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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소프트웨어 보안 및 안전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 뜨거운 감자다.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 모두에서 소프트웨어 검증문제는 여전히 어려

운 과제이다. 아직까지 컴퓨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

단과 검증에 대한 단 하나의 완벽한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컴퓨팅의 초기 시대부터 Alan Turing이나 Henry 

Rice 등이 지적한 대로 소프트웨어 예측기술의 이론적인 

한계는 분명하다. 하지만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소프

트웨어 분석/검증 기술이 발전해왔다.

첫 번째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예측해서 취약

점이나 결함을 찾아내 수정하는 것이다. 소스코드나 바

이너리 코드의 동작을 예측하는 기술은 정적분석 기법과 

정형검증 기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실용적인 도구들

도 시중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정적분석 도구는 검출률

(Recall Ratio)과 정탐률(Precision)에 대한 꾸준한 개선으

로 시큐어코딩[1] 진단 등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

아가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오탐 처리나 수정 노력을 

도와주는 대안들도 등장하고 있고[2-4], 이제는 소스코

드 뿐 아니라 바이너리코드를 진단하기도 한다[5].

두 번째로 주목받는 방법은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사

후에 결함을 찾아내기보다는 개발 시에 안전한 코드만 

작성되도록 특수목적 언어(DSL; Domain Specific 

Language)를 사용하는 것이다. 안전한 코드란 타입 안

전성과 메모리 안전성을 확보해서 해킹 위험을 제거

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DSL은 Emacs Lisp, MS 오

피스의 Visual Basic, 컴파일러 명세언어 Yacc과 Lex, 

Embedded SQL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안전한 코드 작성을 위한 DSL로는 C 언어의 변형인 

Cyclone이나 C++를 닮은 다중 패러다임 언어 Rust 등

이 개발되어, 이를 이용하면 타입 안전성이나 메모리 

* 종신회원

그림 1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

그림 2 바이너리코드 정적분석 도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6,7]. Cyclone과 Rust는 외장

형 DSL(External DSL)이라고 하는데, 독립적인 컴파

일러를 가지기 때문에 외장형 DSL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는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호스트 언어로 활용하여 내장형 DSL을 개발하고 이

를 통해서 안전한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일찍이 

C++나 Lisp의 메타프로그래밍 기능을 이용하여 내장

형 DSL(Embedded DSL)2)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는데, 

외장형 DSL을 개발하는 부담을 덜면서 호스트 언어

2) 일부에서는 “embedded DSL”이 “embedded software”와 혼동되기 

때문에 “internal DSL”을 선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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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비교적 잽싸게 DSL

을 개발할 수 있다[8]. 즉, 호스트 언어의 구문, 합성 

능력, 타입 능력, 컴파일러 등을 활용하여 라이브러리 

형태의 내장형 DSL을 개발한다. 새로운 구문, 타입시

스템, 런타임 시맨틱스, 코드 생성기 등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DSL 개발의 지름길로 

여겨진다.

본 고에서는 최근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내장형 

DSL 개발에 대하여 Template Haskell[9]을 중심으로 설

명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내장형 DSL인 Ivory와 

Tower[10]를 소개한다. 또한 Ivory와 Tower 코드로부터 

자동생성되는 안전한 C 코드로 개발된 해킹불가 드론을 

설명하고 이 기술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2. Template Haskell을 이용한 메타 
프로그래밍

내장형 DSL을 이용한 안전한 C 코드 생성을 위해

서는 좋은 호스트 언어가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요

소가 메타 프로그래밍 능력과 강력한 타입 시스템이

다. 메타 프로그래밍은 DSL로 작성된 응용 로직이 호

스트 언어 안에서 컴파일되고 실행되도록 한다. 강력

한 타입 시스템은 DSL로 작성된 응용 로직의 타입검

사를 통해서 DSL 코드의 타입 안전성을 보장해준다.

그런 점에서 Haskell은 가장 좋은 호스트 언어 중 

하나이다. Haskell은 순수 함수 언어로서 지연 연산

(lazy evaluation), 패턴 매칭, 리스트 표기법, 타입 클

래스, 다형성 타입 등 현대적인 언어 특징을 제공한다. 

Template Haskell을 통한 컴파일시간 메타 프로그래밍과 

그림 3 얕은 임베딩

Hindley-Milner 타입추론에 기반한 강력한 정적 타입 

시스템(strongly static type system)은 내장형 DSL을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호스트 언어에서 특정한 내장형 DSL을 작성하는 방

법은 얕은 임베딩(shallow embedding)과 깊은 임베딩

(deep embedding)이 있다. 다음은 Haskell에서 아주 간

단한 내장형 DSL인 Expr을 개발하는 예를 보여준다.

