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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만에서 열린 APLAS/CPP 2011에 논문발표 및 학회참석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APLAS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학회중 하나일 것입니다. 
CPP (Certified Programs and Proofs)는 기계적으로 검증된 소프트웨어및 증명을 장려
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만들어진 학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첫 논문발표를 했던 곳이 2009년 APLAS여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09년
에는 서울에서 열려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학회는 그 아쉬움을 보상하고 남을만큼 즐겁
고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논문 발표도 뿌듯했고, 맛있는 현지 음식 및 
다양한 볼거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다른 학회 참가자들과의 즐거운 만
남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정

학회가 열린 곳은 대만의 남부 휴양도시인 켄팅
(Kenting)이었습니다. 켄팅으로 바로가는 비행기
는 없었기 때문에 타이페이에서 고속철도와 버스
를 번갈아 타고 이동했습니다.

비행기로 타이페이 공항까지는 2시간 남짓 걸지
만, 시내버스로 기차역으로 이동, 고속철도를 타
고 카오슝으로 1시간 30분, 다시 켄팅으로  고속
버스를 타느라 전체 여정은 10시간 넘게 걸렸습
니다. 고속버스를 탈때는 이미 해가 거의 진 후 
였습니다. 깜깜한 길을 따라 다시 2시간을 이동
하니 드디어 목적지인 켄팅 Howard Beach 
Resort에 도착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기전에 카오슝에서 찾았
던 만두집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
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별 생각없이 
찾은 허름한 동네 분식점같은 곳입니다. 
메뉴가 모두 한자여서 그림을 보면서 대
충 국수와 물만두, 군만두 등을 주문했
는데 그 맛이 모두 일품이었습니다. 더
군다나 가격도 매우 쌌습니다. 한접시가 
비싸봐야 우리돈으로 2000원 정도입니
다. 학회내내 계속 생각이 나서 돌아오
는 날에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까지 하며 한번 더 맛보았습니다. 

켄팅은 바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태풍이 왔나 싶을정도의 바람이 이곳에는 거의 항상 
붑니다. 하지만 밤마다 열리는 시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광활하고 시원한 바다, 
값싸고 맛있는 음식이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Kenting



논문 발표

준비

사실 이번 논문발표는 준비하는데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박사과정 동안의 제 연
구주제는 정적 분석기의 성능 향상인데, 이번 APLAS 논문도 이와 관련된 주제였습니
다. 하지만 이번 논문은 현재 마무리 되고 있는 주제의 시초가 된 오래된 아이디어 였고 
작년 초에 이미 마무리 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로 하는 것과 시간차가 크고 작
년에 이 일을 하던 느낌이 되살아나지 않아서 발표준비에 애를 먹었습니다. 

랩에서 미리 리허설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재미없는 발표가 될 뻔했습니다. 대만으로 출
발하기 전 주에 랩 세미나에서 리허설을 했는데, 발표하는 나도 재미없고, 내가 재미없
으니 듣는 사람들도 재미없는 전형적인 무미건조한 발표가 되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하지만 다행히 교수님과 랩원들의 코멘트로 내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잡아주셨고, 랩원들은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혼동을 주기 쉬운 부
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궁극적인 연구목표와, 현재 성과를 먼저 보여주고, 그 가운데 이번 논문의 역할과 내용
을 설명하는 식으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준비하니 준비하는 과정
이 훨씬 재미있었고 내용도 더 쉽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다른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발표

제 논문 발표는 학회 첫날, 첫 세션에 있었습
니다. 따라서 이른 발표 이후에 가벼운 마음으
로 학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전날만 해도 별 부담이 없었는데, 당일 아침이 
되니 역시 긴장이 되었습니다. CPP와 함께 열
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학회장이 컸습니다. 초
청발표가 끝나고 첫 세션이 시작하기 전 
coffee break에서 Peter O’Hearn 교수님을 만
났습니다. 예전에 서울대를 방문하셨었고 그
동안 학회에서 몇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localization에 
대해서 발표하냐고 물어보시고는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했지만 더 긴장이 되었습니

다. 

논문발표는 생각했던 것보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발표 도중에는 별 다른 생각이 들지 않
았고 연습한대로 녹음기를 틀어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원래 다들 무표정
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건지 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난직후, 자리로 
돌아가는데 양홍석 교수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Peter O’Hearn교수님께서
도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두 교수님들과 점심을 함께했는데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Peter O’Hearn교수님은 제 연구내용을 separation 
logic의 프레임룰을 일반화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양홍석 교수님은 프로그램 분석분야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보여주
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시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대가
분들께 연구내용을 인정받으니 기분도 좋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 
생겼습니다. 

개인 발표도구를 준비해가는 것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제 차례는 세번
째 였는데 앞의 두 사람을 보니 마이크가 고정되어 있어서 잘 들리는 위치를 계속 유지
하며 발표하는게 힘겨워 보였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청중의 집중도 훨씬 떨어
뜨렸습니다. 제 차례가 시작하기 전에 이광근 교수님께서 차라리 마이크를 빼서 손에 들
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와 원격 슬라이드 조종기를 꼭 준비해야 합
니다. 학회장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긴장이 되는데, 사소한 것들이 예
상대로 안 되면 더 당황하게 됩니다. 

