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열분석을 위한 요약파싱
김현하, 도경구 @ 한양대학교 PLASSE Research

2011.6.27

제6회 소프트웨어무결점연구센터 Workshop
@ 파주 지지향



순서

요약파싱(Abstract Parsing)

최근에 하던 것

되짚어 보기 : 문자열분석기

뭐가 달라질까

하려는 것



최근에 하던 것

php, jsp, ...

XML을 생성하는 프로그램

대상언어 흐름식 생성기

참조 문법

흐름식 요약파서

XML 스키마 파일을 참조해서 요약파싱기법으로 XML 유효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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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XML은 더 이상 문자열이 아니라 객체로 다룸

XML 자체가 소스에 드러나지 않고 중간 매개체로만 쓰임



되짚어 보기

(지금까지 만져본) 문자열 분석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프로그램의 모양

PHP, Jsp 등의 스크립트 언어에서 생성하는 HTML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프로그램의 의미

SQL문을 생성하고 질의하는 Java 프로그램



실제 사용 예

Universal String Analyzer

지티원과 진행했던(그리고 계속 진행중인) 문자열 분석기

Java 계열, C 계열, COBOL, Visual Basic, Powerbuilder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

regular expression* domain, 1-CFA + path-sensitive

APLAS 2006 Choi et al.

생성되는 SQL 질의어를 알아내서 영향도 분석에 사용



영향도 분석

프로그램의 영향관계 분석

함수호출그래프에서 Java소스들 사이의 연관관계

SQL 질의어에서 Java소스들에서 건드리는 DB의 연관관계
(Create, Read/Retrieve, Update, Delete/Destroy)

Java소스가 변경(추가,삭제,갱신)되었을 때, 파생되는 효과



분석과 파싱 사이

분석 후에 구조를 파악 (analysis-then-parse)

지정한 문자열 도메인으로 요약된 결과에서 구조를 파악

분석을 하면서 구조를 파악 (analysis-and-parse)

문자열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구조를 파악



바뀐점

문자열의 도메인 변경

P(heuristic regular expression*) -> P(parsing stack)

문법

파싱 테이블
파싱결과

입력 :



바뀐점
고정점 구하기

문자열을 더하고 모으는 연산 -> shift/reduce 전이

문법의 바른 모양 = 고정점이 구해졌을때 모양

문법 = 갖춰야 할 모양

파싱결과의 집합 = 계산결과

ABC ∇ ADC
->
A⊤C

문자열을 모으다가 
뭉개짐



바뀐점

고정점 구하기

바른 모양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

파싱 오류

stack이 무한히 커짐 (접어서 해결)

입력이 무한히 커짐

모양에 맞게 커지면 바른 모양이 됨

모양에 맞지 않게 커지는 경우는 일단 멈춤

파싱결과의 집합 = 계산결과



일단 해보려는 것

HTML 4.01 의 SGML DTD 에 대해 파싱정보를 생성하고,

DTD에 표현 안된 요소들은 추가적으로 기술해서 검사해보자

THEAD, TBODY, TFOOT의 column 수 일치

column, row의 모양, span의 올바른 사용

<!ELEMENT TABLE - -
     (CAPTION?, (COL*|COLGROUP*), THEAD?, TFOOT?, TBODY+)>
...
<!ELEMENT THEAD    - O (TR)+           -- table header -->
<!ELEMENT TFOOT    - O (TR)+           -- table footer -->
<!ELEMENT TBODY    O O (TR)+           -- table body -->
...



의미를 파악하자

... 에 들어가는 기능을 설계 & 구현

단순하게는 올바른 모양을 가진 트리를 생성

트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해서 생성

가공과정에 원하는 정보를 계산

s: A               { ... }
 | LPAREN s RPAREN { ... };



해보고 싶은 것

실제 파싱 도구에 접목해서 사용

ocamlyacc, ocamllex 와 합치거나 흉내내서-

다단계 요약파싱

요약파싱된 결과에 대한 파싱규칙으로 다시 한번 요약파싱

파싱된 결과에서 흐름식을 추출하는 문제

two-stage에서는 stage 0, 1의 언어가 같은 언어였는데 같
은 collecting semantics로 요약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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