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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스 헬스버그 : 자, 이제 다시 C#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이제 부터는 C#의 다음 버전인  

C# 4.0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작업중인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하죠. 

C# 4.0의 테마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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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 새로운 기능에 완전히 실망했다. 

컴파일타임의 타입안전성은 모든 종류의 버그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런타임까지 잡지 못한 버그는 위험한데, 특별히 경계 조건에 걸린 버그는 더 위험하다. 

물론 다이나믹 타이핑이 유용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컴파일러의 프라그마를 사용하거나 다른 동적 언어에서 만든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것 같이, 

이미 서로 다이나믹 타이핑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만 발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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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키워드는 모든 경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키워드는 정적 타이핑의 모든 

원칙을 마치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듯이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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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스 헬스버그 : 4.0에서는 코드를 이런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적 타입이 dynamic인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죠. (웃음) 

즉, 정적으로 dynamic타입을 정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컴파일러 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변수가  

뭔가의 참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정적인 방식말고, 동적으로 연산을 수행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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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타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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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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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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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 typing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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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void 개들의모임에입장(Dog  dog) 

{ 

     dog.멍멍멍(); 

} 

Class Dog 

{ 

     public void 멍멍멍() {}     

} 

Class 술먹고개가된사람 

{ 

     public void 멍멍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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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void 개들의모임에입장(dynamic  dog) 

{ 

     dog.멍멍멍(); 

} 

Class Dog 

{ 

     public void 멍멍멍() {}     

} 

Class 술먹고개가된사람 

{ 

     public void 멍멍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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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dynamic >= object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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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Overload 

{ 

    public static void DoNothing(object value) 

    { 

    } 

 

    public static void DoNothing(dynamic value) 

    { 

    }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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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Dynamic] 

public object DynamicCall([Dynamic] object d) 

{ 

public dynamic DynamicCall(dynamic d) 

{ 

http://vsts201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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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dynamic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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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fdc = new FirstDynamicClass(); 

fdc.Hello(); 

// Methods 

private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object fdc = new FirstDynamicClass(); 

    if (<Main>o__SiteContainer0.<>p__Site1 == null) 

    { 

        <Main>o__SiteContainer0.<>p__Site1 =  

            CallSite<Action<CallSite, object>> 

                .Create(Binder.InvokeMember( 

                    CSharpBinderFlags.ResultDiscarded, 

                    "Hello", 

                    null, 

                    typeof(HelloDynamic), 

                    new CSharpArgumentInfo[]  

                    {  

                        CSharpArgumentInfo.Create( 

                            CSharpArgumentInfoFlags.None, 

                            null)  

                    })); 

    } 

    <Main>o__SiteContainer0.<>p__Site1 

        .Target(<Main>o__SiteContainer0.<>p__Site1, fdc); 

} 

 

// Nested Types 

[CompilerGenerated] 

private static class <Main>o__SiteContainer0 

{ 

    // Fields 

    public static CallSite<Action<CallSite, object>> <>p__Site1; 

} 

http://vsts201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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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s 

private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object fdc = new FirstDynamicClass(); 

    if (<Main>o__SiteContainer0.<>p__Site1 == null) 

    { 

        <Main>o__SiteContainer0.<>p__Site1 =  

            CallSite<Action<CallSite, object>> 

                .Create(Binder.InvokeMember( // 동적 콜 사이트를 생성. 

                    CSharpBinderFlags.ResultDiscarded, // 리턴 타입이 void 

                    "Hello", // 호출할 메서드의 이름 

                    null, // 매개변수 없음 

                    typeof(HelloDynamic), // 호출이 일어난 컨텍스트 

                    new CSharpArgumentInfo[]  //호출을 위한 매개변수 값 

                    {  

                        CSharpArgumentInfo.Create( 

                            CSharpArgumentInfoFlags.None, 

                            null)  

                    })); 

    } 

    <Main>o__SiteContainer0.<>p__Site1 

        .Target(<Main>o__SiteContainer0.<>p__Site1, fdc); 

} 

 

// Nested Types 

[CompilerGenerated] 

private static class <Main>o__SiteContainer0 

{ 

    // Fields 

    public static CallSite<Action<CallSite, object>> <>p__Site1; 

} 

동적 콜 사이트(dynamic call site)란? 
 

컴파일러가 소스를 분석하던 중, 동적 호출이 발생하는 곳에  

동적 호출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처리해놓은 곳으로,  

컴파일러가 DLR에게 „이곳에서 동적 호출이 발생했으니  

런타임에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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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므로 

성능은 조금 떨어짐. 

한번 생성한 콜 사이트는 

캐시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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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우려하던 상황 

- 링 바이러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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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WriteLine(                          ); 

dynamic name = “세식이바보똥깨축구해삼멍게”; 

                               name.ToString() 

dynamic타입인 name에 ToString메서드를 호출했으므로 

동적 콜 사이트를 통해서 런타임에 바인딩 되며, 

결과타입은 dynamic 

WriteLine메서드에 dynamic타입의 매개변수가 넘어왔으므로 

WriteLine의 어떤 오버로드에 바인딩 될지는 런타임에 결정된다. 

