그들이 문서의 개발자에 의해서 정의되도록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떠

한 데이터 아이템도 XML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

한편, 센서 네트워크 상의 무수히 많은 종류의 하드웨어 플래트폼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래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 해결을 시도 하였다. 즉, 작동중 역동적인 변화방법(dynamic change

method on running) 및 컴파일링에서 정적인 변화 방법(static change method on compiling)이 있다. 전자는 MS 윈도우

의 OS 소스 코드가 초경량의 리소스를 갖는 하드웨어 플래트폼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후자는 디렉티브를 이용

한 방법으로서, 플래트폼마다 디렉티브를 지정하여 다양한 종류의 플래트폼을 동시에 적용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프리 컴파일링 장치에 있어서, 구성상태 표현부, 구성 무결성 제어부, 구성언어 번역기, 코드생

성 모듈, 및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을 이용하여 하드웨어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쉽게 변경시킬 수 있는 프리

컴파일링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는 XML 소스코드파일을 조사하고, 구성 디렉티브를 찾으

며, 디렉티브의 신택스(syntax)를 분석하여, XML 소스코드로부터 검색된 구성 디렉티브에 상응하는 렉시컬(lexical) 유닛

의 트리를 출력하는 XML 소스코드 스캐너; 상기 출력된 구성 디렉티브를 구성 상태로 출력하는 코어; 상기 코어와 사용자

사이에 대화를 제공하고 내부의 구성 상태를 표현하고 사용자가 변수 값을 입력하여 현재의 구성상태를 표현하는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상기 코어에서 출력된 구성 상태를 렉시컬 처리한 요소의 순서에 무관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출력하는 코드 생성 모듈(code generation modules); 상기 XML 소스코드 스캐너 및 상기 코드 생성 모듈에 상기 프로그

래밍 언어의 문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programming language modules)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는 상기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에 부가되어 상기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의 기능을 신장시

키는 외부의 언어 모듈(external language module)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는 상기 코드 생성 모듈에 부가되어 상기 코드 생성 모듈의 기능을 신장시키는 외부의

코드 생성모듈(external code generation module)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의 코어는 상기 XML 소스코드 스캐너가 상기 XML 소스코드를 스캐닝하는 동안, 구성

의 내부구조를 수립하고, 목적 내부의 데이터로서 구성 상태를 출력하는 구성 상태 표현부(configuration state

representation); 상기 XML 소스코드 스캐너에서 출력된 구성 디렉티브 및 사용자의 입력의 결점을 체크하여 수정된 리

포트(report)를 출력하는 구성 무결성 제어부(configuration integrity controller); 상기 내부적으로 표현된 구성 디렉티

브를 구성 상태로 출력하여 구성 디렉티브를 수행하는 구성 언어 번역기(configuration language interpreter)를 포함한

다.

본 발명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는 상기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에 부가되어 상기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의 기능을 신장시

키는 외부의 언어 모듈(external language module)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는 상기 코드 생성 모듈에 부가되어 상기 코드 생성 모듈의 기능을 신장시키는 외부의

코드 생성모듈(external code generation module)를 더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의 구성 블럭도이다. 도 1에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리 컴

파일링 장치는 구성 디렉티브를 검출하는 소스코드 스캐너(source code scanner)(110), 구성 상태 표현부(121), 구성 무

결성 제어부(122), 구성 언어 번역기(123)를 포함하는 코어(core)(120),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의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

생성 모듈(code generation modules)(130), 소스코드 스캐너와 코드 생성 모듈에 상기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programming language modules)(140)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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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코어(core)(120)는 구성의 내부 구조를 수립하는 구성 상태 표현부(configuration state representation)(121), 구성

문법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구성 무결성 제어부(configuration integrity controller)(122), 구성 디렉티브를 수행하는 구성

언어 번역기(configuration language interpreter)(123)를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코드 스캐너(110)에 프로젝트 XML 소스 코드가 입력되면 소스 코드 스캐너(110)는 모든

XML 소스코드파일을 조사하고, 구성 디렉티브를 찾는다. 구성 디렉티브는 파일 포맷에 의존하는 특별한 코멘트 내부에

있다. 또한, 소스 코드 스캐너는 디렉티브의 신택스(syntax)를 분석한다. 따라서 XML 소스코드로부터 검색된 구성 디렉티

브에 상응하는 렉시컬(lexical) 유닛의 트리가 출력된다. 상기 출력된 구성 디렉티브는 코어(120)를 통해 구성 상태가 출력

된다.

이하 코어(120) 내부의 작용을 설명한다. 구성 상태 표현부(configuration state representation)(121)는 구성 상태의 내

부 구조를 저장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요약한다. XML 소스 코드를 스캐닝하는 동안, 구성의 내부구조가 수

립된다. 프로젝트 구성의 한 종류의 이미지를 구성 상태 표현이라 부른다. 구성 상태 수정 프리미티브(primitives)가 입력

되면, 목적 내부의 데이터로서 구성 상태가 출력된다.

구성 무결성 제어부(configuration integrity controller)(122)는 디렉티브와 사용자의 입력의 결점을 체크한다. 따라서 내

부적으로 표현된 구성 디렉티브가 입력되면, 수정된 리포트(report)가 출력된다.