그림 3은 얕은 임베딩을 통해 산술식 언어 Expr을 

개발한다. 얕은 임베딩의 특징은 기존의 타입을 그대

로 이용하여 라이브러리 모듈 Shallow를 만들어낸다. 

산술식 ‘3 * 2’를 표현하는 Expr은 (mult (num 3) 

(num 2))와 같은 함수적용식로 표현되고 연산 함수 

evalDsl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연산된다.

그림 4는 깊은 임베딩을 통해 산술식 Expr을 개발

한 모듈 Deep을 보여준다. 이때 Expr은 내장형 DSL

로서 새로운 Haskell 타입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산술

식 ‘3 * 2’를 표현하는 Expr은 (Mult (Num 3) (Num 2))

와 같은 추상구문트리(Abstract Syntax Tree)로 표현되

고 연산 함수 evalDsl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연산된다.

깊은 임베딩의 경우 내장형 DSL의 구문을 Haskell 

타입으로 정의하고 추상구문트리를 데이터로 저장하

거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생성에 적합하다. 

연산 목적이 아닌 코드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장형 

DSL은 깊은 임베딩으로 구현된다.

얕은 임베딩과 깊은 임베딩의 차이는 내장형 DSL 구문

을 함수로 표현하느냐 새로운 타입으로 정의하느냐이다. 

즉, 내장형 DSL 코드를 연산할 때 함수 적용식을 대상으로 

하느냐 추상구문트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달라진다. 

그림 4 깊은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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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장형 DSL을 구현하는 방식은 실행시간 다

단계 인터프리터 방식(MetaOcaml)과 컴파일시간 템

플릿 방식(Template Haskell, C++)이 있다[11]. 실행시

간 다단계 인터프리터 방식은 실행시간 메타프로그래

밍이라고 하는데, 실행시간에 연산하면서 DSL 코드

를 생성하고, 또 생성하면서 연산한다. 그러기 위해서 

MetaOcaml은 세 가지 구문을 제공하는데, 쿼시쿼터 

.<e>., 이스케이프 .~e, 코드실행 .! 이다. 컴파일시간 

템플릿 방식은 컴파일시간 메타프로그래밍이라고 하

고, 컴파일시간에 매크로 확장을 하면서 타입 안전성

을 검사한다. Template Haskell은 쿼시쿼터 [| e |] 와 

스플라이스(이스케이프에 해당) $e를 제공하는데, 컴

파일시간이기 때문에 코드실행 구문 대신에 추상구문

트리를 내어주는 runQ가 있다. 쿼시쿼터는 코드를 묶

어서 추상구문트리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고 스플라이

스는 묶음을 풀어서 다시 Haskell 코드로 환원하는 것

이다. 묶어진 코드를 쿼트된 코드라고 부른다. 쿼크된 

코드에 runQ를 수행하면 추상구문트리가 된다.

Template Haskell은 컴파일시간에 쿼시쿼터와 스플

라이스를 이용하여 DSL 코드 생성이 이루어지고 생

성되는 코드의 타입 안전성이 보장된다. 그림 5에서 

브라켓으로 묶인 코드를 타입 검사하면 $name을 검

사할 때 name에 바인드된 코드의 타입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문자과 문자열의 접합 연산은 타입오류

이다. 

그림 5 Template Haskell에서 타입 검사

그림 6은 타입 안전한 문자열 접합 코드의 추상구

문트리를 생성한다. 

그림 6 Template Haskell에서 추상구문트리 생성

이와 같이 Template Haskell에서 내장형 DSL을 정

의하고 타입 안전한 DSL 코드를 Haskell 추상구문트

리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그림 7의 타입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7 Template Haskell 타입시스템[11]

그림 7의 Template Haskell 타입시스템을 보면 Template 

Haskell의 타입 규칙은 타입 환경 Γ, 단계 n, 상태 s에서 

타입을 추론하면서 동시에 컴파일시간 코드 생성을 진행

한다. 단계 n은 코드가 쿼트될 때마다 감소하고 스플라이

스할 때마다 증가한다. 상태 s는 컴파일 상태(C), 쿼트 

상태(B), 스플라이스 상태(S)를 구별한다. BRACKET 규

칙은 쿼트된 코드의 타입 검사를 나타낸다. EscB와 EscC

는 쿼크된 코드를 스플라이스하는 수식에 대한 타입 검

사를 보여준다. 

