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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본 발명은 모델 검사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모델 프로그램 분석을 다룬다. 먼저 전이 시스템(22)과 데이터
를 표현하는 확장성 생성 언어(XML)(24)가 생성된다. 다음으로 전이 시스템에 대한 라벨(26)이 (마크업) 쿼리 언
어를 사용해 데이터의 XML 표현에 대해 질의를 함으로써 생성된다. 그 다음에 이 라벨들과 전이 시스템의 구조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 검사 기법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전이 시스템에 라벨을 붙이는 문제가
XML 도메인으로 변환되어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는 XML 도메인에서 실행될 수 있는
형태의 질의들을 활용해 추출될 수 있다는 점이 본 발명의 장점이다. 그와 동시에 XML 도메인으로의 변환이 효율
적인 모델 검사 기법의 사용을 가로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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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로부터 전이 시스템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의 확장성 생성 언어(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
질의 언어를 사용해 상기 데이터의 XML 표현에 대해 질의를 함으로써 상기 전이 시스템에 대한 라벨들을 생성하
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 검사 기법의 입력으로 상기 전이 시스템의 구조와 상기 라벨들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소스 코드인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 검사 기법은 기저의 소스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 방법을 수반하는 것인 데이터 모
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은:
상기 소스 코드의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 버그의 존재나 부재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소스 코드의 보안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단계;
상기 소스 코드의 측정값(metric)들을 결정하는 단계; 및/또는
상기 소스 코드의 타이밍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
템 생성 방법.
청구항 5
제 2항 내지 제 4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소스 코드가 작성되는 동안이나 컴파일 시간 중에 수
행되는,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6
상기 선행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는 상기 데이터의 XML 표현에 대해 질의를 실행함으로써
수행되며, 상기 질의가 상기 데이터의 정적인 특성들을 검사하는 것인,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7
제 2항 내지 6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소스 코드에 대한 추상 문법 트리를 생성하는 초기
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전이 시스템의 생성 단계와 상기 데이터의 상기 XML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데이터의 상기 추상 문법 트리 표현에 기반하는,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는 상기 데이터의 기저에 있는 추상 문법 트리 표현 내의 트리 패턴들을 식별하는
질의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인,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9
상기 선행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질의는 상기 데이터의 XML 표현에 대해 질의를 실행함으로써 수행되
며, 그 질의는 상기 데이터의 XML 표현 내에서 제공되는 질의와 일치하는 노드 식별자를 반환하는, 데이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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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데이터의 XML 표현 내의 상기 질의에 일치하는 상기 노
드에 대응하는 노드를 상기 전이 시스템 내에서 라벨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
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 시스템 내에서 라벨링 되는 노드는 상기 데이터 XML 표현 내에서의 동일한 노드
식별자에 의해 식별되는,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12
제 7항에 의해 한정되는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상기 데이터의 추상 문법 트리 표현과 동일한 식별자에
의해 또한 식별되는,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13
상기 선행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 시스템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XML 표현을 생성
하는 단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것인,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14
상기 선행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는 상기 데이터 XML 표현에 대해 질의를 실행함으로써 수
행되며, 상기 방법은 예정된 질의들의 집합으로부터 상기 질의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수반하는 것인, 데이터 모
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15
상기 선행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는 상기 데이터의 XML 표현에 대해 질의를 실행함으로써
수행되며, 그 질의는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16
상기 선행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 시스템은 제어 흐름 그래프(control flow graph), 데이터
흐름 그래프(data flow graph), 또는 정보 흐름 그래프(information flow graph)인,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
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17
상기 선행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질의 언어는 XML 경로 언어(XML Path Language; XPath)인, 데
이터 모델 검사와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18
상기 선행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XML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는 질의들이 XML 표현에 대
해 수행되도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상기 XML 표현의 데이터 구조들을 생성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데이터 모델 검
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 생성 방법.
청구항 19
상기 1항 내지 18항의 어느 한 항의 방법에 따라 동작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명 세 서
기 술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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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발명은 데이터의 모델 검사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transition system)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데이터는 소프트웨어 코드일 수 있으며, 모델 검사는 정적 프로그램 분석(static program
analysis)과 같은 프로그램 분석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것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도 관련된다.

