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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PC   에 는 다양  로그램  용 여  용 는 사람들  늘어날수록 로그램

에  개 정보 등  출될 가능  매우 아지고 다. 라   사용 는 로그램에  정보 름  안전

   후에 개 정보  출  없는 안전  로그램  사용 야 다. 정보 름  안전   로그램 

내에  정보  름  안전 지 는 로 정보 름  안전  개 정보 출  없고 안전 지 않  개

정보 출  생  수 다. 본 문에 는 SAT 결 를 활용 여 정보 름  수 는  제시 다.

  보안 수  정된 변수를 포 는 로그램  제어  정보 름  나타내는 제 리식 로 변환 고,

SAT 결 를 용  제 리식 로  만족가능  여 를 판단 다. 판단된 결과를 통  로그램에  정보

름  안전 지 알 수 , 안전 지 않  경우 례를 생 여 어느 에  안전 지 않  지 알 수 다.

주제어 : 정보 름 , SAT 결 , 례, 제 리식, SSA 형태

Abstract As many people use internet through the various programs of PC and mobile devices, the possibility 

of private data leak is increasing. A program should be used after checking security of information flow. 

Security analysis of information flow is a method that analyzes security of information flow in program. If the 

information flow is secure, there is no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flow not secure, 

there may be a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analyzing information flow 

that facilitates SAT solver. The method translates a program that includes variables where security level is set 

into propositional formula representing control and information flow. The satisfiability of the formula translated 

is determined by using SAT solver. The security of program is represented through the result. Counter-example 

is generated if the program is not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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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스마트폰의 열풍으로 PC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

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많아졌으며 다

양한 앱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앱들이 정보 출에 안 한지 알지 못하며 불

안감을 가지고 있다[3,18,19].

앱에서 개인정보가 출하는지에 해서는 정보흐름

분석으로 알 수있다. 정보흐름 분석은보안 수 을 여러

단계로 정의하고, 로그램의 각 변수에 해 합한 보

안 수 을 배정한 후높은보안 수 을 갖는 변수로 부터

낮은 보안 수 을 갖는 변수로 정보가 흐르는지 분석하

는 것이다. 만약 보안 수 이 높은 변수에서 보안 수 이

낮은 변수로 정보의 흐름이 발생한다면 험한 정보흐름

이 존재하며 정보의 출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흐름의 안 성분석 방법은 70년 Denning이

로그래 언어의 구문 수 에서 검사하는 방법[5]과

Lattice 모델을 이용해 여러 보안 수 을 나타내는 방법

[4]을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로그램

언어 수 에서 정보흐름의 안 성 연구는데이터 흐름분

석(data flow analysis)[6], 타입 시스템(type system)[7,8]

기반의 분석, 요약 해석(abstract interpretation)[17] 등으

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데이터 흐름분석을 이용하

는 방법은 최 화와 정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을

정보흐름 분석에 이용한다[6]. 타입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보안 수 을 타입으로 간주하고 안 한 정보흐

름이발생할수 있도록 타입시스템을 구성한 후타입 검

사를 하여 안 한 정보흐름이 발생하는지 검사한다. 의

미론에 기반을 둔 방법은 타입을 기반으로 한 분석의 정

확성을 높이기 해 좀 더 세 한 분석을 의미론에 기반

하여 수행한다[9, 10]. 정 분석이나타입 시스템을 이용

하는방법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논리에기반을둔 방법

들이 제안되었다. Hoare-like 논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서 간단한 명령형 언어에서 논리 으로정보흐름을 표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1]. 검증조건을 생성하는 방법

[12]은 로그램에 한 검증 조건을생성하여 정리증명

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안 한 로그램을 안 하지 않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무 많아 정 성이 떨어지며 다양한

로그램 특성에 따라 설계가 복잡하고 어렵다.

