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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페이스 명세에서 프레임문제(frame problem)란 “특정부분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 상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술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문제를 상속을 지원하는 객체지향명세에

서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프레임문제를 정형적으로 다루기 위

하여 프레임관계(frame rel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프레임관계는 연산자와 변수간의 관계로 특정 

연산자가 어떤 변수를 수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슈퍼클래스의 프레임관계는 앵커관계(anchoring 

relation)를 통하여 서브클래스로 확장되는데, 앵커관계는 서브클래스 변수에서 슈퍼클래스 변수로의 

사상이다. 앵커관계는 프레임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연산자가 슈퍼클래스의 특정 

변수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변수에 앵커 된 모든 서브클래스 변수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앵커관계는 프레임문제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널리 보급된 선·후조건문 

방식의 인터페이스명세에 잘 접목된다는 부가적인 장점을 가진다. 

 

1. 개요 

인터페이스 명세에서 프레임문제(frame problem)는 

특정 연산자에 의해 어떤 변수가 수정될 수 있고 어

떤 변수가 수정될 수 없는가에 대한 명세로 귀결된다. 

특정부분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 상태는 변화되지 않

는다는 것을 직접 명세하는 것은 인터페이스 명세를 

길게 만들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명세의 이해와 수

정을 어렵게 한다. 또한 수정 가능한 변수를 일일이 

나열하여야 하므로 부주의로 인한 오류 가능성을 높

이고 명세의 상속과 객체지향 방식에 적용하기 어렵

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터페이스 명세언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구문적 약어를 제공한다. 예를 들

면, modifies 절이 그것이다 [9]. 이는 해당 연산자가 

수정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나열하는데, 그 밖의 모

든 변수는 수정될 수 없음을 간접적 명세 한다. 한 예

로서 변수 x, y를 접근할 수 있는 연산자를 가정하자. 

만약 연산자 명세에 “modifies x” 절이 포함되었다면,  

이 연산자는 단지 변수 x 만을 수정할 수 있다.  특히 

또 다른 변수 z 가 존재하는 문맥에서 이 연산자가 호

출되었다 할지라도, 단지 변수 x 만 수정될 수 있다. 

즉, 호출의 결과로 변수 y 와 z 의 값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예에서와 같이 modifies 절은 특정 연산자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상태에 테두리를 치는 것과 같

다. 테두리 안의 상태는 해당 연산자에 의해 접근되고 

수정될 수 있으나 테두리  밖의 상태는 동결, 즉 변화

될 수 없다. 프레임문제라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 인터페이스 명세에서 프레

임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프레임문제를 정형적으로 다

루기 위하여 먼저 ‘프레임관계(frame relation)’라는 개

념을 도입한다. 프레임관계는 클래스에 정의된 연산자

와 개체변수 간의 다 대 다 관계로 특정 연산자가 어

떤 변수를 수정할 수 있는가를 수학적으로 묘사한다. 

프레임관계를 서브클래스를 통한 상속에 적용하기 위

하여, ‘앵커관계(anchoring rel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한

다. 앵커관계는 서브클래스의 개체변수에서 슈퍼클래

스의 개체변수로의 사상이다. 앵커관계는 상속을 지원



하는 객체지향 명세에서 프레임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임의의 연산자가 슈퍼클래스의 한 

변수에 대한 수정권리를 가지면 그 변수에 앵커 된 

모든 서브클래스 변수에 대한 수정권리가 주어진다. 

이는 변수 수정권리가 앵커관계를 따라 서브클래스로 

전파됨을 의미한다. 앵커관계를 사용한 접근방법은 객

체지향 명세의 프레임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

할 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 명세에 널리 사용되는 선.

후조건문 방식에 잘 적용된다는 현실적인 장점이 있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 2 절에서

는 프레임문제를 객체지향과 상속이라는 측면에서 재

조명하고, 상속이 허용될 때 프레임문제는 더욱 복잡

해짐을 간단한 예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제 3 절에서

는 프레임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변수에 

대한 연산자의 수정권리를 프레임 관계로 모형화 한

다.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 4 절에서는 

슈퍼클래스와 서브클래스 간의 자료정제를 앵커관계

로 모형화하고 이를 사용하여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프레임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앵커관계의 

수학적인 특성도 분석한다. 다음으로 제 5 절에서 주

요 관련연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6절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프레임 문제 

프레임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간단한 컴퓨터 게임

을 예로 사용한다 [10]. 게임의 주체는 Sprite 라 불리

는 개체이다. Sprite는 위치와 색깔을 나타내는 변수를 

가지며 이들을 수정하기 위한 연산자를 제공한다. 게

임의 주 프로그램은 매 비디오 프레임 마다 각 Sprite

에 대하여 먼저 update 연산자를 호출하여 위치와 색

깔정보를 수정하고, 그 다음 draw 연산자를 통하여 해

당 Sprite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한다.  

