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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생용 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을 도시한 블럭도.

제 2 도 내지 16 도는 범용 구성요소(GPC) 포맷을 도시한 도면.

제 17 도 내지 21 도는 전형적인 GPC 사용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제 22 도는 시스템의 출력(발생된 프로그램)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범용 컴퓨터                                    101 : GPC명세 

103 : 분리 데이타 베이스                        104 : 기억 영역 

105 : 소오스 프로그램                            106,206 : 인스턴티에이터 

107 : 확장된 프로그램                            108 : 컴파일러

109 : 컴파일된 프로그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  생성  시스템,  특히  소프트웨어의  임의  부분들이  여러번  발생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각각  특성의  타스크를  수행하는  여러  구성요소  또는  모듈들로  구성된다.  상기 
구성요소들은  통상  하나  이상의  기능을  실현하고  그리고/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체로서  그의 전
반적인  타스크(task)를  수행하기  위해  유지,  갱신  및  검색되어야만  하는  임의의  구조화된  정보에 대
해 책임이 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에는  두개의  모듈  카테고리가  있다  :  즉,  1)  시스템이  수행하도록  설계된 타스크
에  특히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  모듈과,  2)  제1카테고리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지원하는데 필
요한  일반적인  데이타  조작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모듈이  있다.  전형적인  시스템에 있어
서, 대다수의 모듈은 제2의 카테고리, 또는 지원 카테고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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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지원  모듈  사이에는  유사성이  상당히  많다.  예를들면,  모든 오퍼레
이팅  시스템은  일부  방식에서,  스택,  대기행력(quenues)및  하목의  테이블을  유지  및  조작해야만 한
다.  항목(item)의  테이블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오퍼레이션들은  테이블에  기억된  항목들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러나  단일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서로  다른  형태의  항목을  각각  포함하고  있는  여러개의 
독립  테이블을  다루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서로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서로다른  형태의  항목을 
조작함으로써 이 항목에 대한 서로 다른 테이블을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모듈들을  모두  스크래치(scratch)에서 
개발되어  왔다.  이것은  대부분의  모듈이  종래에  다른  유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앞서  여러번 개발
되어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앞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재사용하는  것은 기존
의  소프트웨어  개발툴(tool)들이  총칭  모듈(generic  module)의  명세(specification)  및  생성을 허용
치  않으므로  현재로는  가능치  않다.  현재의  기술  상태에  있어서  모듈은  고정된  포맷으로  구성된 고
정형태의  특정  항목상에서  특정의  고정된  포맷으로  구성된  고정형태의  특정  항목상에서  특정의 고정
된  동작(fixed  action))을  수행하도록  개발될  수  있다.  따라서,  예를들어  한  형태의  항목  테이블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은  다른  형태의  항목  테이블을  지원하는  데에는  이용될  수  없다.  혹은, 다
른  예로써,  테이블의  항목을  찾기  위해  특정의  검색  전략(search  strategy)을  채용하는  모듈은  만일 
다른  검색전략이  필요한  경우  이용될  수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  지정된 요구사항
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부분을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발명의 요약]

본  출원인은  공통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오직  한번에  설계,  개발되며,  그리고  다른 콘텍
스트(context)들  및  요구사항을  갖는  다른  시스템에서  여러번  재사용되는  시스템을  설계,  개발했다. 
이는  설계자로  하여금  상기  구성요소가  이용될  특정  콘테스트에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구
성요소를  지정할  수  있게함으로써  달성된다.  모듈이  시스템  자체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른  새로운 시
스템내로  통합될  시에,  본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요구에  적합한  구체적인 버젼
(version)을 발생한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외부적 가시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

1. 총칭적 모듈의 명세를 허용하는 형식 명세 언어(formal specification language).

2. 항목 1의 명세 언어로 기록된 명세를 프로세스하기 위한 컴파일러(compiler).

3.  총칭적  모듈에서  소정의  특정  콘텍스트로  그  콘텍스트의  요구사항에  의거  작용하는  복수의 구체
적 소프트웨어 모듈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인스턴티에이터(instantiator).

시스템에  의해  조작되는  논리  실제(logical  entity)는  범용구성요소(General  Purpose  Component  : 
GPC)라  불리워진다.  한  GPC는  총칭  프로그래밍  서비스이  집합을  제공한다.  에를들면,  GPC는  특정 소
프트웨어  테이블을  유지  및  프로세스하여  어떤  특정형의  항목을  기억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오퍼레이
션  및  데이타  정의를  제공한다.  상기  GPC가  제공하는  오퍼레이션  및  정의(집합적으로  "서비스"라 부
름)는  "테이블"의  동작  및  정의의  본질만을  파악하고  그리고,  특히  특정형의  항목이나  특정  조작 방
법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총칭적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원래  형태에  있어서, 
이들 서비스는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용될 수 없다.

그러나,  상기  총칭적  서비스(generic  service)는  의도된  환경의  콘텍스트  및  요구사항이  공지될 시
에  시스템에  의해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서비스로  된다.  예를들면,  프로그래머가  테이블에  기억될 항
목  형태를  결정하여,  이  정보를  시스템에  통과시킬  때,  인스턴티에이터를  이용하므로써  GPC의 구체
적  또는  번역된  버젼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이와  같이  생성된  소프트웨어  코드의  버젼 프로그래머
에  의한  스크래치로  기록되었던  것같이  보인다.  총칭적  버젼으로부터  구체적  버젼을  생성시키는 상
기와 같은 프로세스를 인스턴티에이션 프로세스라 부른다.