배 경 기 술
<2>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은 대부분 두 가지 목적에 의해 주도된다: 한 가지는 출시 기간 단축이고, 다른 한가지는
개발 비용 최소화이다. 그러나, 현재의 최적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은 아직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제품 개발의 나중 단계나 심지어는 제품 발매 이후에 발생하기도 하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발생시키
기도 한다.

<3>

그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버그와 같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오류 또는 결함이며, 이것
들을 찾아내는 데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버그를 찾아내는 것, 혹은 역으로 버
그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4>

컨설팅 회사인 ＠stake Inc.(현재는 Symantec사에 합병됨)에 의해 진행된 연구 [AS]는 예를 들어 보안과 관련된
버그를 해결하는 비용이 구현 단계(implementation phase)보다 테스팅 단계(testing phase)에서 대략 두 배 비
싸며, 제품 출시 이후에는 심지어 그 비용이 열 배 더 비싸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비용 계산에는 고객의 평
판을 잃는 것이나 배상 책임 등의 간접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동적 테스트(dynamic testing)는 프로그램 분석의 한 접근 방법이다. 테스트 될 소프트웨어의 입력 값이 주어지
면,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관찰한다. 특히, 출력(즉 프로그램 실행의 결과)이 지정된 예상 출력과
비교된다. 동적 테스트는 코드의 기능적 정확성을 우선적으로 검사한다. 동적 테스트는 "이 프로그램이 입력 값
의 제곱근을 계산하는가?" 또는 "이 프로그램이 직원의 목록을 알파벳순으로 반환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보통 테스트는 포괄적이지 않다. 이것은 모든 가능한 경우를 테스트할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적절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생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러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6>

정적 분석(Static analysis)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분석에 대한 정적인 접근이다. 이 작업은
단지 어떤 특정한 코드의 일부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컴파일할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수행될 수 있다.
정적 분석은 코드를 "들여다 보고", 검사하고, 그것의 동작을 근사하는 복잡한 방법으로 기술될 수 있다. 코드
구조를 스마트한 방법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 많은 특성들이 검사될 수 있다(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선언된 모
든 변수가 최초 사용되는 시점 이전에 초기화가 되는가?", "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이 지켜졌는가?", 또는 "포인
터 같은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는가?").

<7>

보통 정적 분석에 의해 다룰 수 있는 문제의 분류는 동적 테스트에 의해 다룰 수 있는 것과 다르다. 하지만, 많
은 정적 특징들이 동적인 특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포인터를 잘못 다루면 프로그램이 수행 도
중에 멈추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분명 기능 요구사항을 어기는 것이다. 더욱이 정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포괄적
이다(즉, 어떤 잘못된 특성(버그)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버그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이 보증된다).

<8>

정적 분석 문제가 모델 검사 문제들로 기술될 수 있음이 이론적으로 증명되었다[SS98]. 모델 검사 방법은 어떤
특성들에 관하여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규모 유한 상태 공간(large finite state space)을 검색할 수 있도
록 해주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상태 공간은 전이 시스템(즉 라벨이 붙은 그래프)으로 표현되며, 그 특성들은
이 라벨에 대한 시간 논리 공식(temporal logic fomulas)으로 기술된다. 정적 분석 문제를 모델 검사 문제로 변
환하는 것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모델 검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도구들
이 있으며, 둘째, 많은 정적 분석 특성들이 시간 논리 공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다.

<9>

도 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라벨링 된(주석 달린) 제어 흐름 그래프(control flow graph; CFG)을 생각해
보자. CFG는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를 표현하며, 직선적인 코드, 분기들, 또는 루프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CFG는 보통 더 "심도 있는" 정보(예컨대, 변수 i가 어디에서 선언되었는가, 혹은 어디에서 그
변수가 사용되었는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그 주석들은 i가 선언되거나 사용된 모든 위치에 달려
있는 라벨과 같은 것이다.