클래스 Sprite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편의상 

modifies 절을 제외한 모든 행위명세, 예를 들면 선·후

조건문은 생략되었다. 명세는 //@로 시작하는 특수한 

형태의 코멘트로 프로그램에 첨부된다 [4]. 
 

class Sprite { 

int x, y; 

int color; 

void updatePosition { 

  //@ modifies x,y; 

} 

void updateColor() { 

  //@ modifies color; 

} 

void update() { 

  //@ modifies x,y,color; 

  updatePosition(); 

  updateColor(); 

} 

void draw() { 

  //@ modifies nothing; 

} 

}; 

 

연산자 updatePosition 과 updateColor 의 디폴트 구현

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브클래스에 

의해 정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개체변수 x, 

y 와 color 의 수정이 허용되었다. 연산자 update 는 연

산자 updatePosition 과 updateColor 를 순차적으로 호출

한다. 따라서 변수 x, y, color 를 수정할 수 있도록 명

세 되었다.  

게임의 영웅을 표시하는 Sprite 의 서브클래스 Hero

를 고려해 보자. Hero 개체는 이리 저리 움직일 수 있

다. 따라서 연산자 updatePosition 는 디폴트 구현을 상

속 받지 않고 독자 구현을 제공한다. Hero 객체의 다

음 위치는 개체변수로 표현되는 속도와 가속도로부터 

계산된다. 
 

class Hero: public Sprite{ 

int dx, ddx; 

int dy, ddy; 

void updatePosition() { 

  x += dx + ddx / 2; 

  y += dy + ddy / 2; 

  dx += ddx; 

  dy += ddy; 

} 

}; 

 

클래스 Hero 의 updatePosition 구현은 위치를 나타

내는 변수 x 와 y 를 적당한 양 만큼 증가 시킨다. 속

도도 현재의 가속도에 따라 증가된다. 위 구현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새로운 위치를 계산하는 연산자에서 속

도를 수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슈퍼클래스 

Sprite 로부터 상속 받은) 연산자 updatePosition 의 명세

는 오직 변수 x, y 만의 수정을 허용한다. 변수 dx 와 

dy 는 수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클래스 

Sprite 에서는 선언되지 조차도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updatePosition 구현은 슈퍼클래스에서 명세를 수정하

지 않는 이상 합법적인 구현이 될 수 없다.1 요약하면,  

명세상속이 허용되면 슈퍼클래스에 정의된 modifies 

절과 같은 프레임공리는 명세작성 시 고려되지조차도 

않은 서브클래스의 개체변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2]. 그러므로 객체지향명세에서 프레임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진다.  

문헌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객체지향 프레임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modifies also” 절이 있다 [4]. 

그 의도는 서브클래스에서 번복(override)되는 연산자

의 프레임 공리는 서브클래스에서 추가하자는 것이다. 

                                                           
1
 사실상 슈퍼클래스에서 수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브

클래스에서 추가된 개체변수는 슈퍼클래스에서는 알 수 없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산자 updatePosition 의 경우 Hero 클래스

에서 “modifies also dx, dy, ddx, ddy;” 절을 추가하면 된

다. 이는 Hero 클래스의  updatePosition 구현이 상속 

받은 변수 x, y 뿐만 아니라 추가된 변수 dx, dy, ddx, 

ddy 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

어, 새로운 게임 레벨이 시작될 때 Hero 객체의 

startNewLevel 이라는 연산자가 호출된다고 가정하자. 

