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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적응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환경의 다양함에 대응하기 위해 솔루션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기존의 방

법을 사용하여 솔루션을 환경 별로 분리한다 해도, 소프트웨어에 변경이 일어나면 분리된 솔루션 모두

에 반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실로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솔루션 사이의 차이를 룰로 

정의함으로써 기반 솔루션으로부터 다른 솔루션들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위와 같

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 서  론 

 

적응형 소프트웨어의 목표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1]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응형 소프트웨어 개발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비해 어려운 이유는 대응해야 하는 

환경의 수가 늘어날수록 솔루션의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2]를 보자. 

 

(defun list-directory (dirname) 

  (when (wild-pathname-p dirname) 

    (error "Can only list concrete directory names.")) 

  (let ((wildcard (directory-wildcard dirname))) 

    #+(or sbcl cmu lispworks) 

    (directory wildcard) 

    #+openmcl 

    (directory wildcard :directories t) 

    #+allegro 

    (directory wildcard :directories-are-files nil) 

    #+clisp 

    (nconc 

     (directory wildcard) 

     (directory (clisp-subdirectories-wildcard wildcard))) 

    #-(or sbcl cmu lispworks openmcl allegro clisp) 

    (error "list-directory not implemented"))) 

 

이 코드는 디렉토리 안의 파일 목록을 보여주기 위한 

커먼 리습(Common Lisp) 함수로서, 여러 가지의 리습 

구현들(sbcl, cmu, lispworks, openmcl, allegro, clisp 등) 

위에서 똑같이 작동하도록 작성된 것이다. #+와 #- 

기호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식이 참일 때 각각 

더하고 빼야 할 코드들을 보여준다. 솔루션이 

복잡하더라도, 이 코드와 같이 하나의 함수로 

추상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개발 도중 더 나은 알고리즘을 알게 되어, 

함수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경우, 

각 환경에 해당하는 모든 코드를 다 고쳐야 한다. 또는 

새로운 환경이 추가되었을 경우, 모든 함수에 새로운 

환경을 다루는 코드를 추가해야만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다루기 위해 분기문을 지나치게 사용한 코드는 

읽기 어렵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곁가지들 속에서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각의 환경에 대응하는 부분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솔루션으로 기술하는 방식은 솔루션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고, 적응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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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 각각의 

환경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분리하고, ii) 환경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Context Oriented Programming (COP)[3], Aspect 

Oriented Programming[4], Feature Oriented 

Programming[5], 스트래티지 패턴(strategy pattern)[6] 

등을 이용하여 솔루션들을 분리하고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의 솔루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솔루션의 분리가 객체나 함수 단위이기 때문에 

라인 단위로 솔루션 간의 차이를 기술하는 것이 어렵고, 

일부 언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COP나 스트래티지 

패턴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즉, 

CSS(Cascading Style Sheets)와 같은 언어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다. 둘째, 대응해야 하는 환경의 수가 많을 

경우 솔루션들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이 크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이 변하여 솔루션이 

달성해야 하는 내용 자체가 변했을 경우, 분리한 각각의 

솔루션들을 일률적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의 분리 방법을 기술하려고 한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기준이 되는 솔루션과 

다른 솔루션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기술한 뒤, 하나의 

솔루션만을 작성하고 다른 솔루션들은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하는 것이다. 솔루션의 분리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적용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3장에서 

솔루션의 분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아이디어를 CSS 코드의 

사례에 적용해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Context Oriented Programming(COP)이란 

소프트웨어가 처하게 될 상황들을 각각의 레이어로 

정의한 후, 각 레이어에 클래스와 메써드를 나누어 

정의하고 동적으로 레이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말한다. 현재 커먼 리습, 스몰토크, 

자바 용의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다. 레이어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방법은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다. COP에 

레이어간 상속을 구현하고 부모 레이어에 포함된 

클래스와 메써드를 자손 레이어에서 부분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게 한다면, 본 논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보다 조직화된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Aspect Oriented Programming(AOP)은 소프트웨어의 

여러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추상화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 어떤 부분에(pointcut) 어떤 

코드를 추가할 것인지(advice)를 정의하면 전처리 

과정에서 코드를 삽입하기 때문에 함수로 추상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추상화 할 수 있고 인라인 단위의 

삽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Feature Oriented Programming(FOP)은 컴퓨터의 

사양을 고르고 주문하듯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선택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FOP에서는 컴파일 타임에 다양한 특성들의 조합을 

선택함으로써 빌드되는 소프트웨어가 달라진다. AOP와 

비슷한 면이 많으며, 최근에는 빌드 전에 특성들의 조합 

결과를 정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도 구현되었다. 