<10>

정적 분석/모델 검사 특성은: "만약 변수 i가 선언되었다면, 미래에 어디에선가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항상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 시간 논리의 자연어 표현이며, 더 공식적인 수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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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1>
<12>

ＡＧ(i_declared ⇒ EF i_used)
여기서 AG는 (일반어로) "항상(always)"이고, EF는 "미래의 어느 위치(somewhere in the future)"이다. 라벨
i_declared와 i_used는 그것들이 참인 프로그램 위치에 덧붙여진다. 이렇게 라벨이 표기된 CFG(이것은 전이 시
스템이다)가 있다면, 모델 검사는 위와 같은 식을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13>

본 명세서 내에 포함된 모든 문서, 활동, 자료, 장치, 항목 또는 그와 같은 것들은 단지 본 발명을 위한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본 명세서의 각각의 청구범위의 우선일 이전에 존재한다고 해서, 이들 중의 어떤 것
또는 전부가 종래 기술의 부분을 형성하거나 본 발명의 관련 분야 내의 일반 상식이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14>

본 발명은 데이터 모델 검사를 병용하기 위한 전이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 방법은 다음 단
계를 포함한다:

<15>

데이터로부터 전이 시스템을 생성하는 단계;

<16>

상기 데이터의 확장성 생성 언어(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

<17>

(마크업) 질의 언어를 사용해 상기 데이터의 XML 표현에 대해 질의(query)를 함으로써 상기 전이 시스템에 대한
라벨들을 생성하는 단계; 및

<18>

상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 검사 기법(model checking techniques)의 입력으로 상기 전이 시스템의 구조
와 상기 라벨들을 사용하는 단계.

<19>

본 발명의 장점은, 전이 시스템을 라벨링하는 문제가 XML 도메인으로 변환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잘 알려진 XML 도메인에서 실행될 수 있는 형태의 질의들을 사용해 추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XML
도메인으로의 변환은 효율적인 모델 검사 기법의 적용을 가로막지 않는다.

<20>

데이터는 소스코드일 수 있다. 소스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은:

<21>

소스 코드 내에서의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 버그들의 존재나 부재(不在)를 식별하고;

<22>

소스 코드의 보안 취약점들(security vulnerabilities)을 찾고;

<23>

소스 코드의 측정값들(metrics)을 결정하고; 그리고/또는

<24>

소스 코드의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

<25>

본 방법은 소스코드가 작성되는 동안이나 컴파일 시간 중에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26>

데이터의 XML 표현을 질의하는 것은 데이터의 XML 표현에 대해 질의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 질의는 소스
코드의 정적 특성들, 예를 들면 함수 선언들과 변수들의 위치, 변수들과 수(數)들 사이의 비교, 변수들이나 데
이터 구조들의 초기화, 변수들이나 데이터 구조들의 변경, 그리고 변수들, 데이터 구조들, 함수들 혹은 수들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 요소의 사용을 검사할 수 있다. 다른 정적 특성은 함수 호출(일반적이거나 또는 예컨대 메
모리 관리를 다룰 수 있는 특정 함수들)이나 제어 흐름 명령어(예를 들면 if, switch, return, 또는 모든 루프
명령들) 등을 포함한다.

<27>

본 방법은 소스 코드의 추상 문법 트리(abstract syntax tree) 표현을 생성하는 초기화 단계를 포함할 수 있으
며, 전이 시스템의 생성 단계와 데이터의 XML 표현 생성 단계는 데이터의 추상 문법 트리 표현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다.

<28>

질의는 데이터에 대해 시간 논리를 정의할 수 있다. 질의는 데이터의 기저에 있는(underlying) 추상 문법 트리
표현 내의 트리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

<29>

질의는 그 질의와 일치하는 노드(node)의 식별자를 반환할 수 있다. 라벨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질의와 일치되는
노드에 대응하는 노드를 전이 시스템 내에서 라벨링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전이 시스템 내의 노드는 XML 표
현과 전이 시스템 내에서 동일한 노드 식별자에 의해서 식별될 수 있다. 그 노드는 추상 문법 트리 내에서도 동
일한 식별자에 의해 식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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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본 발명의 방법의 각 단계들은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31>

질의는 라이브러리와 같이 미리 정의된 질의들의 집합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질의일 수 있다. 다른 방법에서는,
또는 그것에 덧붙여서, 질의는 사용자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질의는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선택되거나 생성될 수 있다.