본 논문은 로그램의 오류를 찾아내는데 사용되고

있는 SAT 해결기(boolean satisfiablity solver)[13,16]를

정보흐름 분석에 용하여 안 성을 검사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이 방법은 논리식의 만족가능(satisfiable) 여부를

별함으로써 로그램이 안 한 정보흐름을 가지는지,

아니면 험한 정보흐름을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만약,

로그램이 안 하지 않은 정보흐름을 가지는 경우에는

반례(counter-examples)를 생성하여 안 하지 않음을

알려주어 분석의 정 성을 높일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AT 해결기를 이용하여 정보흐름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분석에 필요

한 명제논리식을 구문 구조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명제

논리식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5장에서 제를 통

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확인한다. 마지막으로 6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정보 름  안전   

보안성이 높은 정보를 출하는 로그램을 정보흐름

의 안 성이 낮다고 말한다. 정보의 출은 명시 출

과 묵시 출로 나 수 있다[14]. 변수 l이 보안수

low, 변수 h가 보안수 high일 때 [l:=h]와 같은 배정문

은 높은 보안 수 을갖는 변수인 h로 부터 낮은보안 수

을 갖는 변수 l로 값이 배정되므로 정보 출이 발생하

고 이러한 경우를 명시 정보 출이라고 한다. 묵시

정보 출은 if문이나 while 문에서 발생할수 있는데,

를 들어변수 p가 높은 보안수 을 가질 때 if [p=1] then

[z:=1] else [z:=0]과 같은 if문의 경우 z의 값에 따라 높은

보안 수 을 갖는 변수 p의 값이 1인지 아닌지 알 수 있

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묵시 정보 출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출의 여부를 찾기 해서 정보

흐름 분석으로 로그램의 안 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SAT 해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SAT 해결기

를 이용하여 정보흐름의 안 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Fig. 1]과 같이 로그램을 SSA 형태(static single

assignment form)로 변환하고, 다시 명제 논리식

(propositional logic formula)[15]으로 변환한다.



Security Analysis of Information Flow using SA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55

[Fig. 1] Process of Secure Information Flow Analysis

using SAT

[Fig. 1]에서 SSA Translator는 R. Cytron[2]이 제안

한 방법으로 로그램 코드를 SSA 형태의 코드로 변환

한다. SAT Translator는 SSA 형태의 코드를 명제 논리

식으로 변환하고, SAT 해결기를 이용하여 명제 논리식

의 만족가능(satisfiable) 여부를 별하여 로그램이 안

한 정보흐름을 가지는지, 아니면 험한 정보흐름을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정보흐름 분석을 설명하기 해 [Fig. 2]와 같이 정보

수 을 명시할 수 있는 선언문과 print문이 추가된 간단

한 While 로그래 언어를 사용한다.

Program ∈Pr

  

Variable ∈

Declaration     

  

Statement ∈

    

 if    

Variable ∈

Arithmetic ∈

Expression       

Conditional ∈

Expression           ≤     ∧

[Fig. 2] Syntax of While Programming Language

구문 prog는 변수 선언 부분과 문장 부분으로 나 어

진다. 선언 부분 dec는 문장에서사용되는변수를 선언하

며, 이 때 변수의 보안 수 을 설정한다. 보안 수 은 여

러 단계로 나 수있지만본 논문에서는높은 수 의 경

우 high, 낮은 수 의 경우 low, 보안수 을 알 수 없을

경우 unknown으로 설정한다. 를 들어, high h:=10의

의미는 변수 h의 보안 수 은 high이고 기의배정된 값

은 10이라는것이다. 문장 s는 배정문, skip 문, 문장의 결

합, if 문, while 문, 산술표 식의 값을출력하기 한 문

장인 print문 등으로 구성된다. 정보 출은 주로 print

문에서 발생한다. print문에서 출력되는 산술 표 식의

보안 수 에 따라 정보 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산술 표 식 a는 기본 인 정수형 값이나 변수, 는 산

술 표 식들 간의 연산을 나타낸다. 산술 표 식에는 +,

-, *, / 등의 연산자가 포함될 수 있다. 조건 표 식 c는

if 문이나 while 문에서 조건 단을 해서 사용된다. 조

건 표 식 c는 true, false 와 같은 진리값과 산술 표 식

간의 계 연산이나 조건 표 식 간의 불리언 연산을 포

함할 수 있다.

[Fig. 2]의 While 언어 구문으로 부터 간단한 로그램

을 작성하면 [Fig. 3]과 같다.