동일의  GPC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해  서로  다른  구체적버젼을 인스턴티에이
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일단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만들어  자동저긍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여러번 서로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소프트웨어에 맞추어진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원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상세한 설명]

전술된  바와같이,  제  1  도에  도시된  실시예는  VAX  11/780과  같은  범용  컴퓨터(10)에  접속하여 이용
된다.  주지사항으로써,  본  시스템은  AT＆T  PC  6300과  같은  퍼스널  컴퓨터를  포함하는  어느 컴퓨터에
서도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내부적으로,  시스템은  4개의  상호  관련  구성요소,  즉,  유져가  범용  구성요소(GPC)의  명세(101)를 생
성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명세  언어,  이  명세  언어  프로세스용  GPC  컴파일러(102),  컴파일러  GPC 
명세용 기억 영역(104) 및 인스턴티에이트(106)로 구성된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유져는  GPC  명세에서  GPC의  영문  명세를  추출하는  것이  편리하며,  다른 유
져들이  이전에  기록된  GPC  명세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래  검색을  위해  개별  데이타 베이스
(103)에 영문 명세를 기억하는 것이 편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GPC의  설계자는  명세  언어를  이용하여  GPC를  총칭적  콘텍스트-인센시티브  형식(a  generic, context-
insensitive  fashion)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나서,  설계자는  컴퓨터내의  화일(101)에  상기  GPC 명세
를  기억  시키고  GPC  컴파일러(102)를  호출하여  화일을  프로세스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프로세스로, 
기억 영역(104)에 컴파일러된 GPC 명세가 기억된다.

GPC의  유져는  그에  의해  개발되는  소오스  프로그램(source  program)(105)내에  적당한  호출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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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cation  statement)을  삽입한다.  이  호출  명령문은  하기에  설명하는  바와같이  시스템으로 하여
금  먼저  적절한  프로그램  세그멘트(program  segment)를  발생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발생된 
프로그램  세그멘트를  유져의  프로그램에  삽입  및/또는  보정하여  확장된  프로그램(107)이  생성되도록 
한단.  확장된  프로그램은  공지된  방식으로  컴파일러(108)에  의해  컴파일되어  결과적으로  컴파일된 
프로그램(109)이 되어 차례로 컴퓨터를 동작시킨다.

[명세 언어]

본  발명은  어느  컴퓨터  언어로도  이용될  수  있지만은  설명을  위해서  공지된  C언어를  채택하기로 한
다.  이  C언어는  미합중국  뉴저지주  잉글리우드  클리프에  소재하는 프렌티스-헤일(Prentice-Hale)사
가  1978년  출발한  B.W.Kernighan과  D.M.Rithie저작의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두줄친  활자는  언어  키워드를  나타내며,  이탤릭체는  유져가  공급하는  문자열을  나타내며,  "}"  및 
"{"은  선택  기입을  나타내며,  수직  바  ""는  대체(alternatives)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그리고  % 
{및 %}는 인용문에 이용되는 키워드이다.

이것의  명세언어는  GPC  명세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  명세는  세개의  주요부분,  즉 기술부분
(descriptionb  part),  선언부분(declaration  part)  및  정의부분(definition  part)으로  구성된다. 따
라서, GPC 명세의 일반적인 형태는 제 2 도에서 도시되어 있다.

최초의  %%를  선행하는  (우선동작)하는  것이  기술  부분으로  불리며  컴파일링  프로세서에  의해 무시
(ignore)된다.  그러나,  본  시스템의  유져는  기술부분이  기계적으로  프로세스되고  그리고 카탈로그
(103)에  기억될  수  있도록  탬플릿(template)  및  스탠다드(standard)를  개발할  수  있다.  선언 부분
(203)은  1  또는  그  이상의  선언들의  리스트이다.  선언은  "parameter(파라미터)""service(서비스)" 
또는  "hidden(히든)"을  선언한다.  파라미터  선언에  대한  구문은  제  3  도에  도시되고,  서비스  선언에 
대한 구분은 제 4 도에 도시되며, 그리고 히든 선언에 대한 구문은 제 5 도에 도시된다.

파라미터는  GPC  유져가  명세화한  어떤  것이며,  서비스는  GPC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것이다. 
파라미터는 type, value(오브젝트(objects)의 싸이즈 또는 에러 리턴 코드를 저의하는 상수), 
option(예를들어,  서로다른  알고리즘들을  선택하는데  이용됨),  operation(예를들어,  해슁 기능

(hashing function)에러 조정 루틴) 또는 prose(임의의 텍스트)이다. 서비스는 type, value, 
operation 또는 prose이다. Hidden에 관해서는 하기에 설명하기로 한다.

