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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올해 처음으로 열린 SAT/SMT 여름학교에 참가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나와 승중 형님, 

성근 형님, 우석 형님의 네 사람이 참가했다. 숙소는 보스턴의 버클리에 잡았고 여름학교는 

MIT 34동에서 진행되었다. 6월 10일 금요일 자정 즈음 도착하였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을 마친 후 토요일 밤에 출발해 귀국했다. 별로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아 여름학교 일정 

이외의 다른 일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



여름학교

소감
여름학교라는 이름과 달리 학회의 분위기였다. 발표자들은 물론 SAT/SMT solver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었으나, 참가자들이 SAT/SMT solver를 처음 접하리라는 가정은 전

혀 하지 않는 듯 했다. 첫 발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표 내용은 자신의 연구 과업을 자랑하

는 내용이었다. 영어실력도 어느 정도 장벽이었으나, 특히 SAT/SMT solver가 필요했던 경험

이 없어서 내용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내용
발표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1)

Category 1. SAT/SMT solver에 관한 기초 이론들

Category 2. 몇몇 실제 활용에 특화된 SAT/SMT solver들

Category 3. SAT/SMT solver 툴 소개

발표들의 요약과 슬라이드 등은 웹에 게시되어 있다.2) 각 파트 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소개한다.

1) http://people.csail.mit.edu/vganesh/summerschool/
2) https://wikis.mit.edu/confluence/display/satsmtschool11/SATSMT+Summer+School+2011;jse 

ssionid=81F650D0157F346EA9E3DF0C6E5AE443



Category 1. “Introduction to Satisfiability Solving with Practical 

Applications”, Niklas Ee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SAT 문제를 소개하는 발표였다. SAT/SMT solver 여름학교를 여는 발표로 매우 적절했다. 

SAT 문제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간단한 풀이법 하나를 소개한 후, 이를 퍼즐 풀이와 회

로 검증에 적용하는 것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소개한 풀이 방법이 다른 solver 알고리즘들의 

기초가 되며, 그 적용 사례를 보여주어서 SAT/SMT solver가 다른 곳에 활용되는 방식을 소

개하였다. 

Category 2. “SAT4J: Pseudo-boolean optimization & dependency 

management problems”, Daniel Le Berre, University d’Artois, France

SAT4J로 Eclipse의 플러그인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였다. 플러그인의 의존성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필요성, 하나는 배타성이다. 즉, 어떤 플러그인이 설치되

기 위해서 필요한 플러그인들의 집합이 있고, 어떤 플러그인이 설치되려면 설치되어있지 않

아야 하는 플러그인들의 집합이 있다. 전자는 새로 설치할 플러그인이 이용하는 기능, 후자

는 기능이 겹치는 플러그인들끼리의 관계 혹은 버전 관리의 의미를 갖는다. 이 문제 자체는 

매우 간단하게 SAT로 표현할 수 있다.

발표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장공간과 플러그인의 수 등 여러 제약조건을 고려

하여 최적의 플러그인 조합을 찾는 문제를 Pseudo Boolean Optimization과 Partial 

Weighted MaxSat 문제로 표현했다.

Eclipse 플러그인 뿐 아니라 리눅스의 패키지, Maven 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Category 3. Symbolic Execution and Automatic Exploit Generation
이 발표에서는 기호 실행과 바이너리 분석을 모두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취약성을 분석

하고 그걸 공격하는 입력까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툴을 소개하였다. 그 예로 즉석에서 자

신들의 툴로 프로그램 하나를 분석하여 몇 초만에 리눅스 커널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날의 마지막 발표라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였으나 이 시연

으로 한 순간에 눈길을 휘어잡았다.

실행 흐름 분석에는 기호 실행을 이용하고, 바이너리 분석으로는 실행 중 스택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리고 둘의 결과를 합쳐서 스택을 변조하고 원하는 코드로 점프하게 만드는 

문자열 입력을 생성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그동안 취약점이 알려진 바 없는 프로그램들 

두 개의 취약점을 새로이 발견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기호실행에 관한 발표가 매우 많았는데, 동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

호실행이 가장 큰 이슈인 모양이다. 그리고 그 구현에 SMT solver가 매우 많이 이용되고 있

는 듯 했다.