1 [high h:=10];

2 [low l:=0];

3 [unknown p:=10];

4 [low t:=1];

5 [unknown e:=0];

6 [low z:=0];}

7 [l:=h+t];

8 if [p=1]

9 then {[z:=100];[z:=t]}

10 else {[z:=e]};

11 [print z];

[Fig. 3] While Language Program Example

[Fig. 3]의 제 로그램을 SSA Translator를 사용하

여 SSA 형태로 변환하면 [Fig. 4]와 같다.

1 [high h0:=10];

2 [low l0:=0];

3 [unknown p0:=10];

4 [low t0:=1];

5 [unknown e0:=0];

6 [low z0:=0];}

7 [l1:=h0+t0];

8 if [p0=1]

9
then {[z1:=100];

[z2:=t0]}

10
else {[z1:=e0];

[z2:=z1]};

11 [print z2]

[Fig. 4] SSA Form

3. 정보 름    제 리식 

SAT 해결기로 정보흐름 분석을 다루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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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의 명제 논리식 구문을 사용하여 SSA 형태의

로그램을 명제 논리식으로 모델링해야 한다.

∈Pr  

∈  ↔ → ∧ ∨  

[Fig. 5] Syntax of Propositional Logic Formula

명제 논리식의 연산자의 우선순 는 ￢가 가장 높고

∧, ∨, ⟶, ⟷ 순으로 높다. x는 논리식 변수로 로그램

변수에 응된다. xc의 경우 조건 표 식을 논리식의 변

수로 변환한 형태이다.

변수의보안 수 을 다룰때는 보안 수 이높을 경우

진리값 참 값인 T로 모델링되고 보안 수 이 낮을 경

우 거짓 값인 F로모델링된다. 선언되는변수 x의 보안수

에 따라 보안수 이 high일 경우 x⟷T, low일 경우 x

⟷F와 같은 논리식으로 표 한다.

배정문에 해서는 배정문의 := 기호를 기 으로 왼쪽

을 lhs(left hand side)로 오른쪽을 rhs(right hand side)라

고 하면 rhs가 높은 보안수 을 갖고 lhs가 낮은 보안수

을 가질때만 정보흐름이 안 하지 않다. 그런데 rhs는

산술식으로서 보안 수 이 다양한 여러 개의 변수를 이

루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여러 개의 변수 보안 수

이 높은 변수가 rhs의 보안수 을결정한다. 이를논리식

함축(implication)으로표 하면<Table 1>와 같다. 를

들어 x:=y+z와 같은 배정문에 해서는 y+z의 보안수

은 논리식 y∨z로나타낼 수 있고, 배정문은 논리식 y∨z

⟶x로 나타낼 수 있다.

lhs rhs rhs⟶lhs Security

T(High) F(Low) T(High) O

F(Low) T(High) F(Low) X

T(High) T(High) T(High) O

F(Low) F(Low) T(High) O

<Table 1> Modeling of information flow for assignment

statement using implication

s1;s2와 같은 문장의 연속의 경우 s1에서 생성된 논리

식과 s2에서 생성된 논리식이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따

라서 s1으로부터 생성된 논리식을 f1, s2로부터 생성된 논

리식을 f2라 할 때, s1;s2를 한 논리식은 f1∧f2다. skip

문장의 경우 정보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논리식으로

변환이 필요 없다.

print a 문의 경우에는 a가 변수이면서 high를 가지면

안 되므로 a⟶F와 같은 논리식이 생성된다. a가 x와 y를

구성하는 문장의 경우 산술 표 식 a로부터 보안수 이

낮은 표 출력으로 정보흐름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

다. 배정문과 유사하게 산술식 a를 구성하는 변수 보

안수 이 높은 변수가 산술식 a의 보안 수 을결정한다.