식별가(identifier)는  한  문자로부터  시작하는  일련의  문자와  숫자이다.  아래가  밑줄쳐진(이하 "하
선"이라  한다)""는  한  문자로서  카우트한다.  대문자  및  소문자는  구별된다.  비록  보다  많은  문자가 
이용될 수 있지만은 처음 12개 문자 정도가 유효하다.

type은 일반적인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임의의 C언어이다.

type  Variable  Name  ;  Type의  예로써 "int*"  ;  "float",  "struct{int  varl;  long  var  2;  }"  및  "My 
Type"이 있으며, 여기서 My Type는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사전에 정의된다 :

typedef char* My Type() ;

Value은 "25", "'033'" 및 "1.9E-6"와 같은 C언어 상수이다.

Option은  이  옵션에  대해  유효한  사전에  정의  되는  문자열(string)중  하나에  대응하는  문자의 임의
의 시퀀스이다.

Operation은 구문적으로 C언어 기능의 명칭(name)에 상응하는 명치이다.

prose는 텍스트 세그멘트의 명칭이다.

hidden은  유져에  의해  억세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져가  억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들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에 필요로한 서비스이다.

선언에 대한 실시예는 제 6 도에 도시된다.

GPC 명세의 구현부분(205)은 각각 선언된 service 또는 hidden에 대한 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인스턴티에이트(106)에게  대응  서비스에  대한  호출이  유져  프로그래머의 
코드내에서  발견될  때  행해야하는  일을  인스턴티에이트(16)에게  명령한다.  예를들면,  제  13  도에 도
시한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은  서비스  "node"로의  호출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인스턴티에이터(106)의 
동작을  정의한다.  상기  프로그램은  인스턴티에이트(106)에  C언어  타입을  정의하도록  함과  아울러 서
비스  "node"로  명세된  사용자를  지칭하는  것은  어느것이나  그것을  지칭하도록  명령한다.  상기 타입
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유져에 의해 선택되는 연결법(싱글 또는 더블)에 따라 다르다.

문구(phrase)  "requires  Always"는  node가  인스턴티에이트될때  마다  인스턴티에이트(106)가  처음에 
"Always"라 일컬어지는 다른 서비스가 이미 인스턴티에이트되었음을 확신해야 함을 기술한다.

선택적  문구  "requires  식별자"는  식별자에  대하여  서로다른  값으로  한번  이상  반복될  수  있다. 여
기서, 식별자는 히든 또는 다른 서비스의 명칭일 수 있다.

3개의  명령,  즉  replace,  header  및  append가  있으며,  하나의  흐름  제어는  if-then-els-endif를 구
성한다.

물론  명령들이  if-then-else-endif  구조들로  구룹화될때를  제외하곤,  상기  명령들이  기록되는 동일
한 시퀀스로 실행된다.

replace  명령은  제  8  도에  도시된  일반적인  형태를  갖는다.  replace  명령이  실행될  시에 인스턴티에
이트(106)는  호출의  텍스트를  임의의  C언어  세그멘트로  호출의  텍스트를  치환한다.  한  오퍼레이션에 
대한 호출의 텍스트는 개시 달러 신호, 서비스의 명칭, 종료 달러 부호 및 좌,  우 괄호 및 괄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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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으로  구성된다.  다른  서비스에  있어,  호출의  텍스트는  서비스의  명칭과  달러  기호의  쌍으로 구
성된다. 분명한 이유때문에, 상기 명령은 hidden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  프로세스동안에,  C언어  세그멘트내의  모든  문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변하지  않고 
출력으로 전달된다 : 

--형태 $Name$의 시퀀스는 $Name$로 변환된다(이것은 GPCs를 다른 GPCs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형태  $Name$의  시퀀스는  총칭명  "Name"을  갖는  서비스에서  참조(서비스  호출이  아님)로 받아들여
지며, 그 서비스에 대한 유져 정의 명칭으로 간단히 변환된다.

--형태 $O$의 시퀀스는 프로그램이 지정된 서비스의 유져 공지명칭으로 변환된다.

--타임 operation의  오퍼레이션 서비스에 대하여,  n이  1  및  20  사이의 수인 형태 $n$의  시퀀스는 서
비스  호출의  n번  인수(argument)의(확장된)텍스트에  참조되며,  상기  시퀀스는  대응  문자열로 변환된
다. 주지 사항으로, 서비스 호출의 인수는 자체 서비스 호출이 된다.

append  명령은  제  9  도에  도시된  일반적인  형태로써,  상기  명령이  실행될  시에, 인스턴티에이트
(106)는  소정의  C언어  세그멘트를  유져  소오스  화일(현행)  종료(end)에  첨부시킨다.  $n$  및  $Name$ 
문자열은  또한  C언어  세그멘트  상에서  수행된다.  수직자(qualifier)  multiple이  제시될  경우,  C언어 
세그멘트는  서비스  호출이  프로세스될  때마다  부가되며,  once가  존재하거나,  수식자가  전형 존재하
지 않을 경우, C언어 세그멘트는 기껏해야 한번 부가된다.

header  명령은  제  10  도에  도시된  일반적인  형태를  갖는다.  상기  명령이  실행될  시에, 인스턴티에이
터(106)는  대응  GPC  요구  라인의  위치에서(또는  동일한  GPC의  다른  header  명령의  최후에  삽입된 C
언어  세그멘트의  후에)  유져  소오스  화일내에  소정의  C언어  세그멘트를  삽입한다.  C언어  세그멘트는 
전술된 바와같이 프로세스된다.

if-then-else-endif  제어  흐름  구조는  제  11  도에  도시한  일반적인  형태를  갖는다.  형태(1101)에서, 
"instructions"는  "condition"이  참(true)일  경우에만  실행된다.  형태(1102)에서,  키워드  then과 
else  사이의  명령은  "condition"이  참일  경우에만  실행되며,  키워드  else  및  endif  사이의  명령은 
"condition"이  거짓일  경우에만  실행된다.  if-then-else-endif구조는  구문론적으로  1개의  명령과 동
일하므로,  다른  if-then-else-endif  구조의  if-또는  else-block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  endif 모호
성(ambiguity)은 최종 조우된 if와 endif를 연결하므로써 해결될 수 있다.