생활

숙소

숙소는 Berkeley에 잡았다. 이름은 40 Berkeley. MIT에서 소개해 준 몇 군데의 숙소 중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골랐다. 나름 인터넷에서 방의 사진 등을 확인해보고 정한 것이었으

나 직접 보고 꽤 실망했다. 샤워실과 화장실도 층마다 공용이었고, 방도 사진으로 본 것보다 

좁은 편이었다. 지금은 신축 BTL 기숙사에 밀려 사라진, 서울대학교 기숙사 구관을 생각하

면 될 듯하다. 방에선 퀴퀴한 냄새도 나는 듯했다. 인터넷을 믿지 말자는 생각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도 약 열흘을 머물다보니 익숙해지긴 했다.

결정적으로 방에서 무선인터넷이 잡히질 않았다. 카운터에서 AP의 이름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나 연결을 해도 인터넷이 되지 않았다. 다행히 로비에서는 AP가 인식되어 인터넷

을 쓰기 위해서는 노트북을 들고 1층 로비로 내려가야만 했다. 방 안에서 인터넷이 아예 안 

될 것이라고 했으면 실망이 덜 했겠다는 생각도 든다. 오히려 체크인 할 때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안 되어서 더 배신감을 느꼈다.



지하철

숙소에서 MIT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7정거장 정도를 이동했다. Back Bay 역을 출발하여 

Downtown Crossing에서 환승하고 Kendall/MIT에서 내리는 경로였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생각보다 싼 편이었다. 1회 탑승 요금은 2달러이고 티켓은 5달러가 충전된 것이 최소 단위

였지만, 15달러에 1주일짜리 티켓을 사면 1주일간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그 티켓으로 이용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탈 경우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가격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 지하철 시

설도 우리나라의 1호선 수준은 되었다. 외국의 지하철 시설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어온 것

에 비하면 의외였다.

기후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30도를 넘는 무더위였다고 하나, 우리가 도착한 다음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여 매우 선선한 날씨였다. 처음 나흘 정도는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었다. 

반면에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지자 바로 더워졌다.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더위와는 다르

게 그늘은 시원하고 햇볕만 따가운 더위였다. 아마도 기후가 건조한 편이라 기온이 쉽게 변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통신
우리나라의 통신 환경이 매우 좋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인터넷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로밍한 휴대전화의 신호가 안 잡히는 곳도 매우 많았다. 지하철은 모든 구간에서 신호

가 잡히지 않았고, 심지어 MIT 건물 안에서도 안 잡히는 곳들이 종종 있었다.

요즘은 대부분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로밍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은 없었다. 

단, 로밍하여 쓰는 전화의 요금이 1분 단위로 계산되며 천원 꼴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에만 써야 한다. SMS는 건당 150원으로 통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MMS는 수신만으로도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니 미리 차단해야 한다.

먹거리
전반적으로 미국의 먹거리는 풀을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다. 대부분이 밀가루 음식

과 육류, 계란이었고, 조리법도 굽거나 튀기는 게 대부분이라 기름진 느낌이었다. 외국에 나

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찾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기름지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면 

쌀국수, 한국 음식, 해산물 등을 먹어야 했다.



아침식사는 숙소의 이용요금에 포함되어, 숙소 지하 1층의 식당에서 제공되었다. 혹은 여

름학교 장소의 강의실 앞에서도 아침에는 베이글 및 빵과 커피가 제공되었다. 숙소의 식사 

품질은 괜찮은 편이었으나, 그 구성이 씨리얼, 스크램블, 베이컨, 감자튀김, 함박스테이크 등

이라 모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성인병에 걸릴 듯 했다. 그래서 이틀정도 먹고 난 후로는 씨

리얼에 두어 가지를 추가하는 정도로 먹기로 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여름학교의 베이글

과 커피를 먹기도 했다.