따라서print a의경우 x∨y→F와같은논리식이생성된다.

if문의 경우 묵시 정보 출과 명시 출의 경우

를 구분하여 논리식으로 생성함으로써 정보흐름이 안

한지 검사해야 한다. if 문에서 묵시 정보 출은 조건

문의 변수 하나라도 보안 수 이 high일 때 참, 거짓

에 상 없이 발생하므로 then과 else 의 정보흐름을 표

해야한다. if 문의 조건 의 변수와 then 과 else 의

배정문 lhs로의 정보흐름을 검사해야 한다. [Fig. 4]의

경우, if 문의 조건 의 변수 하나라도 높은 보안수

을 가지는 논리식은 ￢(p0⟷F)로 표 된다. then 을

한 논리식은 F⟶z1, t0⟶z2로 표 되고, else 을 한 논

리식은 e0⟶z1, z1⟶z2로 표 된다. 한 p0로부터 then

과 else 에서 배정을 당하는 변수로의 흐름을 나타내기

해 p0→z0, p0→z1의 논리식으로 표 된다.

if 문에서 명시 정보 출이 발생할 때의 정보흐름

을 논리식으로 나타내기 해서는 if 문의 조건 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를 나 어 고려해야 한다. if 문의 조

건 이 참일 경우 then 의정보흐름의 논리식은 (F⟷z1)

∧(t0⟷z2)로표 되고, 거짓일 경우 else 의 정보흐름의

논리식은 (e0⟶z1)∧(z1⟶z2)로 표 된다.

while 문의 경우는 반복될 때마다 변수간의 정보흐름

의존이 변한다. while 문의 몸체에서 변수간의 정보흐름

의존 계를 정보 의존 그래 로 나타낸다. while 문을

충분한 횟수 k 만큼 반복한다면 변수간의 정보흐름 의존

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의 반복

횟수를 k라 했을 때 while 문의 정보흐름을 논리식으로

나타내기 해서는 우선 while 문을 첩된 if 문으로 변

환한다. 변환된 if 문은 while 문을 k번 반복한 것과 동일

한 의미를 갖는다. k는 실제 로그램 실행 시 while 문

을 반복하는 횟수보다 클 수 있다. 이 게 k를 고려함으

로써 정보의 흐름이 안 하지만 안 하지 않다고 거짓

경보를 수 있다. 즉, 분석의 완 성(completeness)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안 성(soundness)은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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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리식 생

While 언어 구문에서 SSA 형태를 거쳐 [Fig. 5]에 정

의된 명제 논리식 구문으로 변환 규칙에 따라 논리식을

생성한다. 논리식을 생성할 때 변수가 새로 생성될 때마

다 변수를 구분하기 해 인덱스가붙도록 While 언어로

부터 명제 논리식을 생성해야 한다. 이를 해 변수로부

터 재 변수의 인덱스로의 사상을 I로서 정의한다.

∈→

변환 규칙에서 I는 변수가 새로 정의될 때마다 변수에

새로운 인덱스를 붙이거나 기존에 정의된변수를 사용할

때 인덱스를 붙이기 해 사용된다. 는 x의 재 인

덱스를 반환한다. ↦는 I에서 변수 x의 인덱스를 i로

갱신한다는 의미이다. 논리식 변환을 한 함수는 다음

과 같다.

⊆

⊆

→ × →
→ × →
→ ××× →×× 
→  ××× →×××
→  ××× →××

[Fig. 6] the function for translate to logic formula

산술식을 변환하기 해서는 [Fig. 7]의 변환함수 →

를 사용한다. 변수는 재의 인덱스를 첨자로 갖는 논리

식 변수로, 상수는낮은 보안 수 L을나타내는 진리 값

F로, 그리고 산술연산자가 포함된 산술식은 산술식의 피

연산자 가장 높은 보안 수 이 산술식의 보안 수 을

정할 수 있도록 변환된다.

if 문이나 while 문에서 사용되는 조건 표 식은 [Fig.

7]의 변환함수 →를 이용한다. 조건 표 식의 참, 거짓

은 논리식의 T, F로 변환된다. 조건 표 식 계연산

자나 불리언 연산자가 포함된 표 식은표 식을 나타낼

수 있는 논리식 변수로 변환된다. 를 들어 x0==1와 같

은 조건 표 식은 x0eq1와 같은 논리식 변수로 변환된다.

이 때 함수 가 사용된다.