"conition"은  제  12도  에  도시된  일반적인  형태를  갖는다.  "identifier"는  서비스  또는  파라미터의 
총칭명이다.  형태(1201  및  1202)는  유져가  소정의  파라미터  또는  서비스  디폴트  값(default value)
을  지정하는  지의  여부를  테스트  하는바,  유져가  디폴프  값과  다른  값을  지정하는  경우  제1조건은 
참(제2조건은 거짓)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1조건은 거짓(제2조건은 참)이 된다.

형태(1203)  및  (1204)는  소정의  문자열에  대하여  소정의  파라미터  서비스의  값을  테스트하며, "=="
는 균등성을 나타내고, "!-"는 비균등성을 나타낸다.

제  13  도의  실시예에서,  라인(1302)은  인스턴티에이터(106)에  그  서비스의  유져에게  알려진  명칭을 
%{및  %}쌍에  포함된  세그멘트의  내용으로  치환하도록  명령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치환  텍스트는 
단지($O$로 표시된)유져에게 알려진 명칭이다. 즉, 상기 명령은 실제로 "에코(echo)"명령이다.

명령(1303)은  if-then-else-endif  구조를  이용하여,  제어  흐름을  유져에  의해  option(옵션) SINGLY
가  요청되는  지의  여부에  대응하는  2개의  경로로  분할시킨다.  상이한  점은  총칭명  "노드"를  지닌 타
입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있다.  양  경우에서,  인스턴티에이터(106)에  의해  실행되는  단지  한  명령, 
header  명령이  존재한다.  header  명령을  수행하므로써,  GPC가  요청된  라인에서의  소정의  세그멘트가 
유져  화일내에  삽입된다.  $Data$  및  $node$는  각각  파라미터  "데이타"  및  서비스  "노드"에  대한 유
져  명칭을  지칭한다.  수식자  once는  서비스  "노드"가  아무리  많이  호출된다하더라도  세그멘트의 삽
입이  단지  한번만  행해져야함을  나타낸다.  once는  디폴트  값(default  value)으로써,  이것은  수식자 
multiple로 대체(override)될 수 있다.

GPC의  선언부내에는  또다른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존재하는데,  이는  hidden으로서  선언된다. hidden
은 유져 프로그래머에게는 인식되지 않지만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서비스들 또는 히든
(hidden)들을  구현하는데  이용되는  서비스이다.  히든의  인스턴티에이션은  항상  requiers  메카니즘을 
통해  호출된다.  실시예에서,  라인(606)에서  선언된  히든  "Always"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  14  도에 도
시되어 있다.

GPC  명세  언어의  흥미있는  특징은  타입  operation의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있다.  GPC 
설계자는  C언어  세그멘트를  그  파라미터들중  하나로  취입하는  한개의  operaton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들면,  설계자는  리스트,  그  리스트의  각  요소내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명칭  및  코드의 세그멘트
를  그  파라미터로  취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세그멘트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행하
는 operation(동작)"forall"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같은 동작의 사양이 제 16 도에 나타나있다.

[컴파일러]

GPC  컴파일러(102)는  GPC  명세를  인스턴티에이터(106)에  적합한  포맷으로  번역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것은  GPC  명세를  판독하여  구문론적으로  정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한다.  GPC  컴파일러에  의해 
수행되는 체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명세내의 모든 명령문은 구문론적으로 정확한가.

--모든 선언된 서비스 및 히든이 적절히 정의 되었는가.

--종속  루프(dependency  loop)는  없는가.  서비스  또는  히든이  다른  서비스  또는  히든의 인스턴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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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요구(requires)할  경우,  후자의  서비스  또는  히든은  requires  명령의  체인을  통해  전자의 서
비스 또는 히든의 인스턴티에이션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requires)하지 않는다.

GPC  컴파일러가  어떤  이상함을  검출할  경우,  GPC  컴파일러는  에러  메시지를  프린트함으로써  이를 
GPC  설계자에게  알린다.  상기  이상함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상기  컴파일러는  다른  컴파일러와 유사
한  공지된  방식으로  심볼  테이블  및  파스(parse)트리를  구성하여,  컴파일된  GPC(104)의  기억 영역내
에  기억시킨다.  이러한  정보는  후에  인스턴티에이터(106)에  의해  확정된  프로그램(107)을 생성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GPC  컴파일러는  통상의  컴파일러에서와  같이  기계  코드를  발생시키지  못함에  주의하자,  대신에,  GPC 
컴파일러의  출력은  명세의(2진)부호화  표시로써  후에  기술되는  바와같이,  인스턴티에이터에  의해 프
로그램 세그멘트를 발생시키는데 이용된다.