이 연산자는 새로운 게임 레벨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

부 특성은 유지하고 나머지는 초기화한다.   
 

void startNewLevel() { 

//@ modifies x,y,color,dx,dy,ddx,ddy; 

//@ ensures dxpost = 0 ∧ dypost = 0; 

  dx = 0; 

  dy = 0; 

  update(); 

} 

 

연산자 startNewLevel의 구현은 그 명세를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를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증

명할 수 있다. 먼저 dx, dy 의 값이 0 으로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update 가 호출되었다. 연산자 update 는 dx, 

dy, color 변수만 수정할 수 있으므로 (클래스 Sprite 에 

주어진 update 명세 참조) ensures 절에 명시된 후조건

문은 만족된다. 2  하지만 불행하게도 실제 코드실행은 

dx, dy를 0이 아닌 전혀 다른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연산자 update 의 호출은 클래스 Sprite 에 정의된 구현

을 실행한다. 따라서 연산자 updatePosition 과 

updateColor 이 순차적으로 호출되는데, 동적호출

(dynamic dispatch)에 의하여 클래스 Hero 에 정의된 

updatePosition 이 호출된다. 클래스 Hero 의 구현은 변

수 dx, dy 를 수정할 수 있다. 즉, 초기에 설정된 0 값

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제안된 명세 프레임

워크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의 원인

은 modifies also 절이 관련된 두 연산자(예: 

updatePosition, update)가 서로 다르게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는데 있다. 즉, updatePosition 는 추가변수의 수

정이 허용되었지만 update 의 경우 updatePosition 을 호

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명세상

속의 개념하에서 프레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롭

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3. 프레임의 수학적 모형 

본 절에서는 먼저 프레임문제를 좀더 정형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수학적으로 모형

화 한다.  

임의의 클래스 T 에 대하여 O 와 V 를 각각 T 에 

정의된 연산자와 개체변수(instance variable)의 집합이

                                                           
2 참고로 증명의 모듈화를 위하여 연산자호출 시 연산자의 

구현코드가 아니라 명세가 사용된다 [6]. 

라고 하자. 클래스 T의 프레임은 임의의 o ∈ O에 대

하여 어떤 v ∈ V를 수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수

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O 와 V 사이의 관계

(relation)를 정의한다. 이 관계 r: O ↔ V 를 ‘프레임관

계’라 부른다.3 
 

정의 1. 연산자와 개체변수의 집합 O 와 V를 갖는 클

래스 T에 대하여, ‘프레임관계(frame relation)’, r: O ↔ V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모든 o ∈ O, v ∈ V에 대하

여, 연산자 o 가 변수 v 를 수정할 수 있을 때만, (o,v) 

∈ r이다. 
 

인터페이스 명세에서 클래스 T 의 프레임관계는 T

에 정의된 연산자명세의 modifies 절에 의해 주어진다. 

특정 연산자의 modifies 절은 해당 연산자를 위한 프

레임관계의 원소를 정의하고, 모든 modifies 절은 프

레임관계를 완전하게 정의한다. 예를 들면, 클래스 

Sprite의 프레임관계는 다음과 같다. 
 

{(updatePosition,x), (updatePosition,y),(updateColor,color), 

 (update,x), (update,y), (update,color)} 

 

임의의 연산자 o ∈ O 에 대하여 프레임관계 r 하에

서 연산자 o 의 상(image) r(|o|)는 연산자 o 가 수정할 

수 있는 모든 변수의 집합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r(|updatePosition|)은 {x,y}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레임

워크 하에서 클래스의 프레임을 명세하는 것은 프레

임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임관계는 서브클래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가? S 를 클래스 T 의 임의의 서브클래스라 하고, ∆V

를 S 에 추가된 (새롭게 정의된) 개체변수라고 하자. 

즉, ∆V 는 T 에서 상속된 것을 제외한 S 의 새로운 개

체변수를 나타낸다. 편의상 V 와 ∆V 가 유별하다고 

가정하자 (즉, ∆V ∩ V = ∅). 클래스 S가 클래스 T의 

모든 연산자와 변수를 상속 받으므로 S 의 프레임관

계는 T 의 프레임관계를 포함하며, 추가로 O 와 ∆V 

사이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클래스 S 에 추가된  

새로운 연산자를 무시한다면 S 의 프레임관계 rS 는 O

와 V ∪ ∆V 사이의 관계, 즉  rS:O  ↔ (V ∪ ∆V)이다. 