Model Driven Arichitecture[7]를 이용하면 정의한 

모델과 환경별 프로파일로부터 환경에 맞는 코드를 

생성해 낼 수 있다. 하지만 M이라는 모델과 Pa ... Pz 

까지의 프로파일로부터 Sa ... Sz 까지의 스켈레톤 

코드가 생성되었다 해도, 개발자는 각 코드에 모두 

추가적인 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모델이 완성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정보를 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모델은, 

이미 모델이 아니라 코드일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베이스 코드와 

코드들 사이의 variation으로부터 다른 코드들을 

생성해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생성된 

코드들에 추가적인 수작업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3. 적응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분리 

 

적응형 소프트웨어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적응 목적은 자가 치유, 기능 유지, 지속적인 개선 등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적응 방식도 

파라미터 적응과 아키텍처 적응 등으로 나뉜다[8].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적응을 유발하는 원인이 

환경이라는 것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가진 본래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응형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각각의 솔루션들의 

종합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솔루션을 종합해서 하나로 만든 솔루션은 단일한 

솔루션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이 

커지게 된다. 다음 예[9]를 보자. 

 

#sidebar { 

    padding: 10px; 

    border: 5px solid black; 

    width: 230px;         /* for Internet Explorer */ 

    voice-family: “\“3\””; 

    voice-family: inherit; 

    width: 200px;         /* real value */ 

    } 

html>body #sideb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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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 200px; 

    }                   /* for Opera */ 

 

이 코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오페라, 기타 

브라우저에서 모두 똑같은 모양의 웹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CSS 코드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너비 값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위한 너비값을 먼저 지정한 후, voice-

family 속성을 사용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선언이 끝난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그 후에 다른 브라우저를 위한 

너비 값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오페라 브라우저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voice-family 속성을 만나면 

해석을 멈추기 때문에 아래 쪽에 오페라 브라우저만을 

위해 추가적인 선언을 해 주었다. 이 코드는 서로 다른 

브라우저 환경에서 동일한 모양을 보여준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종의 CSS 트릭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코드를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브라우저들의 

버전이 바뀌어 CSS를 해석하는 규칙이 변한다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CSS 기법을 담고 

있는 많은 책들이 서로 다른 브라우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트릭들에 의존하고 있다. 

위 코드를 주석 없이 본다면 사실상 어떤 부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위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나머지 브라우저를 위한 부분인지, 맨 아래 오페라를 

위해 삽입한 코드는 왜 들어가 있는건지,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각각의 CSS 코드를 분리해서 상황에 맞게 

로드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Internet Explorer */  

#sidebar {  

    width: 230px;  

    padding: 10px;  

    border: 5px;  

    } 

  

/* the others */ 

#sidebar {  

    width: 200px;  

    padding: 10px;  

    border: 5px;  

    } 

 

이 편이 코드를 읽기는 훨씬 쉽다. 따라서 환경에 

대응하는 각각의 솔루션을 분리하는 것이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S라는 솔루션을 Sa, Sb, ... Sz 

으로 분리했을 경우, 요구사항이 변하거나 다른 해결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여 Sa가 Sa'으로 변경되면 Sb, ... 

Sz 도 같이 변경해 주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따라서 이상적인 방법은 Sa와 나머지 솔루션 사이의 

차이(variation)를 Vab, Vac, ... Vaz로 정의한 다음, Sa만을 

변경해 나가고 나머지 솔루션은 Sa에 Vab ... Vaz를 

적용해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솔루션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 

필요한 것은 코드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정의하고 그 부분에 "규칙에 의한 변화"를 가해서 다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AOP의 pointcut과 

advice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솔루션 사이의 차이를 정의하기 위해, 

pointcut과 advice 같은 개념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AOP는 횡적 관심(crosscutting concern)을 추상화하기 

위해 pointcut과 advice를 사용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다르다. 대부분의 언어가 AOP 관련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일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사례 연구 

 

이 같은 생각을 웹 어플리케이션의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보이고 

동일하게 동작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브라우저라는 환경이 너무나 다양한 탓이다. 