관심있게 들은 발표들

APLAS에는 프로그램 분석 관련 논문이 많았습니다. 첫째날 첫번째 세션이 Program 
Analysis 였고 세번째 세션이 Compiler 였는데, 두 부분이 분석 관련 논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세션에도 분석 논문이 제법 있습니다. CPP에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재
밌었던 것은 theorem prover를 강의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경험에 대한 논문이 
2편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APLAS는 범위가 프로그래밍 언어 전반에 걸쳐있어서 분석
이 아닌 다른 주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CPP는 익숙치 않은 분야라 이해하기 어
려운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발표들을 몇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발표

Software Verification with Liquid Types, Ransit Jhala

두번째날 아침에 있었던 초청발표입니다. 2008년 PLDI에 참석했을때 Liquid Type논문 
발표가 독특하고 재미있었던 것이 기억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알
아듣지 못했었는데, 이번 초청발표도 물흐르듯, 명쾌하고 쉬운설명이 압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동안 Liquid Type의 연구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잘 설명을 해 주었습
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램 검증에서는 SMT solver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즉, 구한 
invariant로부터 어떤 성질이 추론가능한지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SMT solver를 이용합
니다. 하지만 검증하려는 성질이 복잡해지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tree를 나타내
는 자료구조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검증은 SMT solver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Liquid 
type은 기존의 type system이 이미 SMT가 잘 다루지 못하는 특정 복잡한 구조물들에 
대한 성질(예를 들어 tree나 list등)을 잘 표현하므로, 검증하려는 성질을 type과 간단한 
logic으로 표현해서 전자는 타입시스템이 맡고, 후자는 SMT solver가 맡도록 구분하자
는데에 그 동기가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해서 ML라이브러리의 map, tree등에 대해
서 몇몇 성질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발표후에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Peter 
O’Hearn과 이광근 교수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Peter O’Hearn은  false 
alarm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이광근 교수님은 테스트한 프로그램이 작은데 실제 프로그
램에서 fail하는 경우는 없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고보니 발표에서는 너무 잘되는 예제
만 보여줘서, Liquid type이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Verismall: Verified Smallfoot Shape Analysis, Andrew Appel. 

Smallfoot은 APLAS‘05에서 발표된 
separation logic기반의 symbolic 
execution을 이용한 shape analyzer입
니다. 이 분석기의 verified version을 만
든 경험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verified
되었다는 것은 Coq과 같은 증명 보조기
를 이용하여 관련성질이 증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Smallfoot은 크게 네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가지는 symbolic execution과 
theorem prover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 두가지에 초점에 맞추어서 진행되었
습니다. Separation logic부터 시작해서 Symbolic exeuction까지 Coq으로 정의한 후 그
것의 안전성을 증명했습니다. Smallfoot은 반복적으로 separation logic의 entailment 
checker를 호출합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를 위한 theorem prover도 Coq으로 짜여졌
고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VeriStar라고 해서 또 다른 논문으로 정
리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Coq과 같은 증명보조기를 이용한 verified software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 POPL에서 CompCert 관련 초청발표를 듣고 
인상적이었는데, Andrew Appel의 발표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중요한 방향으로 집중해
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가 굉장히 멋져보였습니다. 발표를 듣고나서 순간 Verified 
Airac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할 정도였습니다. 

논문발표

SPAS: Scalable Path-Sensitive Pointer Analysis on Full-Sparse SSA

먼저 관심이 갔던 포인터 분석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쓴 그룹에서 작년 CGO(Code 
Generation and Optimization)에 낸 포인터 분석 논문이 있는데 이를 개량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이 sparse analysis라 불리는 분석기법에 대한 것인데 이 논문들도 비
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관심이 갔습니다. 컴파일러 분야 분석논문을 읽을때 항상 드
는 생각은 이쪽 논문은 참 읽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컴파일러에 장착하
려다 보니 디자인이나 원리보다는 실제 알고리즘에 집중함으로써 프리젠테이션도 알고
리즘 기술위주가 되어서 익숙치 않으면 이해하기가 난감합니다. 이 논문도 마찬가지였
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포인터 분석에 path-sensitivity를 추가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알고리즘 디테일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BDD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path들을 공유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일을 하다보니 학회기간동안 
이 논문의 첫번째 저자인 Yulei Sui라는 박사과정 학생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
다. 