[GPC의 이용]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현을  시작하는데  있어  유져  프로그래머는  개발될  프로그램에 이용
될  수  있는  GPC(들)를  찾는  GPC  카탈로그(103)를  검색한다.  GPC를  발견하면  유져  프로그래머는 프로
그램내에  필요로  되는  GPC(들)의  명칭을  지정하여,  각각의  GPC  동작하는  콘텍스트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는  "request  line(요청  라인)"을  삽입한다.  상기  요청  라인은  컴파일러(108)로  패스될  수  없기 
때문에  "indirect(간접)"명령문(들)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변함없이  컴파일러(108)로 패
스되는 명령문(들)은 "direct(직접)"명령문(들)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전형적인  GPC  요청  라인에서,  유져는  파라미터  값  뿐만아니라  서비스의  명칭을  지정한다.  GPC 요청
라인은 제17도에 보인 일반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Args는  GPC의  서비스  및  파라미터에  대응하는 "argument-name=argument-value(이수-명칭=인수-값)"
쌍의 콤마 분리된 리스트이다.

GPC가 "listhndlr"이라 불린다고 가정하면, 제 18 도 및 19 도는 2개의 GPC 요청라인을 도시한다.

첫번째  경우(제  18  도)에  있어서,  "My  Element  Type"는  C언어의  typedef  구조에  의하여  앞서  유져에 
의해  정의된  타입의  명칭으로  가정된다.  GPC는,  다른  서비스들중에서,  "MyListType"라  부르는 타입
과,  "ADD"라  부르는  동작의  정의를  제공한다.  두번째  경우(제  19  도)에  있어서,  데이타의  정의는 소
정 구조의 정의로 취해지며, GPC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들은 그들의 디폴트 명칭으로 일컬어진다.

유져는  Listhndlr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가  적당히  정의되어,  GPC  요청  라인후에  컴파일  모듈의  어느 
곳에서든  이용에  유용함을  가정할  수  있다.  유져는  상기  서비스들은  "service  calls(서비스 호출)"
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한쌍의  달러  기호($)로  봉입된  유져에게  알려진  명칭을  언급함으로써 
호출된다. 예를들면, (제 18도 의 GPC 요청 라인에 대응하는)제 20 도는 서비스 "list" 및 
"addafter"를 호출한다.

예로써,  유져가  프로그램내의  1개의  입력  라인에  대하여  1개  명칭을  판독하는  listhndlr  GPC를 이용
하여,  입력  스트림내의  명칭  및  이들의  상대  위치를  역순으로(즉,  기입된  최초의  명칭이  마지막으로 
프린트되게)프린트하고저  한다고  가정해보다.  그러면,  이것의  유져  소오스  프로그램은  제  20  도에 
프로그램과  같이  보인다.  주의사항으로,  라인  2109  내지  2166은  GPC  요청  라인을  구성하며,  라인 
2199,2125,2129,2132,2134,2135 및 2136 각각은 GPC 서비스 호출을 포함한다.

[인스턴티에이터]

인스턴티에이터(106)는(컴파일된)  GPC  명세  및  GPC  요청  라인의  요구사항  양자에  따라,  테일러 메이
드(tailer-made)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세그멘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스턴티에이터(10
6)는  먼저  유져  소오스  프로그램(105)을  주사하여  임의의  GPC  요청  라인을  검색한다.  만일  이 라인
이  발견되는  경우,  인스턴티에이터는  GPC의  명칭을  추출하여,  컴파일러된  GPC  기억  영역(104)에 대
응(컴파일된)명세를  위치시킨다.  이어서,  인스턴티에이터(106)는  유져에  의해  정의된  값을  GPC 설계
자에  의해  선언된  총칭  파라미터에  연결시킴으로써,  모든  총칭  파라미터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값
을 갖는 GPC 명세의 구체적 버젼이 얻어지게 된다.

상기  프로세스는  동일한  GPC에  대해  복수의  요청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요청된  GPC에  대해 한
번만  수행된다(주의  사항으로,  유져는  매회  총칭  파라미터에  대해  상이한  세트값을  이용하여, 동일
한 GPC를 여러번 요청한다).

인스턴티에이터(106)는  또한  유져  소오스  프로그램을  주사하여  임의의  서비스  호출들을  검색한다. 
호출이  검출되면,  인스턴티에이터(106)는  그것의  내부  테이블을  이용하여  GPC  서비스의  정의를 갖는
지를  결정한다.  그리고나서,  상기  인스턴티에이터는  총칭  파리미터의  대응값  및  (일반적으로  총칭 
파라미터에  있는)정의를  위치  설정시켜  이  정의를  명령문별로  실행한다.  이결과,  유져 프로그램부분
의  변경,  유져  프로그램부분의  프로그램  세그멘트로의  대체  및  유져  프로그램의  서로  다른  부분내에 
프로그램세그멘트의  삽입  또는  완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생성  및  상기  프로그램의  유져 프로그램으
로의  부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체적인  동작은,  물론  GPC  명세내의  서비스의  대응  정의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인스턴티에이터(106)는  확장된  화일(107)을  생성시켜,  생성된  소오스  프로그램(107)을 
상기 화일내에 기억시킨다.

