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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파윌러 構成時 最適i훌훌

-ALGOL 60의 立꿇造職戰念의 置線fl:맑究훌훌 中心으로一

申 鉉 千 金 榮 釋

序 홉훨

표로그랩영 言語의 컴파얼링은 言語의 構成形顧에 따라 方法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有限한 構造률 이루고 있기 혜운에 言語에 따라서 目的을

中心 o 로 그 경제정의 向上에 置重하게되면 컴파일하는 양식은 言語마다 컴파

일령의 方法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Algol 6O에셔는 言語의 構成율 Syntax 中心으로 組織하었기 때뭄에 이 組職

의 컴파일령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特히 syntax 構成中에서 recursion

개념의 컴파일령은 다른 言語에 比하여 복장하고 recursion 개념올 完全히 消

化하는데는 여러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言語의 全體的 構造롤 컴파얼하는데 치중하였으며 각 statement

中에셔 單純한 型은 post fix notation으로 解決되는 가정을 하였다.

特히 Cheathum의 개념도 本 컴파일령에셔는 관련하지 않으며 可及的 state·

ment 컴파일령은 간단한 分析으로 解決쿄저한다. 이러한 간단한 statement롤

單뾰 statement로 分類하며 本짧에셔 言語의 全體的 컴파일령을 다루고저 한

다.

本 홉

Algol 6O의 構成에서 單位 statement를 定義하고 또한 全體言語를 部分別로

나누어 보았다. 單位 statement는 <basic statement>나 이와 비슷한 形顧롤 갖

춘 것들을 말하는례 컴파일랭 하는데 있어서 이들 statement 는 recursion 개념

올 構成하지 않는다. 이 單位 statement는 컴파일時에 여 러가지 方法을 이용

할 수 있으며 全體的언 경향을 보아셔 그중에셔 어떤 方法을 택하는 것은 가

능하다.

이 單位 statement들을 群으로 構成하여 次上의 單位를 形成하는 statement

를 살핵보면 몇 개의 群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單位 statement

가 훨 수도 있고 많은 單位 statement롤 合하여 自己 statement를 構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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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들 複合 statement는 nesting개념 이나 rec따sion개 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수차重複이 얼어냐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러한 statement는

수개의 單位 statement로 단순화 될때까지 分析하여 그 構成을 直線化시켜야

한다. 本論文에서는 이 直線化의 조직을 重點的으로 다루묘로써 全體言語構造

를 살펴 보고 새로운 컴파얼링 기술을 昭究코저 한다.

CD (simple boolean)

® (simple arith expr，않sian)

@ (arithmetic expression)

@ (b∞，lean expression)

@(표 clause)

® (block)

(J) (compound statement)

® (assignment statement)

@ (go ~toτ;statement)

@J (d뼈my statement)

@ (conditional statement)

@ (for statement)

® (pro않dure statement)

® (type declaration)

@ (array~declaration)

@ (switch declaration)

® (procedure dec이laration

(도표 1)

A gal 60의 statement.

Algol60의 構成을 單位 statement나 或은 複合 statement로 區分하여 보연

위와 같이 냐열할 수가 었다. 各 statement는 單位 statement나 이틀 單位

statement를 nesting型이나r或은 recursion型으로 조직한 복합 statement로 組

織환다.

(array declaration)

(type declaration)

(procedure statement)

(for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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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al statement)

<go to statement)

<assignment statement)

<block)

<block)의 구조

<procedure statement)

<for statement)

<conditional statement)

<dummy statement)

<go to statement)

<assignment statement)

<block)

(도표 2)

<for statement)의 구조

41

이 statement 플은 相互間에 얽혀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보거의 block

statement와 for statement 에서 와 같이 statement구성시 에 相7f. recursion 의

(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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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고 있다. 이들의 相互構成 관계를 matrix로 表現해 보면 relation

matrix와 같이 그 상호관계흘 간단히 規定활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상호관계

의 relation matrix는 syntax error의 發見에도 使用될 수 있다. 복합 state

ment의 컴파일을 위해서는 그 構成上의 검사는 relation matrix 에 의하여 이

루어지요로 모든 recursion 은 parsing 에 의하여 간소화 될 수가 있다 recur

slOn 이나 nesting 개념의 直線化롤 이 햄rsing 개념으로 檢討코저 한다.

全體文章의 直線化를 위하여 部分的인 컴파일과 이들의 assembling을 생각

할 수 있다. 컴파일이 진행되고 있는 statement를 current statement 라고하면

이 current statement 는 relation matrix 에 의하여 그 構造가 검토되고 nesting

양식으로 segmenting 이 이루어 지면서 control 의 tagging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의 과정을 block diagram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4)

이들 nesting을 예문을 들어서 간단히 說明하면 begin 에서 nesting이 시작

되어 if statement의 begin 에서 nesting 이 또 한번 시작되며 속의 nestin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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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ile되연 밖의 nesting 이 compile 되 어 전체 프로그램은 직션화가 이루어

진다. 이러한 개념은 nesting 의 깊은 업체개념에도 상관없이 젝용이 될 수 있

다.

begin

s;

if a then begin s; send;

s;

end

위의 program은 analyzer ~ 이해와 분석이 되는 간단한 예가 되겠다.

훌훌 훌홉

全體프로그램이 nesting의 構造로 分析하는데 control tag의 척절한 연결로

써 업체화된 프로그램은 직선화 되어도 그 내용 변화는 없게된다. 단지 업체

의 개념과 직션의 개념의 차이가 object프로그랭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느

냐 하는 것은 object프로그램의 최척화에서 檢討되어야 하겠다. 이 연구에서

는 업체개념의 직선화로 tree개념의 복잡한 algol 구조는 해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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