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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row(스패로우)는 C/C++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메모리 누수와 버퍼오버런 오류를 

자동으로 프로그램 실행전에 찾아주는 도구이다. Sparrow는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상용 

프로그램의 분석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분석기 엔진은 수십만 

라인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적절한 시간과 정확도로 분석하기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이 

적용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대상 프로그램의 소스 구조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분석을 준비하고,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알람을 미리 제거하며, 발생한 알람의 원인을 설명해 

준다. Sparrow로 httpd-2.2.2 를 비롯한 상용 오픈 소프트웨어들을 분석한 결과 실제 

오류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1 서론 

컴퓨터 프로그램은 휴대폰 단말기부터 의료기기, 

자동차,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기계에서 

실행되어 기계들의 동작을 제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오류없이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상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는 C/C++ 가 있다. 다양한 플랫폼의 컴파일러가 

존재하고 개발자가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의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C++에서는 프로그램 언어 차원에서 오류를 미리 

방지해 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어려워 진다. 

C/C++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오류로는 

메모리 누수와 버퍼오버런이 대표적이다. 

 메모리 누수 오류란 할당된 메모리를 반환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점점 줄어드는 오류이다.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계속 수행되어야 하는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갑자기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버퍼오버런 오류는 할당된 메모리의 영역 

이외의 영역에 값을 쓰거나 읽는 것이다. 잘못 

쓰여지거나 읽혀진 값에 의해서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며 원하지 않는 동작을 

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Sparrow는 C/C++ 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메모리 

누수와 버퍼오버런 오류를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찾아주는 도구이다. 이는 기존의 테스트를 통해서 

오류를 찾는 방법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한다. 테스트를 통한 

방법은 모든 테스트 경우를 포함 못할 수도 

있지만, Sparrow 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한다. 

 테스트 환경이 갖추어 지지 않아도 되므로 

오류를 일찍 발견할 수 있다. 테스트는 

실행환경이 갖추어져야 가능하지만 Sparrow는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분석하므로 실행환경이 

필요없다. 

본 논문의 2 절에서는 Sparrow의 동작원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3 절에서는 버퍼오버런 오류를 

찾는 방법, 4 절에서는 메모리 누수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고 5절에서는 Sparrow의 성능을 보여준다 

2 Sparrow 개요 

Sparrow는 분석기와 이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패키지를 일컫는 

말이다. Sparrow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대상 프로그램의 Makefile을 참조하여 

분석기의 입력이 되는 전처리된(preprocessed) 

소스코드를 준비해 주는 환경구성 스크립트 

 버퍼 오버런과 메모리누수를 분석하는 분석기 

 분석기가 보고하는 알람 중 거짓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알람 필터 

 분석 후의 결과를 분류하고 웹페이지 형식으로 

보여주는 UI 생성기 



분석기가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처리 된 

소스코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smake라 부른다. 

smake는 make가 Makefile을 참조하여 컴파일과정을 

수행 할 때 원래 컴파일러 대신 우리가 만들어 넣은 

가짜 컴파일러를 부르게 한다. 이 가짜 컴파일러는 실제 

컴파일과 프리프로세싱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프리프로세싱 된 소스를 오브젝트/바이너리 

파일 별로 따로 모을 수 있어 이후 대상프로그램의 

일부분만 분석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smake는 곧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공개 될 

예정이므로 누구나 사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할 때, 

프리프로세싱 된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분석 커뮤니티의 값진 자산이 

되리라 기대한다. 

분석기는 전처리 된 대상 소스코드를 입력으로 받아 

분석을 수행하고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알려준다. 분석기가 하는 자세한 일은 다음 장에 

소개하겠다. 

분석이 끝난 후 분석기가 보고한 알람은 아무런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많은 거짓 알람을 

포함한다. 이 알람은 Random Forest 필터를 거치며 

거짓일 확률이 높은 알람과 참일 확률이 높은 알람으로 

자동 분류된다. 필터는 우리 연구실에 지난 몇 년간 

쌓인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의 알람 참 거짓 분류 결과에 

따라 훈련되었다. 