제  21  도의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인스턴티에이터(106)의  출력(제  1  도의  신장된  프로그램(107)은  제 
22  도에  도시된다.  주의  사항으로,  인스턴티에이터(106)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오스  화일을 변화시켰
다.  그것은  두개의  typedef  문구를  어셈블시켜,  GPC가  요청되는  라인에  상기  문구를  삽입시켰다. 
"Include〈메모리.h〉"를  포함한  라인이  부가되었다(라인)2209)).  유져  소오스  화일내의  모든 서비
스  호출은  대체되었다.  특히,  주지  사항으로,  동작  "PUSH"  및  "POP"에  대해  완전한  프로그램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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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유져  코드(제각기  라인(2243  내지  2262)  및  라인(2263  내지  2274)에  부가된  반면에,  동작 
"GET",  "TOP",  "isempty"  및 "howmany"는 간단히 프로그램 프로세스(라인
(2229),(2233),(2236),(2238),(2239) 및 (2240))으로 대체된다.

확장된  프로그램(제  22  도)은  유져가  스크래치로부터  완전한  소오스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록하는 
데는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된다.  그러나,  GPC의  필요성은  소정의  모듈  집단에  대해  한번만 설계되므
로,  설계자는  잘  설계된  모듈을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을  취하므로써,  매우  유효한  소오스  코드를 얻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사용가능한 GPC모듈의 다른 특징은 이후의 사용을 위한 디버깅
(debugging)  시간의  단축,  코드  수정시간의  단축  및  코드  기입  시간의  단축과  같은  전반적인 소프트
웨어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다.

[시스템의 다른 응용]

여기에  기술된  시스템은  또한  훨씬  전에  기술된  소프트웨어  재사용과는  다른  응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사실,  총칭  요소를  수정하여  특정  요건에  적합하도록  해야하는  그  어느  응용도  본  발명을 통
해 모두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을  그와같은  응용에  활용하기  위해,  GPC  명세  언어를  이용하여  범용  요소를 설계하
고 그리고나서 인스턴티에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요소에 대한 복수의 특정 버젼을 발생시킨다.

일예로써,  은행이  고객들에게  그들의  신용  상태에  관한  편지를  보내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그러한 
상황에서,  GPC  설계자는  고객이  개인이든  회사이든간에  관계없이  고객의  명칭,  고객의  은행과 거래
한 시간,  고객의 현재 및 과거 신용도,  은행의 현행 방침을 반영한 변수와 같은 그러한 총칭 파라미
터에 따라 "범용 레터(general purpose letter)"를 작성할 수 있다.

개별의  고객  레터들은  인스턴티에이터에  의해  개별의  고객에  대해  지정된  총칭  파리미터의  값의 조
합에 기초하여 합성될 수 있다.

예를들면,  과거의  신용  상태는  양호하지만  현재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신용도를  갖는  고객과  과거 
및 현재의 신용 상태가 모두 양호한 고객에 대해 각기 다른 레터가 구성될 수 있다.

가능성은  무한하며,  대응하는  GPC가  얼마나  복잡하게  지정된가에  의해,  전체적으로  동일한  범용 레
터를 이용하므로써 수개의 표준 포맷으로부터 매우 다양한 실제 개인 구성을 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급되는  총칭  명세(generic  specification)에서  구체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발생하기  위한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각각  언어  명령문들(language  statements)의  집합(collection)에 의
해  지정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져  요청  가능  프로그래밍  서비스들에  각각  대응하는  총칭 소프
트웨어  구성요소들을  지정하는  언어  명령문들을  컴파일링하는  컴파일러와,  상기  펌파일러에 응답하
여,  상기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은  지정하는  컴파일링된  언어  명령문들을  기억하는  수단과, 특
별  소프트웨어  응용(particular  software  application)을  지정하는  언어  명령문들을  수신하는 입력
을  갖는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언어  명령문들은  적어도  하나의  간접  명령문(indirect  statement) 
및  적어도  하나의  요청  명령문(request  statement)을  포함하는  상기  특별  소프트웨어를  지정하고, 
각각의  간접  명령문은  상기  지정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중  임의  하나를  지정하고  그리고 각
각의  요청  명령문은  하나의  지정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  있는  하나의  유져  요청가능 프로그
래밍  서비스를  지정하며,  상기  수신  수단이  각각의  간접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간접  명령문으로 
지정된  하나의  총칭  소프트웨어를  지정하는  기억된  언어  명령문들의  위치를  검출하는  제1수단과, 각
각의  요청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수단에  의해  위치  검출된  기억된  언어  명령문에  있는  상기 
요청  명령문에서  지정된  유져  요청가능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지정하는  언어  명령문의  집합의  위치를 
검출하는  제2수단과,  상기  제2수단에  의해  위치  검출된  언어  명령문들의  집합에  응답하여,  상기 특
별  소프트웨어  응용의  구체적  버젼-이  구체적  버젼은  간접  및  요청  명령문을  포함하지  않는다-을 생
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생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의  일부분에  있는  각각의  총칭 소프트웨
어  구성요소가  적어도  하나의  관련  파라미터를  가지며,  상기  특별  소프트웨어  응용의  요청 명령문들
이  각각  적어도  하나의  제2간접  명령문  및  적어도  하나의  제2요청  명령문을  포함하며,  각각의 제2간
접  명령문은  상기  부분에  있는  임의  하나의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지정해서  각각의  관련 파라
미터의  값을  지정하며,  각각의  제2요청  명령문은  상기  부분에  있는  하나의  지정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서  하나의  유져  요청가능  서비스를  지정하며,  상기  수신  단계가  각각의  제2간접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제2간접  명령문에서  지정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지정하는  상기  제1수단에 
의해  위치  검출된  상기  기억된  언어  명령문과  각각의  관련  파라미터의  값을  서로  상관시키는 제3수
단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생성  수단이상기  상관된  언어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특별  소프트웨어 
응용의 상기 구체적 버젼을 생성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생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특별 소프트웨어 응용이 각각 상기 부분에 있는 동일한 총칭 소프트웨어 구
성요소를  참조하며,  동일한  관련  파라미터의  상이한  값들을  지정하는  다수의  간접  명령문들을 포함
하며,  상기  수신  수단은  상기  다수의  간접  명령문들로  인용되는  상기  동일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다수의  상이한  경우를  설정하는  수단과  상기  동일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각각의 경
우에  의해  제공되는  동일한  유져  요청  가능  서비스에  대해  각기  다른  명칭들을  설정하는  수단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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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생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특별  소프트웨어  응용을  지정하는  언어  명령문의  상기  집합이  간접  명령문 
및  동일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또는  상이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참조하는  요청 명령
문을  삽입하는  명령을  포함하며,  상기  수신  수단이  간접  명령문  및  요청  명령문  삽입  명령에  대해 
상기  제2수단에  의해  위치  검출된  언어  명령문을  감시하여  상기  제2수단에  의해  위치  검출된  상기 
언어  명령문을  상기  수신  수단의  상기  입력에  재인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발생 시스템.