관계 rS 는 서브클래스에 의해 확장된 프로그램 상태

에 대한 O 의 수정권리를 나타낸다. 다음 절에서 자세

히 설명되겠지만, rS는 T의 프레임관계 rT와 추가상태

의 프레임관계 δr : O ↔ ∆V의 합성으로 정의될 수 있

다. 따라서 객체지향 명세에서 프레임문제는 어떻게 

δr 정의를 효과적이고 모듈성을 지니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4. 변수 앵커 

4.1 앵커관계 

                                                           
3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Z 표기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관계(relation) O ↔ V는 멱집합 P(O×V)를 나타낸다 [8]. 



 

서브클래스에서 프로그램 상태를 확장한다는 것은 

슈퍼클래스의 추상화를 특정 측면에서 정제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Sprite 개체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서브

클래스 Hero 에서는 구체화되어 조작된다. 클래스 

Sprite 는 위치정보를 개체변수 x, y 로 표현하고 조작

하지만 서브클래스 Hero는 개체변수 x, y, dx, dy, ddx, 

ddy 로 정제한다. 즉, 고정된 좌표뿐만 아니라 이동속

도와 가속도까지 표현한다. 따라서 확장 전 상태에서 

변수 x, y 를 수정할 수 있는 연산자가 확장된 상태에

서 변수 x, y뿐만 아니라 dx, dy, ddx, ddy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슈퍼클래스의 추상화 

정도에서 어떤 변수를 수정할 수 있다면 서브클래스

의 추상화 정도에서는 이 변수를 정제한 모든 변수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프레임 명세를 위한 새로운 방법

을 제안한다. 집합 V 를 슈퍼클래스 T 에 정의된 개체

변수라고 하고, ∆V 를 T 의 서브클래스 S 에서 추가로 

정의된 개체변수라 하자. 클래스 S 의 프레임관계를 

직접 기술하지 않고, S 의 추가변수와 T 의 개체변수 

사이의 관계와 T 의 프레임관계를 사용하여 간접적으

로 명세할 수 있다. S의 추가변수 ∆V와 T의 변수 사

이의 관계를 ‘앵커관계’라 부른다.  
 

정의 2. 앵커관계(anchoring relation)란 서브클래스에 정

의된 추가 개체변수에서 슈퍼클래스의 개체변수로의 

사상(mapping)을 말한다. 
 

∆V와 V사이의 앵커관계를 a: ∆V ↔ V로 나타내자. 

만약 앵커관계 a 에 의해 변수 x 가 변수 y 와 상관관

계를 가진다면 (즉, (x,y) ∈ a), “변수 x가 변수 y에 앵

커 된다”라고 말한다.  

앵커관계는 서브클래스의 확장상태는 슈퍼클래스 

상태를 특정 측면에서 정제한 혹은 연관이 있다는 개

념을 표현한 것이다. 임의의 연산자가 슈퍼클래스의 

특정 변수를 수정할 수 있다면 그 연산자는 해당 변

수에 앵커 된 모든 서브클래스 변수를 수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서브클래스의 프레임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3. 클래스 T의 프레임관계를 rT: O ↔ V라 하고, 

a: ∆V ↔ V를 T의 서브클래스 S와 T 사이의 앵커관

계라 하자. 서브클래스 S의 프레임관계 rs: O ↔ (V ∪ 

∆V)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o,v) ∈ rS ⇔ (o,v) ∈ rT ∨ 

        (v,v1) ∈ a ∧ (o,v1) ∈ rT, for some v1 

 

위 정의에서 우변의 첫 째 줄은 슈퍼클래스의 프레

임관계는 서브클래스에 상속되고, 둘 째 줄은 추가상

태에 대한 수정권리는 슈퍼클래스의 프레임 관계와 

앵커관계로부터 간접적으로 주어짐을 나타낸다.  

인터페이스 명세에서 앵커관계는 anchored to 주석

을 사용하여 명세 한다. 예를 들면, 클래스 Hero의 명

세는 다음과 같이 작성될 수 있다. 
 

class Hero: public Sprite { 

int dx, ddx; //@ anchored to x; 

int dy, ddy; //@ anchored to y; 

// the rest of def … 

} 

 

서브클래스의 추가변수 dx, ddx 는 Sprite 의 변수 x

에 앵커 되었고 dy, ddy 는 y 에 앵커 되었다. 따라서 

클래스 Hero 와 클래스 Sprite 의 앵커관계 a: 

{dx,ddx,dy,ddy} ↔ {x,y,colo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 {(dx,x), (ddx,x), (dy,y), (ddy,y)} 

 

그림 1 은 이를 부가적인 정보와 함께 묘사하고 있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앵커관계는 함수적 관계

일 필요가 없다. 그림 1 은 또한 위의 앵커관계와 클

래스 T 의 프레임관계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클래스 

S 의 프레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4.2 절 설명 

참조). 
 