선언 부분의 변환은 [Fig. 8]의 변환함수 →가 사용

된다. 선언되는 변수 x의 보안수 에 따라 x0⟷T나 x0⟷

F의 논리식이 생성되고, 제어와 정보흐름을 나타내는 ff

집합에 포함된다.

Arithmetic Expression

Condition Expression

[Fig. 7] Transformation rules for arithmetic 

expressions and conditional expressions

문장 부분을 변환하기 에 while 문을 if문으로 변환

해야 한다. 변환은while 문 가장 첩된안쪽의 while

문부터 바깥쪽의 while 문 순으로 변환한다. 변환 시

[Fig. 9]의 unroll 함수를 사용한다. unroll 함수에서 의존

계 그래 를 생성한다. 의존 계 그래 를 생성하면서

의존 계 그래 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반복 횟수가 k

일 때를 구한다. while 문이 k번 만큼 반복된 것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while문을 첩된 if문으로 변환한다.

로그램에포함된while 문을 모두 if 문으로 변환한 후 변

환함수 →를 용하여 논리식을 생성한다.

배정문의 경우 정보흐름의 안 성 검사와 정보흐름을

모두 나타내는 논리식을 생성해야 한다. 안 성 검사를

한 논리식 생성시 배정문의 lhs를 해 재 인덱스 i

를 구하고, rhs를 해 →를 통해 산술식 a를 한 논리

식을 구하여 논리식 fc를 생성하여 검사를 한 논리식

집합 fc에 포함시킨다. 정보흐름을 한 논리식 생성시

lhs를 해 재 인덱스 i를 구하여 1 증가시키고, rhs를

해 구한 논리식 fc를 가지고 ff를 생성하여 정보흐름을

한 논리식 집합 ff에 포함시킨다. 문장의 연속 S1;S2에

해서는 S1이 변환되는 간 과정을 나타내는 comp1

규칙, S1이 다 변환된 경우를 한 comp2 규칙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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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ansformation rules for statements and helper functions

여 논리식을 생성한다. if 문의 정보흐름 안 성 검사를

해서는 묵시 출검사, 명시 출 검사 then

이 실행될 때, 명시 출 검사 else 이 실행될 때

를 나 어 생성해야 한다. 우선 if 문의 조건 c를 나타

내는 논리식 fcond와 명시 인지 묵시 인지 구분하기

한 논리식 cc를 생성한다. then 과 else 의 정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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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을 각각 검사했을 때를 나타내는 fcthen, fcelse를 구

한다. then 에 한 변환함수를 용한 후와 else 에

한 변환함수를 용한 후의 인덱스 맵 Ithen과 Ielse의 인

덱스 깊이가 다를수 있다. 여기서 인덱스 깊이가 같다는

것은 두 인덱스 맵에서 같은 변수의 인덱스는 같은 값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를 들어 모든 변수 x에 해

Ithen의 변수 x의 인덱스 Ithen(x)와 Ielse의 변수 x의 인덱스

Ielse(x)가 같으면 Ithen의 깊이와 Ielse의 깊이가 같다고 한

다. 인덱스 깊이를 같게 하기 해 adjustDepth 함수를

사용한다. 인덱스 깊이가 같아진 fc’then과 fc’else를 이용해

if 문의 명시 정보 출을 나타내는 논리식을 생성할

수 있다.

doLoop function

depGraph function

unroll function

[Fig. 9] function unroll to translate while statement

into if statements

논리식 fcexpthen은 묵시 출이 발생하지 않고(￢cc)

then 이 실행될 때(fcond) fc’then이 검사돼야 함을 나타낸

다. 논리식 fcexpelse은 묵시 출이 발생하지 않고(￢cc)

else 이 실행될 때(￢fcond) fc’else이와 같은 정보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묵시 정보 출 검사를

한 논리식 fcimpif는 묵시 출이 발생하면(cc) then 이

검사되고 (fc’then) else 이 검사되며(fc’else) then 로의

묵시 출이 검사되고(fcimpthen) else 로의 묵시

출이 검사돼야(fcimpelse)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5. While 언어 로그램  정보 름

본 장에서는 제 로그램으로 정보흐름의 안 성

분석을 설명한다. [Fig. 3]의 로그램을 SSA 형태의

로그램으로 변환하면 [Fig. 4]와 같으며 명제 논리식 생

성기인 SAT translator를 이용하여 SSA 형태의 로그

램을 [Fig. 10]와 같은 명제 논리식으로 변환한다.