다양한 환경을 다루는 솔루션은 단일한 환경을 다루는 

솔루션에 비해 복잡해지게 된다. 적응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은 이유다. 사실, "다양한 

환경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적응형 소프트웨어의 

목표라고 할 때, 웹 어플리케이션은 브라우저라는 

다양한 환경에서 제대로 동작하려고 애쓰는 적응형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우저의 다양성이 

자바스크립트나 CSS 코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다. 결코 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앞 

장에서 기술한 아이디어를 이 문제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브라우저에 

대해서만 CSS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한 후 

브라우저 사이의 차이를 정의한 룰을 적용해서 다른 

브라우저들에 적합한 CSS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생성해 내는 것이다. 일단 각 브라우저에 적합한 

코드들을 만들어 냈다면, 요청의 정보를 살펴보고 해당 

브라우저에 맞는 코드를 로드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구글 툴바 설치과정이 OS와 브라우저 정보를 

바탕으로 요청을 처리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variation-applier[10]라는 

도구로 구현해보았다. variation-applier는 Common 

Lisp으로 작성되었으며 weblocks[11] 웹 프레임워크 

위에서 실행된다. 실행을 위해서는 Common Lisp과 

weblocks를 설치하고, 소스 코드의 build-and-test.lisp 

파일을 SLIME(The Superior Lisp Interaction Mode for 

Emacs)으로 로드(ctrl+c ctrl+l)한 후, SLIME에서 

(variation-applier:start-variation-applier)를 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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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의 주소창에 localhost:8080 을 쳐 넣으면 입력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도구는 CSS 파일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 방법은 

기본 솔루션에 해당하는 디렉토리와, variation 룰들이 

들어 있는 디렉토리, 솔루션들이 생성될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apply를 누르면, variation 룰 당 하나씩 

새로운 솔루션이 생성된다. 그림 1 을 보면 base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6개의 CSS 파일에 대해서 

variation 디렉토리의 IE.var와 Opera.var라는 variation 

rule이 적용되었고, result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에 

IE, Opera 디렉토리 및 CSS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variation-applier의 실행 화면 

 

variation rule은 pointcut과 advice의 개념을 이용은 

하되, 최대한 CSS 문법과 비슷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variation 문법은 다음과 같다. 

 

rule-clause* 

rule-clause::= selector-clause* { declaration-clause* } 

selector-clause::= global | css-selector 

declaration-clause::= property: value; 

property::= css-property 

value::= css-value | variation-list 

variation-list::= (variation*) 

variation::= (operator [property] {css-value | op-list}) 

operator::= before | around | after | delete | calculate 

op-list::= {{+|-|*|/|} number [px|em|%]}* 

 

variation rule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베이스 코드와 

variation 코드의 CSS 선택자를 비교하여 선택자가 

같거나 variation 쪽의 선택자가 global이면 variation 

rule을 적용한다. CSS 선언 블록 내의 각각의 선언을 

비교하여 property가 같은 선언일 경우 variation-list를 

적용한다. variation-list에 들어있는 variation의 

오퍼레이터가 before나 after일 경우에는 해당 선언의 

앞 뒤에 variation의 property와 value로 이루어진 

새로운 선언을 추가한다. around일 경우에는 해당 선언 

대신 variation의 선언을 삽입하고, delete일 경우에는 

베이스 코드의 선언을 없앤다. calculate의 경우에는 

variation에서 선언한 연산을 베이스 코드의 선언의 

value에 차례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base file */  

#sidebar 

{ width: 200px; margin: 0;} 

 

case 1 

/* var file */ 

#sidebar 

{ width: ((calculate + 30px)); } 

=> 

/* result file */ 

#sidebar 

{ width: 230px; margin: 0; } 

 

case 2 

/* var file */ 

#sidebar 

{ width: ((before border 5px) (calculate * 1.1 + 10) (after 

padding 10px)); } 

=> 

/* result file */ 

#sidebar 

{ border: 5px; width: 230px; padding: 10px; margin: 0;} 

 

case 3 

/* var file */ 

global 

{ width: ((around border 0)) margin: ((delete)) } 

=> 

/* result file */ 

#sidebar 

{ border: 0; } 

 