 
 

그림 1. 프레임관계와 앵커관계의 예 
 

4.2 연산자에 의해 수정 가능한 변수의 계산 
 

임의의 연산자가 수정할 수 있는 변수의 집합은 어

떻게 정의되는가? 만약 o를 임의의 연산자라 할 때, o

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모든 변수의 집합 M(o)를 

‘수정가능집합(modifiable set)’이라 부른다, 수정가능집

합 M(o)는 다음과 같이 재귀적으로 정의된다. 
 

(1) 연산자 o 의 modifies 절에 나열된 모든 변수는 

M(o)에 포함된다. 

(2) 만약 변수 x 가 M(o)에 포함되었다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x 에 앵커 된 모든 변수는 M(o)에 포

함된다. 

(3) 이 밖의 변수는 M(o)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제 2 절에 주어진 클래스 Sprite 에 대해 

연산자 updatePosition 의 수정가능집합은 {x, y}이다. 

하지만 서브클래스 Hero가 추가되었을 때는 {x, y, dx, 

dy, ddx, ddy}가 된다. 이는 서브클래스가 추가되면 연

산자의 수정가능 집합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수정가능 집합은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축

소되지는 않는다.  
 

4.3 앵커관계의 특성 
 

앵커관계는 함수관계일 필요가 없다. 서브클래스 

변수는 하나 이상의 슈퍼클래스 변수에 앵커 될 수 

있다. 즉, 서브클래스 변수는 하나 이상의 슈퍼클래스 

연산자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 앵커관계는 전칭

(total)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서브클래스 변수는 

아무런 슈퍼클래스 변수에 앵커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상속된 모든 슈퍼클래스 연산자가 해당 변수를 

수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앵커 되지 않는 변수는 

anchored to 주석을 생략함으로써 명세 한다. 혹은 앵

커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

이 anchored to none 주석을 사용할 수도 있다. 
 

int x; //@ anchored to none; 

 

반면, 슈퍼클래스의 모든 변수에 앵커 되는 서브클

래스 변수는 anchored to all 주석으로 줄여 쓸 수 있

다. 

앵커관계는 이행적(transitive)이다. 예를 들면, 클래

스 S 의 변수 x 가 S 의 슈퍼클래스 T 의 변수 y에 앵

커 되고, 변수 y 가 T 의 슈퍼클래스 U 의 변수 z 에 

앵커 된다면, 변수 x 는 y 에 간접적으로 앵커 된다. 

이는 앵커관계가 서브클래스 체인을 통하여 상위클래

스로 전파됨을 의미한다.  
 

 
 

그림 2. 프레임과 앵커의 관계 
 

프레임관계와 앵커관계는 아래 정리 1 과 같은 연

관성을 지니고 있다. 
 

정리 1. 임의의 클래스 T에 대하여 O와 V를 각각 T

의 연산자와 변수집합이라고 하고, S 를 추가변수 ∆V

를 갖는 T 의 서브클래스라 하자. 만약 클래스 S 가 

추가연산자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클래스 S 의 프레임

관계 rS 는 rT ∪ δr 과 같다. 여기서 rT 는 T 의 프레임 

관계이고 δr = rT ; a
-1
, 즉 T의 프레임관계 rT와 S와 T

의 앵커관계 a 의 역과의 관계적 합성을 나타낸다 (그

림 2 참조). 
 

정리 1 의 증명은 정의 3 를 적용하면 간단히 할 수 

있다. 
 

