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damentals of Compiler Construction
Project 1 (Lexical Analyzer)
Description
In this programming assignment, you will build a lexical analysis phase for the
C- language, defined in Appendix A of the textbook. You should first read
carefully A.1 at page 491 and 492 in Appendix A for this programming
project. Next, your task is to extend "main.c", "global.h", "util.h", "util.c" at the
pages 502-511 and "tiny.l" at the pages 537-538 to build your lexical
analyzer for C- language.

Platform and Tools
You will do the project I on the Unix or Linux system. You will use C and
Flex(or Lex) to implement a lexical analyzer. FLEX (or Lex) is installed on the
system.

What to turn in
o C- lex file and your own two test C- programs (test1.tny, test2.tny).
o You also should turn in documentation for the following points:
- Regular expressions describing all of the tokens your lexer recognize.
- How you handle comments
/*
comment
*/ : no error
/*
comment
comment
*/ : no error
/*
comment
: error
/*
comment /*
: error
o Your output format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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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IF

lexeme
if

project I
Proposal: 3/28 (by 17:00)
Result Report: 4/1 (by 17:00)
period !!!

제출방법
o 보고서는 제안서와 결과 보고서 모두 Soft copy 1부, Hard copy 1부로 제출한
다.
o Hard copy는 수업 시간 전이나, AS816호 앞의 지정된 box안에 제출하며 due
date 는 위와 같다.
o Soft copy 는 sgcompiler2016@gmail.com로 보내며 메일의 보낸 시간 기준으
로 due date 를 넘기면 안 된다.
또한 결과보고서의 soft copy 는 프로그램과 같이 제출한다. (디렉토리 안에 결과
보고서를 넣어 함께 tar로 압축)
또한 제안서와 결과보고서의 soft copy 파일명은 메일의 제목과 똑같이 작성한다.
만약
제안서의
soft
copy
파일명은
[Compiler]project_1_proposal_20030777.hwp(doc, docx) 이 된다. 결과보고서의
soft copy 파일명은 [Compiler]project_1_result_20030777.hwp(doc, docx) 이 된
다.
o 메일의 제목은 [Compiler]project_{project number}_{proposal or result}_{
student number}로 작성한다.
학번이
20030777
제안서를
제출한다면
메일
제목은
[Compiler]project_1_proposal_20030777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Compiler]project_1_result_20030777이 된다.
o 결과 보고서와 프로그램은 모두 디렉토리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디렉토리 채로
tar로 압축해서 위 메일 주소로 제출한다. 디렉토리 안에 세부 디렉토리는 필요치
않는다.
o 반드시 makefile을 통해 컴파일시키며, 실행파일명은 학번으로 한다.
리눅스(cspro.sogang.ac.kr)상에서 실행한다면, ./20030777 test1.tny 이 된다.
o 디렉토리 명은 project1_{student number}로 작성한다.
즉 20030777이라면 디렉토리명은 project1_20030777이 된다.
o 필요시 readme 를 첨부할 것.
즉 readme.txt로 디렉토리 안에 존재하면 된다. 필요하지 않다면 생략 가능.
o 메일 제목, 디렉토리 명 등 위에 기술한 바를 어길시 감점 혹은 아예 채점 대상
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할 것.
o 문서에 code를 copy & paste 하지 말 것.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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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제 안 서
/*
본 제안서 작성의 목적은 수업 시간에 제기된 각 단계별 설계 프로젝트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연구개발의 목표 , 범위, 내용, 방법, 추진 일정 등의 내용을 각자 스스로
설정하는 것을 연습해보는 것임.
*/

프로젝트 제목: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iler for C-Language:
Phase 1: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exical Analyzer
제출일: 2016.

.

.

개발자: 홍길동

I. 개발 목표
- 지난 강의 내용 (문제 제시) 을 바탕으로 팀원 간의 토의를 통하여 본 설계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기술할 것.

II. 개발 범위 및 내용
- 자신들이 설계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의 개발을 수행할 지 그
범위와 예상되는 개발 내용을 기술할 것.

가. 개발 범위
나. 개발 내용

III. 추진 일정 및 개발 방법
- 자신이 설정한 연구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일정을 설정하고 , 각 요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 지 기술할 것.

가. 추진 일정
나. 개발 방법

IV. 기타
- 기타 관련 내용을 기술할 것 .

각 단계별 결과 보 고 서
/*
본 단계별 결과 보고서 작성의 목적은 자신들의 연구 개발 내용을 정확히 기술하고 그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수행해보는 것임.
*/

프로젝트 제목: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iler for C-Language:
Phase 1: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exical Analyzer
제출일: 2016.

.

.

개발자: 홍길동
I. 개발 목표
-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단계별 제안서 I. 개발 목표 참조 ”와 같이 기술할 것.
- 개발 목표가 중간보고서 작성 당시의 내용과 다를 경우 그 내용 및 변경 사유를
상세히 기술할 것 . 가급적 개발 목표는 변경하지 말 것.

II. 개발 범위 및 내용
-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단계별 제안서 II. 개발 범위 및 내용 참조 ”와 같이
기술할 것.
- 개발 범위 및 내용이 단계별 제안서 작성 당시의 내용과 다를 경우 그 내용 및 변경
사유를 상세히 기술할 것.

가. 개발 범위
나. 개발 내용

III. 추진 일정 및 개발 방법
-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단계별 제안서 III. 추진 일정 및 개발 방법 참조”와
같이 기술할 것.
- 개발 추진 일정 , 개발 방법, 역할 분담 등이 중간보고서 작성 당시의 내용과 다를 경우
그 내용 및 변경 사유를 상세히 기술할 것.

가. 추진 일정

나. 개발 방법

IV. 연구 결과
- 각 단계별 연구 개발 결과를 자유롭게 기술할 것.
- 기초 컴파일러 구성: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함. 그 외의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할
것.
1. 합성 내용: 설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그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전체 소프트웨어 구성도. 각 부분의 역할 및 사용 기술 및 툴 (예 :
사용한 이론적 방법 , 공개 소프트웨어나 툴 또는 API 등), 구현 방법 등 관련 내용을
기술할 것 . 또한 개발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규약을 명시하고
간단한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할 것.
2. 분석 내용: 각 구성 요소를 상세히 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하였는지 그
내용을 기술할 것.
3. 제작 내용: 개발 결과.
4. 시험 내용: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수행한 평가
방법, 그리고 그 것에 기반을 둔 평가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라 . ( 반드시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방법이 문제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함.)
5. 평가 내용: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할 것. 특히 개발 도중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세히 기술하고 , 추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해결책을 기술할
것. (이 부분에서의 창의성이 중요하며, 반드시 자체 평가 내용이 좋을 필요는 없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향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공학 외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경제 요건, 안정성, 신뢰성, 윤리성, 사회적 영향, 실행 가능성 등에
측면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논하라. 본 설계 프로젝트의 경우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반드시 기술할 것.

V. 기타
- 기타 관련 내용을 기술할 것 .
- 기초 컴파일러 구성: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함. 그 외의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할
것.

1. 자체 평가 : 본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를 기술하라. 위에서의 (5. 평가 내용) 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
기준을 통한

평가이고, 여기서의 자체 평가는 프로젝트 수행 전반에 걸쳐 자신이 얼

마나 창의적으로 목표 및 방법을 설정하고, 수행 중 발생한 문제를 얼마나 현명하게
해결 했는지 , 얼마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지 , 자신의 결과가 얼마나 우수
한 지에 대한 평가임.
2. 기타 본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요약하여 기술하라. 그 내용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으며, 본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제안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