<32>

전이 시스템은 제어 흐름 그래프(control flow graph)일 수 있다. 다른 대안적인 방법으로는, 전이 시스템은 데
이터 흐름 그래프(data flow graph)나 정보 흐름 그래프(information flow graph)일 수도 있다.

<33>

질의 언어는 XPath일 수 있다.

질의 언어로 XPath를 사용하여 모델 검사 기법에 사용되는 라벨들을 생성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장점들은:
<34>

1. XPath가 강력한 질의 언어이기 때문에, XPath가 복잡한 패턴의 명세(specification)를 허용하며, 그로 인해
복잡한 특성들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분석에 있어서 질의는 루프 카운터가 변경된 루프
들을 찾거나, 또는 포함된 수식들의 실행 순서가 정의되지 않고 정의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야기할
수 있는 for 명령어들을 찾을 수 있다. 본 실시예는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해법을 응용하도록 할 수
있는 쉬운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능케 한다.

<35>

2. XPath 언어는 W3C가 추천하는 이미 받아들여진 표준이다. 또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무료인
(LGPL) XPath 구현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맨 밑바닥부터 설계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들과 비교할 때 본 발명이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덜 요구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36>

3. 본 실시예는 소스 코드의 완전 자동화된 분석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본 출원이 사용자의 어떠한 배경 지식
도 요구하지 않으며, 분석을 위해 코드를 변경하거나 모델링을 하는 어떠한 작업도 요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어떤 특성 명세(요구사항)가 주어진다면, 본 분석은 대부분 컴파일 시간과 같은 순서로 일반적으로 테
스팅보다 빠르며, 그것은 어떤 테스트 상황의 생성 등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정적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기술의 부분들을 제안한다.

<37>

데이터의 XML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는 질의들이 XML 표현에 대해 수행되도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XML 표현의 데
이터 구조를 생성하는 것만을 포함할 수 있다.

<38>

추가적인 국면에서,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이 상기한 방법에 따라 수행되도록 제어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실 시 예
<51>

모델 검사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 내의 정적인 소프트웨어 버그를 검출하는 데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도 1의 플
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이제 설명될 것이다. 이 플로우차트가 순차적인 단계들의 플루우로서 묘사되고 있지만, 실
제 몇몇 단계들은 병렬로 수행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도 1의 22 단계와 24 단계는 병렬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52>

도 2에 도시된 예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보자. 이 예제 프로그램은 도 3에 도시된 추상 문법 트리(AST)로
자동으로 변환된다(20). AST는 라벨링된 트리이며, 여기서 노드들이 프로그램의 오퍼레이터들에 의해 라벨링되
고, 리프(leaf) 노드들은 그 연산자의 피연산자들(즉, 변수들이나 상수들)을 나타낸다. AST는 프로그램을 파싱
(parsing)(즉, 읽어 들임)할 때 생성되는 중간 구조이며, 제어 흐름 그래프(CFG)의 자연스러운 전(前)단계이다.
AST 내의 모든 노드는 노드ID(미도시)라 불리는 유일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다.

<53>

다음으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CFG를 자동으로 생성한다(22). 본 예제에서는 AST로부터 생성한다. AST로부
터의 정보는 노드 ID들을 포함하여, CFG 포맷으로 번역된다. 이제 목표는 모델 검사 기법을 적용하여 오리지널
소스 코드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버그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CFG을 라벨링(주석을 다는)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XML 문서를 AST로부터 또한 생성한다(24). XML문서(도 5)는 AST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XML문서 또한 도 2의 AST와 완전히 동일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것도 역시 노
드 ID들을 포함한다. 이 XML 문서 내에서 노드 ID들은 "id"라는 항목을 포함하는 마커들에 의해 플래그(flag)된
다.

