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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산업화된 정적 분석기를 위한 검증된 검산기인 SPARROWBERRY의 구현 기술과 검산 결과

에 대해 논한다. 대상 정적 분석기인 SPARSE SPARROW는 안전하면서도 큰 프로그램 전체를 다루는 정적 

분석기로 그 안전성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분석기의 구현체가 복잡한 디자인을 충실히 따르는지 알 수 

없다. SPARROWBERRY는 분석기에 부착된 검증된 검산기로 분석기의 결과를 검산하여 안전한지 확인한다. 

검산기는 20,000 줄의 Coq 증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산기의 안정성은 실제 사용되는 벤치마크의 검

산을 통해 확인되었다. 

1. 서  론 

 

SPARSE SPARROW [1]는 안전하면서도 큰 프로그램 전

체를 다루는 정적 분석기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

되고 있다. SPARSE SPARROW는 값, 포인터, 동적 메모리 

할당, 함수간 호출 등 C 언어의 실행 의미(semantics)

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C 프로그램의 에

러나 버그를 정적으로 탐지한다. 

SPARSE SPARROW의 디자인은 그 안전성이 이미 증명되

어 있지만 실제 분석기 구현체가 그 디자인을 올바르게 

구현하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현재 분석기는 약 

150,000줄의 OCaml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능 향

상을 위해 수많은 최적화 기법이 도입되어 있다. 예를 

들어, Sparse 분석을 구현하기 위해 Static Single 

Assignment (SSA) 변환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구

현하기  

위해 binary decision diagram [2]을 사용하였다. 이들

은 직접 검증하기에 부담이 되는 최적화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SPARSE SPARROW 구현체의 안전성을 보

장하고자 검증된 검산기(verified validator)인 

SPARROWBERRY를 구현하였다. 검산기는 SPARSE 

SPARROW가 분석한 프로그램과 분석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 분석기가 정말 올바른 결과를 냈는지 확인한다. 안

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은 분석기가 기반하고 있는 요약 

해석(abstract interpretation) 기법에 따라 분석기의 결

과가 안전성이 증명된 요약 실행 의미(abstract 

semantics)의 한 고정점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SPARROWBERRY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

지며 안전성 또한 증명되었다. 구현 환경에 의거하여 

SPARROWBERRY가 가지고 있는 신뢰 기반(trust base)은 

Coq 증명 보조기 자체와 분석 결과를 검산기에 맞추어 

변환하는 과정 뿐이다. 

 

1.1. 개괄 

 

그림 1은 SPARROWBERRY가 장착된 SPARSE SPARROW의 

검산 과정을 나타낸다. SPARSE SPARROW는 입력으로 주

어진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분석기에서의 요약 실행 

의미의 고정점)를 출력한다. 검산기인 SPARROWBERRY는 

입력 프로그램과 분석 결과를 모두 입력으로 받아 이 

결과가 올바른지 (안전성이 증명된 요약 실행 의미의 

고정점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검산기가 “yes”를 

출력한다면 분석 결과가 입력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의

미(concrete semantics)의 안전한 요약임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no”를 출력한다면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림 1 SPARROWBERRY의 검산 과정 개괄 

 



2. 정적 분석기 SPARSE SPARROW 

 

본 절에서는 검산의 대상이 되는 분석기인 SPARSE 

SPARROW를 소개한다. 분석기의 분석 대상은 C 프로그

램으로 분석기는 입력 프로그램에 대해 버퍼 오버런

(buffer overrun), 0으로 나누기(divided by zero), 널 포

인터 접근(null pointer reference) 등의 안전성 관련 에

러를 탐지한다. 분석기의 복잡성을 논하기 위해서 본 절

에서는 분석기의 주요 특징을 소개한다. 

 

2.1. 입력과 출력 

 

입력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은 control flow graph 

(CFG)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 때 그래프의 노드는 프로

그램에서의 기본 블록(basic block)이 된다. 그림 2는 

분석기의 대상 프로그램의 문법 중 일부를 나타낸다. C 

프로그램에서 분기의 대상이 되는 if, goto 문법과 함

수 호출은 CFG에서 그래프 간선에 의해 분화되고 합쳐

진다. 분화된 노드의 앞 부분의 assume 명령을 통해 

분기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 SPARSE SPARROW 입력 프로그램의 문법 일부 

 

SPARSE SPARROW의 출력은 각 프로그램 지점(program 

point)에 대응하는 요약 메모리의 맵(map)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약 메모리는 다시 각 요약 주소에 대응하는 

요약된 값의 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 

 

2.2. 안전성과 확장성 

 

요약 해석틀 [3]에 근거하여 SPARSE SPARROW의 디자

인은 안전하다. 분석기의 출력에서 각 프로그램 지점에 

해당하는 요약 메모리는 지점에서의 실제 실행 의미를 

모두 포섭한다. 분석기는 안전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가능한 안전성 관련 에러 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분석 

결과가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에러 목록을 출력

할 수 있다. 