청구항 5 

언어  명령문-언어  명령문  구성을  갖는  변형  언어(transformation  language)로  기입된  한  세트의 명
령의  제어하에서  언어  명령문의  집합을  확장시키며,  각각  변형  언어  명령문의  집합에  의해  지정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져  요청가능  변형에  대응하는  범용  요소를  기억시키는  수단을  갖는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콘텍스트  지정  명령문(context  specifier  statement)과  적어도  하나의  요청 
명령문을  포함하는  유져  언어  명령문의  집합을  수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콘텍스트 지
정  명령문은  상기  기억된  범용  구성요소들중  적어도  하나를  지정하고  상기  요청  구성요소  각각의 하
나의  지정된  범용  구성요소에서  하나의  유져  요청  변형을  지정하며,  상기  수신  수단은  각각의 콘텍
스트  지정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기억된  범용  구성요소들중  상기  콘텍스트  지정  명령문에서 지정
된  범용  구성요소들의  위치를  검출하는  수단과,  각각의  요청  명령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1수
단에  의해  위치  검출된  임의의  범용  구성요소의  상기  요청  명령문에서  지정된  유져  요청  가능 변형
의 위치를 검출하는 수단과,  각각의 위치 검출된 변형에 의해 제어되며 상기 유져 공급 언어 명령문
의 확장 버젼을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생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잇어서,  상기  기억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일부에  있는  각각의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적어도  하나의  관련  파라미터를  갖고  그리고  상기  콘텍스트  지정  및  요청  명령문이  각각 
적어도  하나의  제2콘텍스트  지정  명령문과  적어도  하나의  제2요청  명령문을  포함하며  각각의 제2콘
텍스트  지정  명령문은  상기  부분에  있는  임의  하나의  총칭  소프트웨어를  지정함과  아울러  각각의 관
련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지정하고  그리고  각각의  제2요청  명령문은  상기  부분에  있는  하나의 지정
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서  하나의  변형을  지정하며,  상기  수신  수단은  각각의  제2콘텍스트 
지정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제2콘텍스트  지정  명령문에서  지정된  각각의  기억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각각의  관련  파라미터의  값을  서로  상관시키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생성 수단
이  각각의  상관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correlated  generic  software  component)에  응답하여 상
기  유져  공급  언어  명령문의  상기  확장  버젼을  생성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
생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져  공급  입력  명령문이  각각  동일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인용하
며  상이한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는  다수의  콘텍스트  지정  명령문을  포함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 발생 시스템.

