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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로그램의 정적 검증을 위한 명세는 1차 술어 논리(First Order Logic)가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1차 술어 논리가 모든 정보를 표
현할 수가 없기에 이를 보완하기위해 양상논리(Modal Logic)를 사용할 수가 있다. 정적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양상 논리를 이용하
여 확장된 BML(Bytecode Modeling Language)은 BIRS로 변환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확장된 BML을 중간 표현 언어인
BIRS(Bytecode Intermediate Representation Specification)로 표현하기 위하여 BIRS 문법을 확장한다.

Ⅰ. 서론
자바컴파일러는 컴파일시 대부분의 오류를 판단하지만
판단하지 못하는 오류 또한 존재한다. 그러한 오류는 프로
그램 실행 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에 프로
그램 실행 전에 오류를 검출하는 정적 프로그램 검증이 필
요하다.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
어있다. 제안된 방법으로는 자바 바이트 코드에 명세를 추
가한 BML(Bytecode Modeling Language)[1]이 있다.
BML은 JML2BML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진코
드이며 명세 정보를 BML스펙에 부합되어 생성된 언어이
다. 바이트 코드와의 차이점은 2차 상수풀이 존재해 명세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검증엔 1차 술어 논리가 주로 사용되지만 표현의 한계가
존재해 양상논리를 추가해 보완할 수 있다. 양상논리는 술
어 논리에 시간적 개념을 추가하여 시간을 논리적으로 표
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BML에 양상논리를 추가하
면 더 많은 논리를 표현할 수 있기에 확장된 BML이 필요
하다[2].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서 확장된 BML을 중간언어 형
태인 BIRS(Bytecode Intermediate Representation
Specification)[3]로 변환 후 SMT-SOLVER를 이용할 수
있다.
BIRS는 자바 바이트 코드를 SMT-SOLVER에 입력을
하기위해 제안된 중간언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확장된 BML을 BIRS로 변환 하기 위한
BIRS의 문법 확장에 대해 설명한다. 2장에서는 확장된
BML을 BIRS로 표현하기 위한 문법을 설명한다. 3장에서
는 결과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설명한다.

Ⅱ. 확장된 BML에 대응하는 BIRS문법
확장
1. 양상논리가 추가되어 확장된 BML 스펙
표1은 BML에 양상논리를 추가해 확장된 BML의
formula_info의 내용이다. Next, Strong until, Weak
until, Always, Eventually 이 5가지의 연산자는 양상 논
리에서 사용되는 연산자이다. Next의 의미는 다음 상태에
서는 참이 된다. Always의 의미는 항상 참이다.
Eventually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어떤 상태까지 언젠가는 도달한다. Strong Until과 Weak
Until은 뒤의 연산자가 참인 동안에는 앞의 피연산자가 참
이라는 의미이다.
표 1. Formula_info 내용
........
Next
Strong until
Weak until
Always
Eventually
........

2. 확장된 BML 변환을 위한 BIRS문법확장
그림1은 BIRS에서 양상논리를 표현하기위해서 BIRS의
command에 modal을 추가하였다. modal을 문법에 추가
함으로써 프로그램 검증시 양상논리로 명세가 되어있음을
제시하여 적합한 절차로 검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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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Index : instr
| assert LogicalExpr
| assume LogicalExpr
| modal LogicalExpr

▶▶ 그림 1. 확장된 BIRS의 Command
그림2는 표1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BIRS의
LogicalExpr에 논터미널인 ModalExpr을 추가하였다.
ModalExpr은 5개의 터미널인 next, always, eventually,
strongUntil, weakUntil을 가지고 있다. BIRS의 논리식
표현에 비단말인 ModalExpr을 추가한 이유는 가독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LogicalExpr::==

T | F
| ArithExpr Relop ArithExpr
...
| ModalExpr

ModalExpr::==

next LogicalExpr
| always LogicalExpr
| eventually LogicalExpr
| LogicalExpr strongUntil

LogicalExpr
| LogicalExpr weakUntil
LogicalExpr

▶▶ 그림 2. 양상논리가 추가된 BIRS의 LogicalExpr
next, always, eventually은 LogicalExpr을 피연산자
로 하며 연산자 뒤에 위치한다. strongUntil과 weakUntil
은 앞과 뒤에 피연산자인 LogicalExpr을 둔다.
next는 LogicalExpr이 다음 상태에는 참이 된다를 의미
한다. always는 LogicalExpr이 항상 참을 나타내며,
eventually은 LogicalExpr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언젠가 도달함을 의미한다. strongUntil과
weakUntil은 뒤의 LogicalExpr이 참인 한 앞의
LogicalExpr은 참을 표현한다.
위의 문법을 통해서 양상논리로 명세가 추가된 확장된
BML을 검증이 가능하다. modal LogicalExpr에서 양상논
리로 명세가 되어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ModalExpr 은
LogicalExpr에서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양상논리 연산자
를 알 수가 있다.

Ⅲ.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본 논문은 확장된 BML을 중간언어인 BIRS로 표현하
기 위하여 BIRS의 문법을 확장하였다. 기존에 있던
LogicalExpr에 ModalExpr을 추가하여 양상논리를 표현
가능하게 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위에서 정의된 문법을 통하여 BML

형태의 프로그램을 BIRS로 변환하고 변환된 BIRS를 이용
해 프로그램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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