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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1.

구간 을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버퍼오버런 분석기는 루프에서 많은 허위경보를 발생시킨다 이(interval) .

러한 허위경보들은 대부분 루프의 시작지점에서 적용되는 넓히기 연산 때문에 발생한다(widening)[3] .

넓히기 연산은 루프의 분석이 종료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산이지만 루프내에서 변화하는 변

수들의 값을 그 변수가 루프내에서 가질수 있는 모든 값을 포함하는 값으로 어림잡는다 예를 들어 다.

음 프로그램을 보자C .

구간 도메인을 사용하는 버퍼오버런 분석기 이하 분석기 는 위의 루프내의 모든 버퍼 접근에 대하여 경( )

보를 발생한다 분석기는 루프의 조건식으로부터 변수 가 루프를 돌때마다 씩 증가하고 최대 번까지. j 1 8

변화한다는 것은 알수 있지만 변수 와 와 사이의 관계 가 증가할때마다 와 는 씩 증가한j d, j pd (j 1 d pd 8

다는 사실 는 유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석기는 포인터 변수 와 가 루프 내에서 번 변화) . d pd 8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무한번 변화할수 있다고 근사시킨다 때문에 루프내에서 와 가 가리키는, . d pd

주소에 접근하는 모든 식들에 대하여 버퍼오버런 가능성을 보고하게 된다 이로써 위의 예와 같이 분석.

기는 루프의 실행 횟수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루프에서 조차도 많은 수의 허위경보(iteration number)

가 발생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루프에서 발생하는 허위경보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

해결방법2.

정적 프로그램 분석기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과적일 수 없다 한 예로 구간도메인을 이.

용하는 퍼오버런 분석기는 많은 상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유용함이 밝혀졌지만 루프내에서 버퍼에 접[6]

근하는 방식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허위경보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확도.

1) 이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을 밝힙니다21 .

char p[64];

char d[64];

char* pd = &p[0];

for (j = 0; j < 8; j++)

{

d[0] = (pd[0]+4)>>3;

d[1] = (pd([1]+4)>>3;

…

d[7] = (pd[7]+4)>>3;

d += 8;

pd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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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자세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더 자세한 분석방법은 분석.

비용을 증가시켜서 분석기의 확장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일관되게 자세한 분석을 모든 프로그램의 분석.

에 적용하는 것은 자세한 분석이 필요없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분석비용을 증

가시키므로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분석기의 전체적인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실제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의 허위경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요약해석 분석결과를 정교.

화 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의 가벼운 분석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분(abstract interpretation refinement) .

석하여 얻은 분석결과에서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한 후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시

분석하는 방법이다 요약해석 분석결과를 정교화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확도 향. . 1)

상이 필요한 프로그램 부분을 기존의 것보다 정확한 요약 실행 함수 으로(abstract semantics function)

재분석 하는 방법과 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프로그램 부분 를 으로 변형하여 결과적으로 기존의, 2) p p’

요약 실행 함수가 더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첫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루프를 재분석 하였다.

요약해석 정교화를 실제 사용 프로그램 분석에 적용하려면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정교화를 통하여 정확도를 높이려는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

특정 정교화 방법이 모든 종류의 허위경보를 제거하는데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허위.

경보를 일으키는 루프들 중 바운드 루프를 대상으로 잡았다 둘째 정교화를 위해 선택된 프로그램 부분. ,

들 중 재분석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정확도가 올라갈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야 한다 우리의 실험결과.

정확도가 더 올라갈 여지가 도저히 없는데 다시 분석하는 것은 정교화의 성능을 많이 떨어뜨렸다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은 기존의 분석결과를 보고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대상에 적합한 효율적인. ,

재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보통 정교화를 적용할 대상이 명확히 정해지면 효율적인 재분석 설계가. ,

쉬워진다.

우리는 루프 관련 허위경보 제거에 요약해석 정교화 방법을 응용하였다 일단 프로그램은 기존의 구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된다 그 후에 분석된 결과를 보고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만을 판단하고.

더 자세한 분석을 적용했을시 정확도가 올라갈 부분만을 다시 추려낸 후 재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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