3. Ivory: Embedded DSL

이제 안전한 C 코드 생성을 위해 개발된 내장형 

DSL의 사례로 Ivory를 살펴보자. 다른 목적으로 개발

된 안전한 C 코드 생성용 내장형 DSL에는 Copilot(임

베디드 시스템 모니터)[12], Feldspar(DSP)[13] 등이 

있다. Ivory는 앞서 설명한 Template Haskell을 이용하

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Haskell 컴파일러 툴체인을 사

용하는 타입 안전한 매크로 언어이다[10]. Ivory 코드

는 C99 부분집합 코드로 변환되며, 안전한 C 코드생

성을 위해서 힙할당 금지, 고정길이 배열, 포인터연산 

금지, 안전하지 않은 타입캐스팅 금지, void 타입과 

널 가능한 포인터 금지 등의 특징을 가진다.

Ivory 코드에 대한 타입검사는 메모리 안전성과 비

기능적인 동작 점검을 위해 이루어진다. 내장형 DSL

을 위한 타입검사는 호스트 언어로 특수목적 타입검

사기를 개발하거나 호스트 언어의 타입시스템에 특수

목적 타입검사기를 임베딩하는데, Ivory 타입검사기는 

Haskell 타입시스템에 임베딩되었다. Ivory 타입검사

기는 데이터 카인드, 타입 패밀리, 2단계 다형성

(rank-2 polymorphism)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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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Ivory는 타입검사로 보장할 수 없는 두 가

지 부류에 대하여 조건식(assertion)을 삽입하고 이에 

대한 검증은 차후에 모델체커나 기호실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버플로우/언더플로우, 0으로 

나누기 등 변수값 분석이 필요한 몇 가지 전형적인 점

검사항은 자동으로 조건식을 삽입하고, 기능적인 동작 

점검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조건식(precondition과 

postcondition)을 삽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Ivory의 

백엔드는 C 코드 생성기 뿐 아니라 모델체커나 기호실

행기를 위한 입력 생성기를 제공한다.

그림 8은 Ivory 코드 예를 보여준다. 오른쪽의 생성

된 C 코드에서 표시된 부분들이 Ivory 코드와 순서대

로 구조체 선언, 지역변수 선언, for 루프 등이 대응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Ivory는 또 하나의 내장형 DSL인 접착용(glueing) 

언어 Tower와 연동한다. Tower는 Ivory로 작성된 안전한 

구역과 시스템 구역 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즉, 프로

세스간 통신, 데이터구조 초기화, 시스템 클락, 프로세서 

잠금 뿐 아니라 멀티쓰레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쳐의 테스

크와 커넥션을 작성하는데 사용한다. 그 외에도 Tower는 

FreeRTOS, eChronous RTOS, AADL(Architecture Analysis 

and Design Language), graphviz 시각화도구를 위한 백엔

드를 제공한다. 그림 9는 Tower 코드로부터 생성된 시각

화 예제를 보여준다.

4. 해킹불가 드론

미국 국방연구기획청(DARPA)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킹이 불가능한 군

사용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내장형 DSL Ivory를 이용한 

안전한 C 코드 생성을 통해서 해킹이 불가능한 군사용 

드론 개발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14,15].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서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PixHawk 자동비행 컨트롤러에 검증된 RTOS를 탑재

하고, 비행조정 소프트웨어를 Ivory와 Tower를 통해 

생성된 안전한 C 코드로 교체하였다. 또한 생성된 안

전한 C코드에 대하여 정적분석 도구로 진단한 결과 

보안약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모델체커 등 검증도구

로도 검증하였다. 또한 개발된 드론은 해킹팀에 의해 

소스코드가 공개된 상태에서 해킹시도를 하였지만 실

패하였다. 이에 고무된 미국방부는 군사용 차량과 무

인 헬리콥터 등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8 Ivory 코드와 생성된 C 코드 예제

그림 9 Tower 코드와 시각화 예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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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고는 해킹이 불가능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설명

하였다. 정적분석 도구 등 비교적 성공적인 기술이 점

차 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지만, 장점이 많은 반면 한

계도 존재한다. 이처럼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진단하

는 것이 아닌, 개발 시에 안전한 코드를 자동생성하는 

기술은 심각한 시스템일수록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Template Haskell에서 내장형 DSL을 개발하여 안전

한 C 코드를 생성하면, 직접 C 코드를 작성한 후에 

정적분석 도구로 검증하는 것보다 수학적인 바탕 위

에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Template 

Haskell에서 개발된 Ivory는 해킹이 불가능한 드론을 

개발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고, 더 심각한 군사

용 무인차량이나 무인항공기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학적인 바탕 위에 검증된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는 기술이 시급히 발전되어야 함은 많은 공

감을 얻고 있지만, 성공적인 사례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 Template Haskell 기반 내장형 DSL 기술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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