최종적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알람들은 

UI 생성기를 거쳐 잘 다듬어진 모습의 웹페이지로 

만들어지게 된다. 웹페이지는 대상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마우스만으로 브라우징 하기 쉽도록 

설계되었으며 ctag의 일부 기능과 문법 강조기능을 

지원한다. 

3 버퍼 오버런(buffer overrun) 

Sparrow 의 버퍼오버런 분석은 요약해석(abstract 

interpretation)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먼저, 

각 프로그램 지점에서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요약한 요약 메모리들을 계산하며 이 때 

프로그램의 실행흐름과 함수호출영향을 고려한 

분석(flow-sensitive and interprocedural analysis)을 

수행한다. 실제 메모리에서의 정수와 실수 값들은 정수 

구간(interval)으로, 배열은 요약된 시작 주소, 배열의 

크기 구간, 현재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오프셋 

구간을 가지는 값으로 요약된다. 즉,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배열과 인덱스들이 실행 중에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모두 모은 요약 메모리를 살펴보며 버퍼를 

접근하는 프로그램 수식에서 버퍼 오버런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한다. 

3.1 고정점 계산 알고리즘(fixpoint iteration algorithm) 

각 프로그램 지점에 따른 요약메모리의 계산은 할 

일부터 하기 알고리즘(worklist algorithm)을 이용한 

고정점 계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넓히기(widening) 

연산은 분석이 항상 끝남을 보장하며, 

좁히기(narrowing)연산은 넓히기로 인해 부정확해진 

분석의 정확도를 회복시킨다. 분석기는 프로그램식이 

아닌 실행흐름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므로 넓히기가 

필요한 노드들만을 정확하게 찾을 뿐만 아니라 

그래프상의 우열관계(dominator)를 이용하여 노드들 

간의 분석 순서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고정점을 

계산한다.  

3.2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버퍼오버런 분석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들이 적용되었다. 먼저 

문자열(string) 처리함수를 비롯한 C 표준 라이브러리의 

버퍼 처리 관련 함수들의 동작 및 영향을 요약하여 

분석 중에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구간(interval)을 

도메인으로 가지는 분석기는 루프를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거짓알람을 많이 발생시킨다. 루프를 

자세히 분석하려면 구간도메인보다 정확한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분석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우리는 구간 분석 후에 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루프에 대해서만 더 자세한 분석방법으로 재분석하는 

방법으로 루프내의 거짓알람을 효율적으로 줄였다. 또한 

함수 호출을 하지 않는 간단한 함수의 경우 분석의 

정확도를 위해서 함수 인라인(in-line) 을 한다 

3.3 분석비용과 정확도 조절하기 

분석기를 실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많은 

엔지니어링이 적용되었다. 먼저 우리는 실제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버퍼 오버런 오류들이 함수의 

인자로 전달되는 버퍼나 인덱스로 인해서는 많이 

발생하지만 함수의 리턴값에 의해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함수간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할 때 함수의 리턴값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분석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 두 가지에 착안하여 Sparrow 는 정확도와 비용의 

균형을 고려한 세가지 분석 방법을 지원한다. 첫번째 

방법은 함수호출에 따른 모든 영향을 고려한다. 두번째 

방법은 함수호출에 따른 인자전달을 고려하지만 

리턴값을 고려하지 않으며, 마지막은 함수호출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프로그램의 

모든 실행의미를 포섭하므로 분석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렇지 못하다. 

Sparrow 옵션을 주지 않았을 때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 밖에도 분석도중 모르는 값이나 

부정확한 값이 계산되었을 때 프로그램식의 타입을 

이용하여 값을 알 수 있다면 그 값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3.4 통계적인 분석을 통한 알람 랭킹 

정적분석기의 경우 거짓 알람(false alarm)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거짓 알람은 분석결과를 확인해 봐야 

하는 사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  



Sparrow는 Random Forest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진짜 오류일 것 같은 알람을 먼저 보여 

주고 거짓일 가능성들이 아주 높은 알람들은 보여 주지 

않는다. 

