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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교한 방법   (단계 고정점 계산 가속 기법, thresholded widening)

더 정교하며 효율적인 방법  (이진 탐색 단계 고정점 계산 가속 기법 
          , thresholded widening with binary search)

기본적인 방법   (기본적인 고정점 계산 가속 기법, conventional widening)

정교한 분석에 효율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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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 i = 0; 
2: while (...) 
3:   ... 
4:   i++



더 정교한 방법   (단계 고정점 계산 가속 기법, thresholded widening)

i : [0,0] -> [0,1] -> [0,5] ->* [0,10] ->* [0,12] ->* [0,24] -> [21,24]

더 정교하며 효율적인 방법  (이진 탐색 단계 고정점 계산 가속 기법 
          , thresholded widening with binary search)

i : [0,0] -> [0,1] -> [0,12] ->* [0,150] ->* [0,24] -> [21,24]

i의 단계 값이 {0, 5, 10, 12, 24, 150, 200, 300} 일때

i : [0,0] -> [0,1] -> [0,+oo) -> [21,+oo)
기본적인 방법   (기본적인 고정점 계산 가속 기법, conventional widening)

정교한 분석에 효율 더하기

1: int i = 0, buf[30]; 
2: while (...) 
3:   if (i > 20) 
4:     break 
5:   i++ 
6: buf[i]



1: int i = 0, buf[30]; 
2: while (...) 
3:   if (i > 20) 
4:     break 
5:   i++ 
6: buf[i]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

1: int i = 0, buf[6] = {1,2,3,1,2,3} 
2: while (...) 
3:  i = buf[i]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

기본적인 분석 더 정교한 분석

흐름에 민감한 분석 
(flow sensitive)

선택적으로 문맥에 민감한 분석 
(selective context sensitive)

+

흐름에 민감한 분석 
(flow sensitive)

+

단계 고정점 계산 가속 기법 
(thresholded widening)

+

5.71%  경보 ↓ 5.15% 정보 ↑

선택적으로 문맥에 민감한 분석 
(selective context sensitive)



단계 값은 어떻게 모으나

예비분석 본분석

단계값 모으기

...

a, b, 10

c
e

d, 25

...

+

¿⇠ ∞¸
a [-1, 100]
b [-10, 1]
c [0, 55]
d [-1, 7]
e [16, 76]
... ...

! T (a, b, c, d) = {0, 7, 10, 25, 55, 100}



실험 결과

프로그램 라인

단계 
고정점 계산 가속 기법

이진 탐색 단계 
고정점 계산 가속 기법

경보 ↓ 정보 ↑ 시간 (초) ↑ 경보 ↓ 정보 ↑ 시간 (초) ↑

archimedes 7K  168 34 3.85 160 36 1.15

gnuchess 11K 62 60 39.27 43 11 17.80

bc 13K 8 3 133.25 4 7 10.29

tar 20K 13 0 159.23 10 3 27.10

make 27K 28 35 432.28 22 35 85.56

grep 28K 8 65 21.71 10 68 4.01

wget 35K 33 52 88.60 0 312 57.19

a2ps 64K 261 263 416.41 182 312 88.29

python 430K N/A N/A ∞ 5 5 4,121.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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