청구항 8 

소오스  코드  언어  명령문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변환  프로세스를  통해  상기  프로그램의  기계  언어 
버젼을  발생시키게  되는  컴퓨터  시스템용  오퍼레이팅  장치에  있어서,  상기  동작  장치가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범용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기억시키는  수단과,  여기서  상기  범용  구성요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져  요청가능  변형에  대응하고,  각각의  변형은  상기  범용  구성요소들중  하나가 유
져  공급  입력  언어의  다른  언어  명령문으로의  확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언어  명령문의  집합으로 지
정되며,  그리고  소오스  코드  프로그램을  수신하기  위한  입력을  갖는  인스턴티에이터  수단을 포함하
여,  여기서  상기  프로그램은  적어도  하나의  콘텍스트  지정  명령문  및  적어도  하나의  요청  명령문을 
포함하고,  각각의  콘텍스트  지정  명령문은  상기  범용  구성요소들중  특정한  구성요소를  지정하고 그
리고  각각의  요청  명령문은  상기  지정된  하나의  범용  구성요소에서  특별한  변형을  지정하며,  상기 
인스턴티에이터  수단이  각각의  콘텍스트  지정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콘텍스트  지정  명령문에서 지
정된 기억된 범용 구성요소를 상기 메모리에 위치시키는 제1수단과, 각각의 요청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수단에  의해  위치된  하나의  범용  구성요소에서  상기  요청  명령문에서  지정된 변
형을  지정하는  변형  언어  명령문들의  집합의  위치를  검출하는  제2수단과,  상기  제2수단에  의해 위치
가  검출된  변형  언어  명령문의  집합에  응답하여  상기  소오스  코드  프로그램의  구체적  버젼을 생성시
키는  수단과,  그리고  상기  소오스  코드  프로그램의  상기  구체적  버젼을  상기  소오스  코드 프로그램
의  기계  코드로  변환시키는  컴파일러  수단을  포함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컴퓨터  시스템용  동작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된  범용  구성요소들  일부분에  있는  각각의  범용  구성요소는  적어도 하
나의  관련  파라미터를  가지며,  상기  인스턴티에이터  수단에  의해  수신된  콘텍스트  지정  명령문과 요
청  명령문은  각각  적어도  하나의  제2콘텍스트  지정  명령문과  적어도  하나의  제2요청  명령문을 포함
하며,  각각의  제2콘텍스트  지정  명령문은  상기  부분에  있는  하나의  범용  구성요소를  지정함과 아울
러  상기  부분에  있는  하나의  지정된  범용  구성요소에서  하나의  변형을  지정하고  그리고  상기 인스턴
티에이터  수단은  각각의  제2콘텍스트  지정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제2콘텍스트  지정  명령문에서 
지정되고  그리고  상기  제1수단에  의해  위치  검출된  범용  구성요소와  각각의  관련  파라미터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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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관시키는  제3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생성수단은  또한  각각의  상관된  범용  구성요소에 
응답하여 상기 구체적 버젼을 생성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는 컴퓨터 시스템용 동작 장치.

청구항 10 

공급되는  총칭  명세로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발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각각  언어 명령문
들의  집합에  의해  지정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져  요청가능  프로그래밍  서비스들에  각각 대응하
는  총칭  소프트웨어  요소들을  지정하는  수신되는  언어  명령문들을  컴파일링하는  단계와,  상기 지정
된  총칭  소프트웨어  요소들의  컴파일링된  언어  명령문들을  기억하는  단계와,  특별한  소프트웨어 응
용을  지정하는  언어  명령문들을  수신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언어  명령문들은  적어도  하나의  간접 
명령문  및  적어도  하나의  요청  명령문을  포함하고,  각각의  간접  명령문은  상기  지정된  총칭 소프트
웨어  요소들중  임의  하나를  지정하고  그리고  각각의  요청  명령문은  하나의  지정된  총칭  소프트웨어 
요소에  있는  하나의  유져  요청가능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지정하며,  상기  수신단계가,  각각의  간접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간접  명령문에서  지정된  총칭  소프트웨어를  지정하는  기억된  언어 명령문
들의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와,  각각의  요청  명령문에  응답하여,  이전에  각각의  간접  명령문에 응답
해서  위치  검출된  기억된  언어  명령문에  있는  요청  명령문에  지정된  유져  요청가능  프로그래밍 서비
스를  지정하는  언어  명령문들의  집합의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와,  각각의  요청  명령문에서  지정된 유
져  요청  가능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지정하는  위치  검출된  언어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특별 소프
트웨어  응용의  구체적  버젼-이  구체적  버젼은  간접  및  요청  명령문을  포함하지  않는다-을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생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의  일부분에  있는  각각의  총칭 소프트
웨어  구성요소가  적어도  하나의  관련  파라미터를  가지며,  상기  특별  소프트웨어  응용의  요청 명령문
들이  각각  적어도  하나의  제2간접  명령문  및  적어도  하나의  제2요청  명령문을  포함하며,  각각의 제2
간접  명령문은  상기  부분에  있는  임의  하나의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지정해서  각각의  관련 파
라미터의  값을  지정하며,  각각의  제2요청  명령문은  상기  부분에  있는  하나의  지정된  총칭 소프트웨
어  구성요소에서  하나의  유져  요청가능  서비스를  지정하며,  상기  수신  단계가  각각의  제2간접 명령
문에  응답하여,  상기  제2간접  명령문에서  지정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지정하는  상기 제1수
단에  의해  위치  검출된  상기  기억된  언어  명령문과  각각의  관련  파라미터의  값을  서로  상관시키는 
제3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생성  단계가  상기  상관된  언어  명령문에  응답하여  상기  특별 소프
트웨어 응용의 상기 구체적 버젼을 생성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생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특별  소프트웨어  응용이  각각  상기  부분에  있는  동일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참조하며,  동일한  관련  파라미터의  상이한  값들을  지정하는  다수의  간접  명령문들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생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언어  명령문의  상기  집합이  간접  명령문  및  동일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또는  상이한  총칭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참조하는  요청  명령문을  삽입하는  명령을  포함하며, 
상기 수신 단계가 간접 및 요청 명령문을 삽입함과 아울러 이 명령을 상기 수신 단계를 통해 재인가
하기  위한  명령에  대해  상기  특별  소프트웨어  응용을  지정하는  상기  언어  명령문들을  감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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