3장에서 들었던 예를 variation-applier 를 이용해 

분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base file */ 

#sidebar {  

    width: 200px;  

    padding: 10px;  

    border: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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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E.var file */  

#sidebar {  

    width: ((calculate + 30px));   

    } 

 

단지 하나의 선언에 대해서라면 맨 처음 예와 

비교하여 코드 몇 줄이 줄었을 뿐이지만, 선언의 개수가 

많고, 개발 과정에서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잦을수록 

variation-applier를 이용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variation-applier를 이용하면 CSS 핵이나 필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브라우저들의 CSS 해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핵은 원하는 방법대로 브라우저를 

동작시키려고 쓰는 일종의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브라우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한다[12]. 필터는 특정 브라우저에 어떤 

규칙을 적용시키거나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브라우저의 버그나 적합하지 않은 CSS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핵과 필터의 문제는 브라우저간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브라우저의 버그나 

버전에 특화된 성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차후에 브라우저의 새 버전이 나와서 

버그가 없어질 경우, 제대로 동작할지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 외에도, 핵과 필터를 

사용하면 CSS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는 코드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게 된다. variation-applier 역시 특정 

버전에 대해 기술된 규칙에 따라 솔루션을 만들어 

내지만, 해당 솔루션은 그 버전에만 적용되므로, 

브라우저의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해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될 가능성은 없다. 또한 CSS 규칙을 

준수하는 브라우저를 베이스 솔루션으로 개발하고 

버그를 가진 브라우저들을 위한 솔루션은 variation 

규칙을 통해 생성해 낸다면, 베이스 솔루션을 CSS 

유효성 검사의 대상으로 삼아 통과 여부를 알아보기도 

쉽다. 

핵이나 필터를 이용한 코드를 variation-applier를 

적용하여 개선하는 예를 보이도록 하겠다. 윈도우용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이하 버전에서는 자식 선택자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IE 6 이하 버전에서 배경의 투명 

이미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을 경우, 자식 선택자 

필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12]. 

 

html>body { background-image: url(image.gif); } 

 

이 경우에는 코드를 읽는 사람이 IE 6 이하 버전에서 

자식 선택자를 무시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배경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 

variation-applier를 이용한다면 IE5.var 또는 IE6.var 

파일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 된다. 

 

body { background-image: ((delete)); } 

 

  이 경우에는 각 버전의 브라우저에서 해당 선언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IE 6 이하에서 나타나는 버그로 플로트 엘리먼트 

근처에 텍스트가 있을 때 텍스트 주변에 3 픽셀의 

공간이 생기는 버그가 있다[12]. 이 버그를 해결하는 

기존 방법은 홀리 핵이라고 불리는 핵을 사용하여 

텍스트 엘리먼트에 높이와 마진을 주고 플로트 

엘리먼트에는 -3 픽셀의 오른쪽 마진 값을 주는 것이다. 

원래 코드가 다음과 같다고 하면, 

 

.float { fload: left; width: 100px; } 

p { margin-left: 100px; } 

 

홀리 핵을 사용한 코드는 다음과 같다. 

 

* html p { height: 1%; margin-left: 0; } 

* html .float { margin: 0 -3px; ma\rgin: 0;} 

 

 이 코드의 margin 사이에 나오는 역슬래시는 오타가 

아니라 IE 5.x 버전과 IE 6.x 버전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을 사용한 것이다. 매우 지저분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variation-applier를 이용한 

코드는 다음과 같다. 

 

/* IE 5.var */ 

p { margin-left: ((before height 1%)  

(around margin-left 0)); } 

.float { float: ((around margin 0 -3px)); 

       width: ((delete)); } 

 

/* IE 6.var */ 

p { margin-left: ((before height 1%)  

(around margin-left 0)); } 

.float { float: ((around margin 0)); 

       width: ((delete)); } 

 

  핵과 필터를 알지 못해도 각 버전 별로 어떤 코드를 

의도하고 있는지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적응형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려움이 다양한 환경에 

따른 솔루션의 복잡성 때문임을 밝히고, 개발과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의 분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웹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예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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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코드를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 분리 도구를 

구현하였다. 향후에는 솔루션 사이의 차이를 라인 

단위로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COP를 확장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기술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SS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유효성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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