그래서 WriteLine에 대한 호출도 동적 콜사이트를 통해 DLR이 처리한다. 

이런식으로 dynamic타입을 남발하게 되면, dynamic이 dynamic을 낳는 상황이 되므로,  

링 바이러스처럼 코드 전체에 dynamic이 퍼지게 된다.  

그리고 심각한 성능의 저하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코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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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atic void Runtime() 

{ 

    dynamic sum = 0; 

 

    for (dynamic i = 0; i < 100000; i++) 

    { 

        sum += i; 

    } 

 

    Console.WriteLine(sum.ToString()); 

} 

public static void Runtime() 

{ 

    object sum = 0; 

    object i = 0; 

Label_00BD: 

    if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3 == null) 

    {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3 =  

            CallSite<Func<CallSite, object, bool>> 

            .Create(Binder.UnaryOperation( 

                CSharpBinderFlags.None,  

                ExpressionType.IsTrue,  

                typeof(PerformanceTest),  

                new CSharpArgumentInfo[]  

                    { CSharpArgumentInfo.Create(CSharpArgumentInfoFlags.None, null) })); 

    } 

    if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4 == null) 

    {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4 =  

            CallSite<Func<CallSite, object, int, object>> 

            .Create(Binder.BinaryOperation( 

                CSharpBinderFlags.None,  

                ExpressionType.LessThan,  

                typeof(PerformanceTest),  

                new CSharpArgumentInfo[] {  

                    CSharpArgumentInfo.Create(CSharpArgumentInfoFlags.None, null),  

                    CSharpArgumentInfo.Create(CSharpArgumentInfoFlags.Constant | CSharpArgumentInfoFlags.UseCompileTimeType, null) })); 

    } 

    if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3 

        .Target(<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3,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4 

                .Target(<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4, i, 0x186a0))) 

    { 

        if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1 == null) 

        {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1 =  

                CallSite<Func<CallSite, object, object, object>> 

                .Create(Binder.BinaryOperation( 

                    CSharpBinderFlags.None,  

                    ExpressionType.AddAssign,  

                    typeof(PerformanceTest),  

                    new CSharpArgumentInfo[] {  

                        CSharpArgumentInfo.Create(CSharpArgumentInfoFlags.None, null),  

                        CSharpArgumentInfo.Create(CSharpArgumentInfoFlags.None, null) })); 

        } 

        sum =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1 

            .Target(<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1, sum, i); 

 

        object CS$0$0001 = i; 

        if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2 == null) 

        {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2 =  

                CallSite<Func<CallSite, object, object>> 

                .Create(Binder.UnaryOperation( 

                    CSharpBinderFlags.None,  

                    ExpressionType.Increment,  

                    typeof(PerformanceTest),  

                    new CSharpArgumentInfo[] {  

                        CSharpArgumentInfo.Create(CSharpArgumentInfoFlags.None, null) })); 

        } 

        i =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2 

            .Target(<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2, CS$0$0001); 

        goto Label_00BD; 

    } 

    if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5 == null) 

    {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5 = CallSite<Action<CallSite, Type, object>> 

            .Create(Binder.InvokeMember( 

                CSharpBinderFlags.ResultDiscarded,  

                "WriteLine",  

                null,  

                typeof(PerformanceTest),  

                new CSharpArgumentInfo[] {  

                    CSharpArgumentInfo.Create(CSharpArgumentInfoFlags.IsStaticType | CSharpArgumentInfoFlags.UseCompileTimeType, null),  

                    CSharpArgumentInfo.Create(CSharpArgumentInfoFlags.None, null) })); 

    } 

    if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6 == null) 

    {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6 = CallSite<Func<CallSite, object, object>> 

            .Create(Binder.InvokeMember( 

                CSharpBinderFlags.None,  

                "ToString",  

                null,  

                typeof(PerformanceTest),  

                new CSharpArgumentInfo[] {  

                    CSharpArgumentInfo.Create(CSharpArgumentInfoFlags.None, null) })); 

    }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5 

        .Target(<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5, typeof(Console),  

            <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6. 

                Target(<Runtime>o__SiteContainer0.<>p__Site6, s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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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물에 짱 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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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식(29) / 링 바이러스 퇴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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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ynamic은 메서드 안에서 격리되도록 한다. 
   - 메서드안에서 dynamic이 격리되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대 리턴 타입에 dynamic을 쓰지 말 것. 
   - 리턴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더러, 

      링 바이러스를 격리시킬 수 없다. 

 

3. 성능이 중요한 곳에서는 절대로 쓰지 말 것. 
   - 아무리 동적 콜 사이트에서 캐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떨어지므로 성능이 중요하다면, 사용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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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동적 언어의 개념을 추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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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식(29) / 아까 경력으로 구라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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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로운 언어를 최소 하나는 배워라. 다른 언어는 동일한 문제를 다르게 풀기 때문이다. 