여담으로, 정적 분석 세션과 컴파일러 세션을 들으면서 일반적인 정적 분석분야와 컴파
일러 연관된 정적 분석 연구들 사이의 특징과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컴파일러 분야에서 
하는 정적 분석들은 그 문제가 이미 잘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
된 포인터 분석입니다. 이 문제들은 실제 컴파일러에서 요하는 것들이므로 그 응용이 매



우 명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분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 의미없는 논문만 계속 양산될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성능이 계속 
좋아지지만, 실제로 유용한 문제냐는 회의가 남습니다. 그에비해 일반적인 정적 분석 논
문은 실제로 연구자가 겪은 문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책을 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는데에만 집중하
는 경우가 많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세계에서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
뤄지는 경우는 적은것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논문은 나오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실제로 겪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Non-iterative Data-flow Analysis for Computing Liveness Sets in Strict SSA

이 논문은 liveness analysis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
법은 liveness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고 고정점 알고리즘으로 반복해서 푸는 것인데, 이 
논문은 고정점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는 반복이 없는 간단하고 빠른 방법을 제시했습
니다. 먼저 SSA로 변환되어 있는 프로그램 흐름 그래프(Control Flow Graph)에서 루프
의 back-edge를 모두 지워서 루프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liveness분석을 하면 SSA특징때문에 루프의 시작지점에 루프내에서 필요한 정보가 모두 
모여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ward로 루프 시작지점의 정보를 안으로 흘려보냅니다. 처
음에는 실제 상용 컴파일러에 구현해서 실험한 결과 2배정도 속도향상이 있다고 합니
다. 꽤 오래된 고전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구할 것이 있고 개선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Soundness of Data Flow Analyses for Weak Memory Models

주제자체는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멀티코어 컴퓨팅 환경이 대세가 되면서 weak 
memory model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Weak memory model (WM)의 특징은 작은 
확률로 수행된 연산의 결과가 메모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는 당연히 보통의 환경(SC, Sequential Consistency)
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분석을 적용해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논문은 
SC를 가정하는 프로그램 분석이 WM환경하에서도 안전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결론은 변수들간의 관계를 추적하지 않는 (non-relational) 분석들은 SC에서 안
전하면 WM에서도 안전하다입니다. 반면에 변수들간의 관계를 추적하는(relational) 분
석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의문점도 많았습니다. 일단 이 논
문이 상정하고 있는 분석은 약하기 덮어쓰기(weak update)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weak 
update만 지원하는 분석이면 당연하게 WM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애초
에 WM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실행의미를 다시 정의해서 분석을 디자인 하면 될텐
데 이런 문제를 왜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적인 의문도 있었습니다. 

Simple, Functional, Sound and Complete Parsing for All Context-Free Grammars

흥미를 유도하는 발표였습니다. Context-Free Grammar 는 주로 BNF형태로 기술하는
데, 그 기술을 그대로 재귀적으로 구현한 것이 combinator parsing입니다. 하지만 이 방
식은 문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널리 쓰이기 어렵습니다. non-ambiguous 문법으로 바꾸
고 등등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 논문은 임의의 (심지어 



ambiguous한) 문법에 대해서 combinator parsing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름이 HOL theorem prover로 증명되었습니다. 인상깊었던것은 실제 본
인이 만족할만큼 쓸 수 있는 파서를 구현하였고, 상당히 많은 구현 노력이 가미되었다는 
것입니다. HOL로 짜여졌고 코드추출을 했는데도 그 성능이 다른 비슷한 파서와 비교해
도 오히려 좋았습니다. 좋은 연구,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 파서가 본인이 처음으로 좋아
하게 된 파서라고 써 놓은 (Personal view: the first parser generator that I actually like 
using.) 마지막 슬라이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

양홍석 교수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전에 우리랩에 포닥으로 계시던 때
가 있었는데 그 때는 아무것도 모르던때라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조차도 모르던 시기였
습니다. 영국으로 가신이후로는 학회에서 간간히 인사드렸왔는데, 이번에는 APLAS 
program chair를 맡으셔서 또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요즘 연구동향도 전해듣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학회기간중 어느날 오후에 계속되는 발표에 지쳐서 우석이와 함께 리조
트 앞 바닷가에 머리를 식히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양홍석 교수님과 Peter O’Hearn교수
님께서 수영하러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영을 너무 잘 하셔서 놀랐습니다. Peter 
O’Hearn 교수님은 몇년전에 우리랩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패로우 시연을 했었
는데 그 때 스패로우를 인상깊게 보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Separation 
logic을 떠올리게 된 계기를 여쭤봤는데, 답변은 “굉장히 열심히 생각했다”라는 것이었
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나갔을 때, Makoto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Makoto교수님은 봄마다 
한국에 오시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연구자입니다. 바다속 물고기를 구경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물안경을 쓰시더니 곧장 저 건너편 해안가로 수영해서 가셨습니다. 한참후
에 돌아오셔서는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많다면서 우리도 저쪽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영실력이 모자란 우리는 그렇게 멀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기에는 겁이 나서 시
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회기간 동안 성근이형의 일본 지도교수님이셨던 Kameyama 교수님, 그리
고 우리연구실에 방문연구를 왔던 Christina와 Christian의 지도교수님이신 Wei-Ngan 
Chin 과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Kameyama 교수님은 매우 선량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발표 잘 들었다고 하시며 현재 연구하시는 일들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Wei-Ngan Chin교수님은 소문대로 인상이 매우 좋은 분이었습니다. 

마치며

전체적으로 유익했고, 즐거운 여행이
었습니다. APLAS와 CPP가 함께 열
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
고, 새로운 분야에 흥미도 생겼습니
다. 학회 참석 이외에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구실 후배
들, 카이스트 사람들과도 즐거운 시간
을 보냈습니다. 이번 여행을 허락해 
주신 이광근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