구성 언어 번역기(configuration language interpreter)(123)는 구성 디렉티브를 수행한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표현된 구

성 디렉티브가 입력되면, 구성 상태가 출력된다.

코드 생성 모듈(code generation modules)(130)은 구성 목적(objects)의 값을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로 표현한다. 구성

목적의 'kind' 속성은 코드 생성모듈의 이름이다. 상기 구성 언어 번역기(123)에서 출력된 구성 상태가 입력되면 렉시컬

(lexical) 유닛의 흐름에 무관한 프로그래밍언어가 출력된다. 즉, 렉시컬 유닛에서 구성정보를 렉시컬 처리한 요소의 순서

에 무관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출력한다. 예를 들면 스트링 타입의 구성변수 A로부터, 그 것의 값으로 'int'를 포함하면, 선

택된 코드 생성 모듈에 의존하여 두 개의 다른 것이 생성될 수 있다. C에 대한 타입 정의로 "typedef int A;", C에 대한 매

크로 정의로 "#define A int"로 생성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programming language modules)(140)은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멘트 신택스에 관한 정보를

소스코드 스캐너(source code scanner)(110) 및 코드 생성 모듈(code generation modules)(130)에 전달하고, 상기 코

드 생성 모듈(code generation modules)(130)에서 출력된 렉시컬(lexical) 처리한 요소의 순서에 무관한 프로그래밍언어

를 입력받아 XML 소스코드를 출력한다.

외부의 언어 모듈(external language module)(150) 및 외부의 코드 생성모듈(external code generation module)(160)

은 구성기(configurator)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구성기 팔레트(palette)에 부가될 수 있다. 상기 외부의 언어 모듈

(150) 및 외부의 코드 생성모듈(160)은 하드 코드된 모듈을 개량한다. 상기 외부 모듈은 구성 프로그램의 수정없이 구성기

의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상기 외부 모듈은 XML 소스코드에 기초하여 작동할 수 있다.

구성 어레이로부터 반복된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코드생성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구성 어레이로 1,2,3,4,5 을

갖고 원하는 생성된 코드가 int* a = {f(1), f(2), f(3), f(4), f(5)} 이면, 소스코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된다.

<codegen_module name="apply_f">

<object class="array">

<element out="f(@element_in)">

</element>

</object>

</codegen_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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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와 같이 어레이 선언(declaration)에서 사용된다.

<array name="a" kind="apply_f" values="1 2 3 4 5"/>

GUI(graphical user interface)(170)는 사용자와 구성기 코어(120)사이에 대화를 제공하고 내부의 구성 상태를 표현하고

사용자가 변수 값을 입력하여 현재의 구성상태를 표현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에 입력된 XML 소스코드파일에서 코드가 생성되는 과정을 개략적

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에 입력된 XML 소스코드파일(210)이 소스 코드 스캐너에 의해

서 구성 디렉티브(220)상태가 출력되고, 코드 생성모듈에 의해서 생성된 코드(230)를 도시한다. 코드생성 모듈에서 출력

된 렉시컬(lexical) 처리한 요소의 순서에 무관한 프로그래밍언어는 원래의 XML 소스 코드 파일에 대체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의 제1 실시예로서,

아래와같은 소스코드 파일을 입력하면

/*

<var name="file_id" type="name" kind="typedef"/>

*/

생성된 코드는 (사용자가 "int" 값을 지정한 경우)

typedef int file_id;

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의 제2 실시예로서,

아래와같은 소스코드 파일을 입력하면

/*

<var name="file_id" type="name" kind="define"/>

*/

생성된 코드는 (사용자가 "int" 값을 지정한 경우)

#define file_id int

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의 제3 실시예로서,

아래와같은 소스코드 파일을 입력하면

/*

<var name="APPLE" type="str" kind="define"/>

<var name="n_apples" type="int" kind="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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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코드는 (사용자가 "apple" and "10" 값을 지정한 경우)

#define APPLE "apple"

int n_apples = 10;

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래트폼에 적용됨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

다. 어떠한 소스코드도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에 의해서 하드웨어 플래트폼에 적합하게 생성할 수

있다. 구성된 OS 코드는 컴파일링에 의해서 초소형 센서 노드 컴퓨터에서 대용량 컴퓨터까지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XML을 이용하여 하드웨어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쉽게 변경시킬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 상의 무수히 많은 종류의 하드웨어 플래트폼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생성할 수있

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

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

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의 구성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에 입력된 소스코드파일에서 코드가 생성되는 과정을 도시한 개략

도, 그리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리 컴파일링 장치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래트폼에 적용됨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

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0 : 소스 코드 스캐너 120 : 코어

121 : 구성상태 표현부 122 : 구성 무결성 제어부

123 : 구성 언어 번역기 130 : 코드생성 모듈

140 : 프로그램밍 언어 모듈 150 : 외부의 언어 모듈

160 : 외부의 코드생성 모듈 170 : GUI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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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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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683853

- 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2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발명의 목적 3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4
  발명의 효과 7
 도면의 간단한 설명 7
  실시예 7
도면 7
 도면1 8
 도면2 9
 도면3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