1 h0⟷T

2 l0⟷F

3

4 t0⟷F

5

6 z0⟷F

7 (h0∨t0⟶l0)

8 ￢(p0⟷F)⟶(F⟶z1)∧(t0⟶z2)∧(e0⟶z1)∧(z1⟶z2)∧(p0⟶z0)

∧(p0⟶z1)

9 (p0⟷F)∧(p0e1)⟶(F⟶z1)∧(t0⟶z2)

10 (p0⟷F)∧(￢p0e1)⟶(e0⟶z1)∧(z1⟶z2)

11 z2⟶F

[Fig. 10] Propositional logic formula of Fig.4

생성된 각 논리식의 문장을 sn으로 나타날 때, (s1∧s2

∧...sn)가 SAT 해결기에서 만족 가능할 경우 안 한 실

행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로그램을 의미하며 안 한

로그램이 되게 하는 로그램 변수와 로그램 실행

경로의 반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논리식 (s1∧s2∧...sn)

의 만족가능성만으로 로그램의 정보흐름이 안 하다

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석에 유용한결과를

얻기 해서는 로그램이 안 하지 않은지, 즉 ￢(s1∧s2

∧...sn)이 만족가능한지 단함으로써 로그램이 험

하다는 것을 단할 수 있다.

[Fig. 10]의 논리식을 1행부터 11행까지 s1 부터 s11로

나타내고명제 논리식을￢(s1∧s2∧...s11)로 SAT 해결기

를 통해 실행하 을 때, 정보흐름이 안 하면 아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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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가 없으며 안 하지 않으면 <Table 2>와 같이 반

례가 나타난다. 따라서 제 로그램은 정보흐름이 안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h0 t0 l0 l1 p0 p0e1 e0 z0 z1 z2

s1 T F F T F T T F F F

s2 T F F T F T F F F F

s3 T F F T F F T F T T

s4 T F F T F F F F F F

s5 T F F T T T F F F F

<Table 2> Counter-Examples

<Table 2>의반례를통해 어느 변수가정보흐름에 안

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 s1부터 s4 까지 p0가 F이므로

제 로그램 8행의 if 문에서 명시 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에 비해 s5부터는 p0가 T이므로묵시

출이 발생함을 나타낸다. s1을 통해 어떤 실행에서

7행 문장이 h0가 T이고 l0가 F 이므로 안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안 하지 않은

정보흐름이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다. s3의 경우 어떤 실

행에서 7행 문장이 h0가 T이고 l0가 F 이므로 안 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p0e1이 F이므로 if 문의 else 이

실행될 때 e0가T가될 경우 z0가 F이므로 else 의 배정

문 z1:=e0에 의해 if 문의 명시 출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비해 안 한 로그램을 안 하지 않다

고 분석하는 경우는 없으며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반례

를 통해 알수 있고다양한 로그램 특성에 따라설계가

쉽다.

6. 결론

스마트폰의 열풍으로 PC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

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많아졌고 다양

한 앱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용하고있으나 로그램의

안 성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SAT 해결기를 이용해서 로그램 코드에

서 정보흐름의 안 성을 검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안 성 검사를 해 로그램을 SSA 형태로 변환하고

SSA 형태의 로그램을 명제 논리식으로 변환하 다.

명제 논리식의 구문 구조를 정의하 고 변환하기 한

규칙을 제안하 다. 그 결과 SAT 해결기를 이용하여 변

환된 명제 논리식으로 로그램의 정보흐름이 안 한지

검사할 수 있었다. 정보흐름이 안 하지 않은 경우 안

하지 않은 반례를 생성하여 어느 부분의 정보흐름이 안

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 제안한 방법은 While 언어를 정의하여

제 로그램으로 설명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안드로이

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앱의 정보흐름의 안 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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