SPARSE SPARROW는 스파스 분석 틀(Global Sparse 

Analysis Framework) [1]에 기반하기 때문에 안전하면

서도 확장적(scalable)이다. 기존의 조밀한(dense) 분석

에서는 모든 요약 값이 CFG를 통해 전파되었다. 스파

스 분석에서는 data dependency를 통해 제거되면서 불

필요한 값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3. 검산기 SPARROWBERRY의 안전성 증명 

 

본 절에서는 검산기 SPARROWBERRY의 디자인을 소개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안전성을 증명하였는지 서술한다. 

검산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증명은 Coq 증명 보조

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모든 증명과 자세한 설명이 아래 

페이지
2
에 기술되어 있다. 

 

3.1. 안전성 증명에 대한 접근 

 

SPARROWBERRY의 안전성 증명은 기본적으로는 현존하

는 정적 분석기의 안전성 증명 [4, 5]에 근거한다. 안전

성 증명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SPARROWBERRY는 실제 실행 의미

를 포괄하는 요약 실행 의미에 대해 이들 사이의 관계

(relation)를 정의함으로써 안전성을 증명하였다. 

 

3.2. 기술된 정리와 보조정리 

 

검산기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윗단의 정리는 

아래와 같다. 

 

정리 1 (SPARROWBERRY의 안전성) 모든 프로그램 p와 

요약된 상태 r, 그리고 도달 가능한 상태 s에 대하여 

SPARROWBERRY(p,r) = true 는 s와 r 사이의 포괄 관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리 1을 증명하기 위해서 SPARROWBERRY는 세 가지 

보조정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첫 번째 보조정리는 모든 

요약 상태는 실제 초기 상태(initial concrete state)와 포

괄 관계에 있음을 증명한다. 두 번째 보조정리는 포괄 

관계에 있을 때 실제 실행 함수와 요약 실행 함수에 의

해 한 단계 진행해도 포괄 관계가 유지됨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조정리는 포괄 관계에서 요약 상

태보다 큰 다른 요약 상태가 있을 때 이 요약 상태도 

포괄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한다. 

위의 세 가지 보조정리를 통해 정리 1을 증명할 수 있

다. 그림 3은 세 보조정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전체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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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안전성 증명의 도식화 

 

4. 실험 

 

본 절에서는 SPARROWBERRY를 SPARSE SPARROW에 부

착하여 실제 벤치마크를 검산한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논한다. 

검산기의 검산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SPARSE SPARROW의 스파스 분석 결과를 채

워(densification) 조밀한 분석 결과로 변환하는 작업이

다. 두 번째 단계는 입력 프로그램과 변환된 분석 결과

를 SPARROWBERRY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 구조의 형

태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SPARROWBERRY 본체를 통한 검산 작업이다. 

실제 벤치마크를 통해 검산에 걸리는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Linux 2.6 운영체제

와 Intel 2.40 GHz single core CPU, 24GB 메인 메모리

의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표 1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표 1 검산기 성능 실험 결과 

 

 

 

SPARROWBERRY는 총 다섯 개의 벤치마크에 대해 모두를 

정확히 검산하는데 성공하였다. 검산 결과를 통해 분석 

결과를 검산하는데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시간과 메모리 소모 대비 검산에 

더 많은 시간과 메모리가 소모되는 이유는 스파스 분석 

결과를 채워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검산을 위해 스파스 분석 결과를 조밀한 

결과로 채워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과 그 결과는 채우는 

시간(filling time), 변환 시간(translation time), 그리고 

검산 시간(validation time)에 모두 영향을 준다. 

 

5. 토의 및 결론 

 

SPARROWBERRY는 정리 1에 의해 안전성이 증명되었지

만 완전(complete)하지는 않다. 이는 모든 입력 프로그

램과 안전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검산기가 항상 “yes”

라고 말한다고 보장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벤

치마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성공을 통하여 검산기의 

완전함이 어느정도 보장됨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PARROWBERRY는 SPARSE SPARROW에 성공

적으로 장착되었고 실제 벤치마크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어 안정성 또한 가지게 되었다. 

검산에 소모되는 시간과 메모리 비용을 줄인다면 신뢰

성이 보장되며 사용 부담이 없는 분석기와 검산기 조합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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