5. 관련연구 

일반적으로 프레임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구문적 

접근방법과 의미적 접근방법의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문적 접근방법에서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변

화되지 않는다”와 같은 공리를 명세할 수 있는 구문

적 약어를 명세언어가 제공한다. 구문적 접근방법의 

예는 VDM-SL의 외부변수 접근모드(ext wr) [8], Z의 ∆ 

표기법 [11], Larch의 modifies 절을 들 수 있다 [3] [4] 

[5] [6]. 의미적 접근방법에서는 문맥에 따른 프로그램 

상태의 변화여부를 공리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이러

한 프레임공리는 연산자의 행위명세인 선·후조건문과 

별개로 존재하게 된다. 의미적 접근방법의 대표적 예

는 [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VDM-SL 은 전통적인 형태의 프레임 명세기법을 제

공한다 [8]. 연산자 명세에서 모든 외부변수는 접근모

드(rd, wr)와 함께 선언된다. 명세 된 연산자는 쓰기 

모드(wr)로 선언된 변수만 수정할 수 있다. Z 표기법

도 ∆, Ξ와 같은 유사한 관습을 사용하고 있다 [11]. 

Larch 인터페이스 명세언어는 나열된 변수 이외의 모

든 변수는 수정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modifies 절을 

사용하는데, 이는 후조건문의 일부로 해석된다 [4]. 

Larch/C++를 비롯한 몇몇 객체지향 명세언어는 상속

하에서 프레임문제를 접근하기 위하여 modifies also과 

같은 특수 구문을 도입하였다 [6]. 하지만 제 2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모듈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

다.  

Leino 는 프레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자료군(data 

group)’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10]. 자료군이란 개

체변수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의 변수로 modifies 절

에 나열 될 수 있다. 자료군에 대한 수정권리는 해당 

자료군에 속하는 모든 변수에 대한 수정권리를 의미

한다. 자료군 방식은 서브클래스 변수를 특정 슈퍼클

래스 변수에 연관시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묶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은 명세자가 자료군 변수

를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하며 이들이 개체변수와 뒤

섞여 명세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 게다가 슈퍼클래스 

작성시 향후 서브클래스에서 사용될 자료군들을 미리 

예측하고 선언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앵커기반의 접근방법은 슈퍼클래스

는 아무런 작업이 필요 없다. 또한, 필요하다면 슈퍼

클래스에 부가변수를 선언함으로써 자료군 방식과 동

일한 효과를 얻을 수 도 있다.  



일차논리(first-order predicate logic)만 사용하여 프레

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소 혁신적인 방법이 [10]에

서 제안되었다. 이 방법에서는 modifies 절과 같은 특

수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페이스 명세에 ‘변화공

리(change axiom)’라 불리는 프레임공리의 집합이 추가

된다. 변화공리는 각각의 추상함수에 대하여 프로그램 

상태가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정의한다. 여기서 

추상 함수란 선·후조건문에 사용되는 논리문이나 기타 

수학함수를 말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 하에서 서브클

래스를 추가하는 것은 서브클래스의 확장상태를 반영

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공리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 상속된 연산자 명세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따

라서 프레임공리를 명세하는 의무는 연산자 명세에서 

자료명세로 이관된다. 이 방법은 명세합성(예: Z 의 스

키마 계산법)을 잘 지원하나 연산자 명세와 프레임 

명세의 이분화에 따른 복잡성과 모든 추상함수에 대

하여 변화공리를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잘 정립된 장점이 있으나 널리 보급된 델

타방식(∆, modifies 절)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므로 

실질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6.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서브클래스와 상속하에서 프레임문

제를 다루었다. 프레임문제는 프로그램 상태의 특정 

부분이, 특히 서브클래스에 의해서 상태가 확장되었을 

때도 변화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을 기술하는 문제

이다. 확장된 상태에 대한 프레임공리를 직접명시하지 

않고 anchored to 주석을 사용하여 확장상태를 개념적

으로 원래상태에 연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명세 한

다. 연산자가 슈퍼클래스의 변수에 대하여 수정권리를 

갖는다면 해당 변수에 앵커 된 모든 서브클래스 변수

에 대해서도 수정권리를 보장 받는다. 그 밖의 서브클

래스 변수는 수정되지 않아야 한다. 제안된 방법은 수

학적인 바탕 위에서 도입되었다. 먼저 연산자의 수정

권리를 프레임관계(frame relation)로 모형화 하였고 서

브클래스의 확장상태와 슈퍼클래스의 원 상태간의 개

념적 관계는 앵커관계(anchoring relation)로 추상화 하

였다. 프레임과 앵커관계에 대한 수학적 특성도 증명

하였다. 앵커기반의 접근방식은 프레임문제에 대한 직

관적, 실질적,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Hoare 방식의 선·

후조건문 명세기법과 잘 접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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