-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 

- 네이버 국어사전 

D사의 한 임원은 “상사와 회의를 할 때 영어로 하면 내 의견을 끝까지 다 듣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당히 권위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 영어로 대화를 한다”며 언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 LGERI 리포트 "조직 내 침묵 현상", 황인경, 박지원 , 2008. 12. 3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기존에 쓰는 C#에서 동적인 언어의 특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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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은 현대적인 언어를 지향하므로, 

     앞으로도 가장 현대적인 기능들을 추가해 나갈 것이다. 

   

2. C# 4.0의 변화는 동적 언어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 C#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적 언어로 남을 것이다. 

3. 정적 언어의 한계로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부분을 동적 언어를 통해서 보완하라는 것이다. 

    4. 그리고 닷넷을 타겟으로 Ruby나 Python같은 

    동적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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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언어의 테크닉을 활용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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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0은 dynamic이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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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riance와 Contra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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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정수를 두 배 해서 정수위로 투영하는 투영 D가 있다. 즉, D(x) = 2x이다. 

x = -1, y = 2 일 경우 

http://vsts201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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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정수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정수 위로 투영하는 투영 N이 있다.  

즉, N(x) = -1 * x이다. 

x = -1, y = 2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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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riance의 안 좋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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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sa = new string[2];  

object[] oa = sa; 

oa[0] = "hello"; 

oa[1] = 5; 

string s = (string)oa[1]; 

Console.WriteLine(s); 

처리되지 않은 예외: System.ArrayTypeMismatchException: 

배열과 호환되지 않는 형식으로 요소를 액세스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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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erface IEnumerable<out T> : IEnumerable 

{ 

    IEnumerator<T> GetEnumerator(); 

} 

 

public interface IEnumerator<out T> : IDisposable, IEnumerator 

{ 

    T Current { get; } 

} 

IEnumerator<T>를 

리턴할 뿐. 

T타입의 객체를 리턴할 뿐. 

모두 읽기 전용이므로, 배열과 같이 엉뚱한 값이 들어갈 위험성이 없다. 

즉, out으로 선언된 타입 T는 매개변수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out으로 선언된 T에 대해서는 공변성을 통한 형변환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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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atic void DoSth(IEnumerable<object> list) 

{ 

    //뭔가 하는 거임. 

}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List<string> stringList = new List<string>(); 

    DoSth(stringList); 

} 

Ienumerable<T>는 공변성을 지원하므로, 문제없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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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erface IComparer<in T> 

{ 

    int Compare(T x, T y); 

} 

타입 T를 입력받기만 할 뿐, 

T를 다시 리턴하지 않는다. 

T에 대해서는 입력만 가능한 형태이다. 

즉, T는 리턴할 타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in으로 선언된 T에 대해서는 반공변성을 통한 형변환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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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기린1 = new 기린(); 

 

기린 기린1 = new 동물(); 

IComparer<동물> 동물비교 = new 동물Comparer(); 

IComparer<기린> 기린비교 = 동물비교; 

 

기린 기린1 = new 기린 { 이름 = 

“니가그린기린그림은”, 목길이 = 10 }; 

기린 기린1 = new 기린 { 이름 = 

“내가그린기린그림은”, 목길이 = 15 }; 

 

int result1 = 기린비교.Compare(기린1, 기린2); 

동물 > 기린의 방향성을 뒤집어서 

IComparer<기린> > Icomparer<동물>의 

관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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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생각해서, 

 

1. 동물을 비교할 수 있다면, 기린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2. 하지만 기린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동물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그래서 IComparer<T>의 경우는, 반공변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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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d and Optiona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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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void CalcRatio( 

    double fact1 = 90.0, 

    double fact2 = 0.9887, 

    double fact3 = 33.211) 

{ 

    Console.WriteLine(fact1 * fact2 * fact3); 

}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CalcRatio(); // CalcRatio(90.0, 0.9887, 33.211); 

    CalcRatio(22.1, 0.8891); // CalcRatio(22.1, 0.8891, 33.211); 

    CalcRatio(fact3: 40.12, fact1: 13.11); // CalcRatio(13.11, 0.9887, 40.12); 

} 

기본값을 설정해주는 것이 

Optional parameter(선택적 파라미터) 

어떤 파라미터에 어떤 매개변수를 넘겨줄지 지정하는 것이 

Named argument(지명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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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Inte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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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스 헬스버그 : 음,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C# 4.0에서는 짜짠~. 바로 doc.SaveAs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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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0의 테마는 크게 „다른 것들 과의 상호운용성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dynamic 타입과 DLR의 추가로 동적 언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해졌다. 

Named and Optional parameters의 추가와 기타 COM관련 기능의 추가로 

편의성과 함께 COM과의 상호운용이 편리해졌다. 

Covariance와 Contravariance의 추가로 

다른 타입을 담은 컬렉션 간의 형변환이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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