Random Forest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공개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알람으로부터 증후(symptom)을 

추출하였다. 분석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구분하여 증후들을 분류해보면 문법구조적인 

증후(syntactic symptoms), 의미적인 증후(semantic 

symptoms), 알람 자체의 증후(symptoms of alarm 

themselves) 들로 구분될 수 있다. 

3.5 오류의 원인 분석(Reason Chain) 

Sparrow는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버퍼오버런 

분석을 통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진 버퍼의 어느 

부분(인덱스)을 접근하여 오버런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알람)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사용자는 알람이 발생한 위치로부터 

프로그램을 거꾸로 실행시켜가면서 버퍼의 크기와 

인덱스의 값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을 거꾸로 실행시켜가면서 알람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무시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은 그 

효과(메모리 상태 변화)를 기억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의 효과들을 모두 병합하여 알람의 

참/거짓을 판단하게 된다. 만약 C 프로그램을 한 

스텝씩 거꾸로 실행시켜주는 디버거(debugger)가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 알람 검증 작업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위 작업은 모두 사용자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Sparrow는 알람 검증을 위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Reason Chain이라는 것을 제공한다.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알람 

검증 과정을 미리 자동으로 수행한 결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Reason Chain이란 알람이 

발생한 프로그램 식의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알람이 발생한 프로그램 식에 종속적인, 모든 프로그램 

식과 그에 해당하는 메모리 상태(Reason Point)를 

모아놓은 후, 각각의 Reason Point를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의 역순으로 순서(order)를 정해놓은 것이다. 

사용자는 Sparrow가 제공하는 Reason Chain의 

시작인 알람 발생 위치로부터 체인을 순서대로 따라 

올라가면서 각각의 Reason Point의 메모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알람 검증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이 때, 분석 대상의 모든 프로그램 식의 개수보다 

Reason Chain의 Reason Point의 개수가 훨씬 작기 

때문에, 알람 검증을 위해 확인해야 할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양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즉, 모든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한 라인씩 살펴볼 필요가 없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알람 검증을 할 수 있다. 

4 메모리 누수(Memory Leak) 분석 

메모리 누수 분석도 요약해석(abstract 

interpretation)을 기반으로 한다. 요약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기는 문맥 고려 분석(context sensitive 

analysis: 함수가 호출될 때의 상태를 구분하는 분석)을 

할 때 분석의 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는 함수가 

호출되는 모든 곳에서 호출되는 함수들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함수가 여러 번 호출되면 매번 

분석을 다시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호출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분석의 비용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문맥 고려 분석을 하면서도 같은 

함수가 재분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함수가 하는 일을 

간추려 저장한다. 이후   그 함수가 호출될 때 간추려 

놓았던 정보를 사용하여 분석 한다.  

4.1 정적 호출 그래프(Static Call Graph)  

함수가 하는 일을 간추릴 때 어떤 함수부터 분석해야 

할 지를 정해야 한다. 현재 분석 중인 함수가 호출할 

함수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야 그 정보를 사용해서 현재 

분석하는 함수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신이 부르는 함수가 없는 말단의 함수를 가장 

먼저 분석해야 할 것이다. 말단의 함수는 다른 함수의 

간추린 정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이전에 간추린 정보가 있는 함수를 제외했을 때 가장 

말단이 되는 함수를 간추려가면 된다.  

이를 위해 분석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호출 구문을 보고, 정적 호출 그래프를 

그린다. 이 정적 호출 그래프를 이용하여 위상적인 

정렬의 역순(reversed topological sort)으로 함수들을 

나열하면 우리가 함수 정보를 간추릴 분석 순서가 된다. 

그림 1은 하나의 예이다. 