<54>

다음으로, 모델 검사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CFG에 라벨을 단다(26). 시간 논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의 XML
문서 버전을 질의함으로써 CFG 내의 위치들을 식별한다.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는 더 큰 구조 내(본 케이
스에서는 AST 내)에서 주어진 패턴(본 케이스에서는 트리 구조들)의 존재를 검사하는 행위이다. 트리 구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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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력하고, 복잡한 패턴들을 정의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접근은 추상 문법 트리 상의 패턴 매칭 프로
그램 구성요소에 기초한다.
<55>

본 발명의 핵심은 패턴 매칭 알고리즘과 질의 언어를 상이한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XML 문서 처
리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질의 언어로서 XPath를 라벨들을 식별하는 데에 이용한다. XPath(XML Path
Language)는 XML 문서의 어드레싱 부분에 대한 간결한 (XML이 아닌) 구문이며 매우 편리한 방법으로 트리 패턴
들의 상세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이용될 수 있을 때에 활용 가능한 무료의 (LGPL) 효율적인 구현들
(implementations)이 존재한다.

<56>

도 6은 트리 패턴들을 특정하기 위해 소스 코드의 XML 표현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의사 질의(pseudo quer
y)들을 보여준다. 첫 번째 질의는 변수 "f"가 정의되는 인스턴스(instance)들을 찾아낸다. 이 질의의 XPath 문
법 표현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57>

//Decl/Var[＠name='f']

<58>

두 번째 질의는 변수 "f"가 코드 내에서 사용되는 위치들을 찾는다. 도 5의 코드에 매치되는 이 질의의 단순화
된 버전의 XPath 문법 표현은 (단순화되어) 다음과 같이 읽힐 것이다:

<59>

//Compare //compare/*[＠name='f']]|//Assign/Op2/*[＠name='f']

<60>

상기 질의들은 노드 ID들을 반환하며, 그 노드 ID들은 그리고 나서

CFG내의 대응하는 노드 ID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각각의 질의는 그 질의가 매치되는 XML 문서 내에 포함되는 노드 ID들을 반환한다.

그런 다음에 CFG

상의 대응하는 위치는 CFG 내에서 동일한 노드 ID를 갖는 노드를 찾음으로써 쉽게 식별된다. 그 노드는 이제 질
의에 대응하는 적절한 라벨이 붙여진다. 그 결과인 라벨링된 CFG는 도 7에 보여진다.
<61>

이제 CFG가 라벨링되어 있기 때문에, 공지의 모델 검사 기법이 CFG에 적용되어 소프트웨어 버그들을 탐지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28).

<62>

추가적인 실시예가 이제 더 기술될 것이다.

도 8에서 우리는 AST의 일부분에 대한 XML 표현을 본다. 변수 i가

정의된 노드들을 찾는(매치시키는) 각각의 XPath 질의는 도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구성된다.
<63>

이 XPath 질의는 이제 CFG 내의 어떤 노드가 i_declared라는 라벨이 붙어야 할지를 정의한다. 우리가 도 8의
XML 부분에 질의를 적용하면, cfgid "33"의 <Decl> 노드가 라벨링 되어야 하지만, cfgid "47"번 노드는 그렇지
않다. 이 식별자 "33"을 갖는 CFG 내의 노드와 라벨은 적절히 연관되게 된다.

<64>

상기한 바와 같이, 소스 코드를 주석이 달린 모델, 주어진 특성들의 집합으로 변환하는 일은 몇 가지 단계들(단
계 20~28) 내에서 이루어진다. 소스 코드를 구문분석(parsing)하면 AST가 나오고, 그것은 CFG를 만들기 위한 선
행조건이다. 정적 분석 특성은, 구문분석 트리의 XML 표현에 대한 XPath 질의들을 사용해서, 어떤 노드에 라벨
이 붙어야만 할지를 결정하는 원자적인(atomic) 명제들을 정의한다. AST의 XML표현과 질의들은 XPath 엔진에 의
해 함께 사용되며, 어떤 원자적인 명제가 어떤 상태에서 참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CFG의 구조와
함께, 모델 검사 입력의 구성 단위들이 된다.

<65>

본 발명을 이용하는 특성의 입력 모델 변환과 코드의 일반적인 아키텍쳐는 도 10에서 도시된다.