점심식사는 여름학교에서 제공했다. 중국, 동남아, 멕시코 등의 세계 음식들이 돌아가며 

제공되었다. 생각지 못한 점심 제공으로, 점심 식사를 어디서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은 덜 

수 있었다.

베트남 쌀국수(Pho)를 두 번 먹었다. 한국에서 먹던 그 맛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느끼한 

것에 질렸을 때 먹기에 좋은 듯 하다. 반주로 곁들인 하이네켄 병 모양이 우리나라와 달리 

목이 짧아서 신기했다. 한 번은 교수님과 함께, 한 번은 여름학교에서 만난 박용수 교수님과 

임정희 박사님과 함께 먹었다. 장소는 하버드 역 근처였다.



우연히(?) 만난 이광근 교수님과 여름학교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게를 먹기도 했다. 꽤 

인기있는 가게였는지 자리가 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서 들어가야 했다. 에피타이저로 먹은 

게살 스프가 맛있었다. 한쪽에선 라이브 음악을 배경으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축

제 분위기였다.

마지막 날 쯤에는 한국 식당에 갔다. 오랜만에 만난 한국 음식에 종업원들도 한국인들이 

대부분이라 반가웠다. 하지만 역시 미국입장에선 한국음식이 ‘이색적인 외국음식’이라 그런

지 가격이 매우 비쌌다. 비빔밥이 13달러, 냉면이 15달러, 이런 식이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가게 명함과 간판에도 한글을 적어두고 한국음식 가게로 이름을 걸고 있으면서도, 국

으로 미소된장국이 나오고 메뉴판엔 초밥 등 일본 음식들이 일부 섞여있었던 점이다. 정체

성이 흐려졌다고 할까?



편의점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했다. 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궁극의 체력 물

약’이라고 소문만 들어온 몬스터와 레드불도 직접 볼 수 있었다. 과자류의 구성도 우리나라

와 비슷했다. 이름이 익숙한 치토스가 있어서 사보았는데,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하고 양념이 

속까지 배어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치토스보다 몸에 훨씬 안 좋을 것 같았다.

구경

MIT

도착한 다음날 덕환 형님의 인도로 MIT의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여름학교를 시



작하는 날에도 길을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미리 답사를 할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덕환 형님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공대 건물의 한 도서관이었다. 마치 그리스 신전에 들어선 듯 

한 인테리어였다. 덕환 형님의 말씀에 따르면 ‘외부 공개용’으로 꾸며둔 것이고 이용자는 별

로 없다고 한다. 사실 그 도서관에서 본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보다 자는 사람이 더 많았

다.

MIT 학생들이 밤중에 학교의 높은 곳에 무언가 올려놓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방

송이나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 그 중 하나를 공대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 자동차가 

건물 안 1층의 어떤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었다. 보통 자동차와 같은 기계류는 나를 수 있

는 크기로 분해하여 위로 올린 후 조립한다고 한다. 그리고 올리는 동안의 모습이 사람들에

게 보이면 멋이 없으므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작업은 끝난다고 한다. 이런 문화도 학교의 

명물인 것 같다.

하버드

위스콘신의 임정희 박사님, 한양대 박용수 교수님과 함께 하버드를 돌아보았다. 숙소~학



교를 벗어난 몇 안 되는 방문지 중 하나였다. MIT와 하버드는 분위기가 매우 달랐다. 서울

대학교의 중도터널을 지난 느낌이랄까. MIT가 신공학관이라면 하버드는 인문대와 사회대를 

보는 기분이었다. 전반적으로 관광객도 많고 길거리 공연도 하고 있어서 활기찬 느낌이었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있는 설립자 동상은 구두 끝이 다 닳아있었다. 구두 끝을 만지면 본

인이나 그 자손이 하버드에 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구두를 만지며 사진을 찍는 것이 

정해진 관광코스쯤 되는 듯했다. 우리도 시류에 편승하여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맺음말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이

번이 처음이라 준비부터 여

러모로 서툴었다. 좋은 경험

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교수님과 센터에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정적 분석의 

세상만 바라보다가 동적 분

석이나 다른 여러 분야의 연

구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것

도 좋은 경험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