 

그림 1 정적 호출 그래프와 그의 위상적인 역순 정렬 

함수 g는 자신 이외에는 호출하는 함수가 없으므로 

가장 먼저 분석하고, 함수 i와 j는 서로 이외에는 

호출하는 함수가 없으므로 같이 분석한다. 같이 

분석하는 방법은 4.4 에서 설명하겠다. 함수 h는 함수 

j를 호출하지만, 이미 함수 j의 정보는 간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하면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함수들도 차례대로 분석이 가능하다.  

4.2 함수 분석하기  

함수를 간추리는 작업은 요약 해석 기반의 고정점 

구하기(fixpoint iteration)로 함수내의 모든 베이직 

블락(basic block)들에서의 상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문제는 함수의 인자로 어떤 값이 들어 



올 지 모르는 상태에서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요약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에서 모르는 값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지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요약 도메인(abstract domain)상에서 모르는 

값은 흔히 가장 작은 값인 ⊥(bottom)값 혹은 가장 큰 

값인 ⊤ (top)값으로 정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모르는 값을 ⊥으로 정함의 의미는 정의가 안된 값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그 값으로부터 전이 되는 모든 값이 

정의 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그 값을 사용하는 

모든 연산이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다. 만약 ⊤ 으로 

정하면 그 의미는 모든 값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흐리게 된다. 예를 들어 myfree(int *x)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가 하는 일이 x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하자. 이 함수를 분석할 때 

x가 가리키는 주소는 모르는 값이라고 하여 x의 값을 

⊥으로 하면, 이 함수는 정의되지 않은 값을 해제하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함수와 같이 분석된다. 만약 ⊤

이라고 해버리면 이 함수는 모든 주소를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 없는 분석이 된다. 둘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우리는 모르는 

값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르는 값이 나오면 그 것이 모든 타입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모든 타입을 가진다는 

말과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 포인트 p에서 x의 

값을 참조하려고 할 때 변수 x가 메모리 도메인에 정의 

되어 있지 않은 모르는 값이라고 하자. 그 때 x가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지는 지는 모르지만, p라는 곳에서 

x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주소가 기호적(symbolic) 

존재한다고 생각함으로써 모르는 변수/주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할 수 있다.  

동적으로 할당되는 주소는 무한히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할 필요가 있다. 같은 프로그램 포인트에서 

할당되는 모든 주소를 하나의 주소로 요약한다. 언뜻 

이러한 요약은 분석의 정확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함수 간추림을 사용하는 곳, 즉 

함수가 호출되는 지점 별로 문맥을 고려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소가 같은 것으로 요약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반복(loop)안에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실행 

중에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새로운 주소들이 하나로 

요약되어 실제 오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4.3 함수 간추림(Procedural Summary) 

함수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모두 저장할 수는 없기에 

메모리 누수를 검증하는데 중요한 정보 만을 끄집어 

내야 한다. 함수 호출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함수에게 넘겨 주는 인자로부터 도달 

가능한(reachable) 주소들과 전역 변수(global 

variable)들 뿐이다. 이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메모리 

누수를 검증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다음의 9가지라고 

제안한다.  

 함수가 돌려 줄 수 있는 정수 값 (RetVal) 

 함수가 받은 인자로부터 도달 가능한 어떤 

주소를 해제하는지 (ArgFree) 

 함수가 받은 인자로부터 도달 가능한 어떤 

주소를 전역 변수에 붙이는 지 (Arg2Glob) 

 함수가 받은 인자가 어떻게 변해서 전역 

변수로부터 도달 가능하게 되는지 (Glob2Arg) 

 함수가 받은 인자로부터 도달 가능한 어떤 

주소를 할당하는지 (ArgAlloc) 

 함수가 돌려주는 주소로부터 도달 가능한 어떤 

주소를 할당하는지 (RetAlloc) 

 함수가 돌려주는 주소로부터 도달 가능한 어떤 

주소가 전역 변수로부터도 도달 가능한지 

(Glob2Ret) 

 함수가 받은 인자로부터 도달 가능한 어떤 

주소를 어떻게 돌려주는지 (Arg2Ret) 