<66>

본 방법을 최적화하기 위해, AST를 표현하는 XML 문서를 생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 대신에 질의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XPath 라이브러리에서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응하는 데이터 구조를 구성(build)한다. 이
러한 최적화 방법으로, XML 문서 전체가 한 단계에서 모두 생성될 필요가 없으며, 다음 단계에서 XPath 라이브
러리는 이러한 파일들을 다시 구문분석 해야만 한다. XPath 구조들로 직접 이동함으로써, 오버헤드가 절감든다.
이 변경사항은 도 10에서 AST와 XPath사이의 회색 연결로 표시되어 있다.

<67>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로 제공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될 때, 그것은 컴퓨터 시스템를

작동하여 상기한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컴퓨터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니터와
같은, 출력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자신만의 XPath 질의들을 실행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특성들(질의들)을 구축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질의 라이브러리들을 저장하기 위하여 저
장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의 일부는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수행될 수 있다. 다른 대안으
로는, 상기 방법은 컴파일 시간 동안에 수행될 수 있다.
<68>

본 발명은 OCaml 언어로 된 Frisch의 XPath 라이브러리[Fri00]와 같은, 질의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여, 관련된
패턴들에 대한 그 내부의 XML 데이터 구조들을 질의할 수 있다. XML과 XPath 모두 표준화가 잘 된 언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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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본 발명이 OCaml에 통합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
며, XML데이터에 대한 XPath 질의들을 실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한다.
<69>

본 발명은 C와 C++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 소스 코드에 적용될 수 있다. C나 C++과 유사한, Java와 같
은, 다른 명령 프로그래밍 언어(imperative programming language)들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기술은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어셈블리 언어들의 경우, 질의들은 저수준의 어셈블리 프로그램에서 비롯
된 퇴화된 AST에 대해서 덜 강력할 수 있다.

<70>

정량적 모델 검사(Quantitative Model Checking)는 최적의 행동양식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다. 원자적 명제들을
가지고 상태들에 주석을 달기보다는, 상기 모델은 상태(state)들과 상태 전이(transition)들에 대해 가중치를
갖는 주석이 달리게 된다. 본 문서에서 설명된 방법은 또한 정량적 모델 검사를을 위한 가중치 생성에도 사용될
수 있다.

<71>

일단 본 발명을 이용하여 버그가 테스트되면, 본 발명은 또한 왜 그 버그가 발생한지와 어떻게 고쳐져야 할 지
에 대한 설명을 주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류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오류가 발생하도록 이끄
는 잠재적 실행 경로를 포함해서 그 오류의 위치를 정확히 지적하는 자세한 설명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 사용자에게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다.

<72>

넓게 설명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권리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대
한 많은 변형 및/또는 수정 사항들이 이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 1의

몇몇 단계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순차적이 아니라 병렬로 수행될 수 있다.
<73>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분석의 일부로써 본 방법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아내는 작업, 보안상 취약점들을 찾아
내는 작업, 일반적인 프로그램 분석(즉, 프로그램에 대한 측정값의 계산) 및, 타이밍 분석(즉, 프로그램의 최악
수행 경우나 최적화를 위한 설명을 만듦)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74>

따라서 본 실시예들은 모두 예시적인 관점에 의해 고려되며 그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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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39>

도 11은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 공지의 라벨이 붙은 제어 플로우를 보여준다.

<40>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다음 도면들을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다.

<41>

도 1은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플로우차트를 나타낸다.

<42>

도 2는 예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나타낸다.

<43>

도 3은 도 2의 예제 프로그램의 추상 문법 트리이다.

<44>

도 4는 도 2의 예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프(CFG)이다.

<45>

도 5는 도 2의 예제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화된 확장성 생성 언어(XML) 표현이다.

<46>

도 6은 도 4의 CFG에 라벨을 붙이기 위해 도 5의 XML 표현에 적용될 수 있는 의사-질의(pseudo-query) 두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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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47>

도 7은 라벨이 붙은 CFG를 나타낸다.

<48>

도 8은 예제 소스 코드의 XML 표현에 대한 다른 예이다.

<49>

도 9는 도 8의 XML 표현에 적용될 수 있는 XPath 질의이다.

<50>

도 10은 코드의 일반 아키텍쳐와 특성 입력 모델 변환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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