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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스마트 디바이스 콘텐츠는 각 랫폼별로 독립 인 로그래  언어와 개발 환경이 존재하기 때

문에 다양한 랫폼에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해서는 각 랫폼에 합한 방식으로 복 개발되어야 

한다. 스마트 크로스 랫폼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가상기계 기반 솔루션으로 다양한 개발 언

어를 지원하고, 탑재된 모든 랫폼에 동일한 실행환경을 제공하여 콘텐츠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랫폼으로의 이식 비용을 감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크로스 랫폼에서 Java 로그래 언어를 지원하기 한 컴 일러를 소개한다. 

구 된 Java 컴 일러는 Java 콘텐츠를 입력으로 받아 스마트 크로스 랫폼에서 실행하기 한 랫폼 

독립 인 스택 기반 가상기계 코드인 SIL을 생성한다.

1. 서론1)

  재, 스마트 폰 콘텐츠를 개발하기 한 로그래 언어는 

랫폼 별로 상이하며, 개발 환경은 목 기기나 랫폼에 따라 

합한 목  코드를 생성한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라도 여러 

랫폼에서 서비스하기 해서는 목  기기에 따라 복 개발하

고 서로 다른 개발환경을 이용하여야하므로, 콘텐츠 개발의 효

율성이 떨어지는 단 이 존재한다. 스마트 크로스 랫폼은 이

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해 개발한 가상기계 기반 솔루션으로,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고 한 번 개발된 콘텐츠는 개발 언어

와 랫폼에 독립 으로 실행 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Java 언어로 작성된 로그램을 스마트 크로스 

랫폼에서 지원하기 한 컴 일러를 소개한다. 컴 일러는 

Java 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 본 연구 에서 설계한 랫폼 

독립 인 간언어인 SIL(Smart Intermediate Language)를 목

코드로 생성하므로, SIL을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상기계

[1] 상에서 동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Java 컴 일러를 컴

일로 구성 기법에 근거하여 어휘분석, 구문분석, 의미분석, 코

드 생성기로 모듈로 구성하여 구 하 다.

2. 스마트 크로스 랫폼

  스마트 크로스 랫폼(Smart Cross Platform)은 본 연구 이 

개발한 스마트 기기를 한 가상기계 기반의 랫폼이다.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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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인 C와 객체지향 언어인 C++과 Java를 모두 수용하는 

간 언어와 가상기계를 사용하므로, 다양한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스마트기기

에 탑재하여 랫폼 독립 인 콘텐츠 실행이 가능하다.[2,3]

  (그림 1)은 스마트 크로스 랫폼의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입

력 콘텐츠는 컴 일러에 간언어인 SIL로 변환되며, 어셈블러

에 의해 다시 실행 일 포맷인 SEF(Smart Executable File)로 

바 어 스마트 가상기계(Smart Virtual Machine)상에서 실행된

다.

(그림 1) 스마트 크로스 랫폼 모델

3. 스마트 크로스 랫폼을 한 Java 컴 일러

  제안하는 Java 컴 일러는 크게 구문 분석 부분과 의미 분석 

부분, 클래스 일로더와 심볼 테이블 부분, 코드 생성기의 5개 

트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 2)는 Java 컴 일러의 구  모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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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Java-SIL 컴 일러 모델

  먼  구문 분석 부분은 주어진 입력 로그램(*.java)에 해 

구문 분석을 수행하고 의미 으로 동등한 AST(Abstract 

Syntax Tree)를 생성하며 한다. 다음으로, 클래스 일 로더는 

클래스 일을 분석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 클래스, 

메소드, 필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심볼 테이블에 장한다. 의

미 분석 부분에서는 선언부 AST를 이용하여 심볼정보를 수집

하고 의미 에러(Semantic Error)와 의미 경고(Semantic 

Warning)를 분석하고, 생성된 심볼정보를 이용하여 문장부 

AST에 해 의미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시맨틱 트리

(Semantic Tree)를 생성한다. 심볼 테이블 부분은 심볼 정보 수

집 루틴과 심볼 테이블로 구성되며, 심볼 정보 수집 루틴은 

AST를 분석하고 얻어진 심볼 정보를 심볼 테이블에 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심볼 테이블은 로그램 내의 명칭과 같은 심

볼 정보를 리하고 운 한다. 마지막으로, 코드생성기는 모든 

분석이 끝난 시맨틱 트리를 입력으로 받아서 입력 로그램

(*.java)과 의미 으로 동등한 SIL 코드를 생성한다.

  구 된 Java 컴 일러는 Java언어의 다양한 특징을 실험하여 

검증하 으며, 본 논문에서는 메소드 오버로딩에 한 실험결과

를 소개한다. <표 1>은 실험 소스 로그램, 컴 일 결과인 간

코드, 그리고 간코드의 실행결과를 보여 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크로스 랫폼에서 Java 언어를 지원하

기 한 컴 일러를 구 하 다. 구 된 Java 컴 일러는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 로그램을 컴 일하여 간언어

인 SIL 코드를 생성한다. 따라서 Java, Android-Java용 콘텐츠

로 개발된 로그램을 쉽게 스마트 크로스 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스마트 가상기계의 실행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SIL 코드를 최 화하기 한 기법을 수행할 정이다.

<표 1> 실험 결과

소스코드

1:  public class MethodOverloading {
2:     void someThing() {
3:        System.out.println("someThing() is called.");
4:     }
5:     void someThing(int i) {
6:        System.out.println("someThing(int) is called.");
7:     }
8:     void someThing(int i, int j) {
9:        System.out.println("someThing(int,int) is called.");
10:    }
11: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12:       MethodOverloading m = new MethodOverloading();
13:       m.someThing();
14:       m.someThing(526);
15:       m.someThing(54, 526);
16:    }
17:  }

간 언어 / 실행 화면

... 헤더 섹션 생략 ...
%FunctionStart

.func_name &MethodOverloading.someThing$1

.func_type 2

.param_count 1

.opcode_start
procva 4 1 1
str.p 1 0
ldp
lda 0 @1
calls 217

... 간생략 ...
ret

.opcode_end
%FunctionStart

.func_name &MethodOverloading.someThing$2

.func_type 2

.param_count 2

.opcode_start
... 간생략 ...

ret
.opcode_end

%FunctionEnd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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