 함수가 받은 어떤 인자로부터 도달 가능한 

어떤 주소를 또 다른 인자에게 어떻게 

넘겨주는지 (Arg2Arg) 

4.4 함수 간추림 사용하기  

어떤 함수가 호출 될 때 그 함수의 함수 간추림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그 함수가 하는 일을 

반영한다. 그런데, 만약 그 함수의 간추림 정보가 

없다면 그 함수를 같이 분석해야 한다. 같이 분석하는 

것은 요약 해석 기반의 분석기에서 행하는 문맥을 

구분하지 않는 분석(context insensitive analysis)과 

같다. 즉, 함수가 여러 번 호출 되면 호출 될 때 

상태들이 모두 하나로 합쳐져서 분석된다.    

5 실험결과 

우리의 분석기를 상용 오픈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용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실험은 Intel Pentium 4 

CPU 3.20GHz 4GB memory의 리눅스(linux) 머신 

위에서 이루어졌다. 표에서 true라고 표기한 것은 

실제로 오류인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false는 거짓 

알람(false alarm)의 개수를 나타낸다. 거짓 알람은 실제 

오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석기의 부 정확성 때문에 

발생하는 알람이다.   

표 1 오픈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 결과 

Program LOC 
Memory 

Leak 
Buffer 

Overrun Time(s) 

True False True False 
httpd-2.2.2 316,436 4 1 0 55 521 
tcl-8.4.14 215,674 28 66 0 79 1,456 
fftw-3.1.2 184,091 0 1 0 11 23 
OpenSSH-
4.3p2 

77,329 7 7 0 12 306 

fluxbox 56,127 1 8 0 4 3,577 



tar-1.13 49,581 4 2 1 20 88 
bison-2.3 42,855 5 4 0 17 362 
grep-2.5.1a 31,160 1 3 0 1 52 
sed-4.08 26,807 24 15 0 11 69 
hanterm-3.1.6 25,518 1 0 34 26 67 
GNUchess-
5.07 

13,768 4 0 4 6 100 

gzip-1.2.4 9,076 0 0 0 45 13 

이와 같은 오픈 소프트웨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개발자들의 의해 검증을 받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오류들을 찾아내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표에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fluxbox는 C++ 소프트웨어인데, 아직까지 우리의 

분석기는 C++ 언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태이다. 

C++의 코딩 스타일은 클래스 인스턴스(class 

instance)의 멤버 변수(member variable) 값에 대한 

접근을 멤버 함수(member method)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우리의 함수 간추림은 값의 흐름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함수 간추림은 포인터 

정보와 할당/해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을 뿐이다.   

표를 보면 코드의 크기와 분석 시간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분석기의 분석 시간은 코드의 크기와 실행흐름의 

복잡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이다.  C++ 소프트웨어인 

fluxbox의 분석 시간이 유달리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파싱에 사용하고 있는 edg 파서가 C++ 언어를 

C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코드가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C 소프트웨어인 tcl-8.4.14 의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분석 대상 코드에 파싱을 하는 

루틴이 포함되어 있으면 재귀적 호출(recursive 

call)이나 스위치 문의 잦은 사용으로 코드의 실행 

흐름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6 결론 

 우리는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수준의 

소스 코드 분석기 Sparrow를 개발하였다. Sparrow는 

C/C++로 작성된 수십만 라인의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실제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알람들만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상용 오픈 소프트웨어들을 분석한 

결과 많은 수의 실제 오류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parrow의 

분석기 엔진은 많은 엔지니어링이 적용되었다. 분석기는 

효율적인 인라인을 비롯한 정확도 향상 기술, 함수호출 

영향을 구분하여 정확도와 분석비용 조절 기술, 함수 

간추림 정보의 활용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높인다. 

Sparrow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대상 프로그램의 소스 구조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전처리된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준비하여 준다. 

또한 분석기가 발생시킨 알람중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알람을 자동으로 제거하며 실제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알람들의 발생원인을 설명해 주는 기능을 웹페이지 

기반의 GUI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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