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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프로그램이 어떤 특성(Property)을 만족하는지 보여

주기 위한 프로그램 증명은 고품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증명 기술은 

프로그램이 어떤 특성을 만족함으로써 프로그램 실행 

중에 특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이는 데에 사용하

거나, 반대로 어떤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 반례(또는 프

로그램 오류)를 찾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프

로그램 증명 기술은 프로그램 안전성 향상, 프로그램 보

안 강화 등을 위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Ⅱ. 프로그램 분석방법 분류 

프로그램이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많은 방법이 연구되어 왔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테스팅 기법 

프로그램 실행시간에 프로그램의 특성을 조사하는 프

로그램 테스팅 기법은 프로그램이 주어진 특성을 만족

하지 않는 반례를 찾음으로써 프로그램에 특정 오류가 

있음을 보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테스팅 기법은 

프로그램에 특정 오류가 없음을 보이기에는 비효율적이

라는 단점이 있다.  

2. 프로그램 자동분석 기법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자동분석 기법은 프로그램이 어떤 

특성을 만족함으로써 특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

여줄 수 있지만, 분석방법에 따라서 오류가 아님에도 오

류라고 보고하거나, 오류임에도 오류가 아니라고 간주

하는 잘못된 오류(False Alarm)가 발생할 수 있다. 프로

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분석을 시도하는 정적분석 기법

과 프로그램 실행시간에 분석을 시도하는 동적분석 기

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3. 수리 논리 기반 프로그램 증명기법 

수리 논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이 어떤 특성을 만족

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증명기법은 정리 증

명기(Theorem Prover)를 이용하여 수리 논리의 증명

(Proof)을 시도한다. 증명하려는 특성을 수리 논리를 이

용한 수리 논리식으로 표현한 후, 이 논리식을 수리 논

리에 기반하여 증명한다. 

수리 논리에 기반한 증명방법은 특성을 표현할 수 있

는 표현력이 매우 우수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잘 정의된 수학적 증명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

한 증명방법이다. 또한, 최근 정리 증명기는 사람이 제

시한 수리 논리식의 증명이 올바른지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리 논리 표현식

에 대한 증명은 기계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행되기보다

는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Ⅲ. 정리 증명기(Theorem Prover) 

수리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많은 정리 증명기가 연구

되고 있다. 수리 논리 증명은 정리에 대한 증명을 기계

가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자동정리 증명기(Automatic 

Theorem Prover)에 대한 연구와 정리에 대한 증명을 

사람이 수행하고 이 증명이 올바른지를 자동으로 체크

해주는 상호대화식 정리 증명기(Interactive Theorem 

Prover)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정리 증명기는 증명할 수 있는 수리 논리의 표현

력이 Propositional Logic이나 First-Order Logic인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표현력에 제약이 있다. 

최근에는 특히 SAT[1] 및 SMT[2] Solver 관련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여서 자동정리 증명기의 성능과 표현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상호대화식 정리 증명기는 증명의 일부분을 자동으로 

해주거나 사람이 제공한 증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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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정리 증명기이다. 상호대화식 정리 증명기에서 

사용하는 수리 논리는 Higher-Order/Dependent Logic

까지 확장되어서 자동정리 증명기보다 표현력에서 매우 

우수하다. 상호대화식 정리 증명기로 Coq[3], Isa-

belle/HOL[4], PVS[5] 등이 있다. 

Ⅳ. 반자동 프로그램 증명기법 

최근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증명기법은 앞에서 소개한 

수리 논리 기반 프로그램 증명기법의 많은 증명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사람이 수행하는 정리 증명 과

정을 대폭 줄이는 수리 논리 기반 반자동 프로그램 증명

기법을 시도한다. 

프로그램의 분석하고자 하는 특성을 컴파일러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간단한 중간 증명 언어(Intermediate 

Verification Language)로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된 중

간 증명 언어로 작성된 수리 논리식들을 자동정리 증명

기(가령, SMT[2] Solver)를 활용하여 자동증명을 시도한

다. 자동정리 증명기로 증명되지 않은 수리 논리식들은 

사람이 직접 증명을 작성하고, 정리 증명기는 이 증명이 

올바른지 체크해준다.  

수리 논리에 기반한 반자동 프로그램 증명기법은 기

존의 수리 논리 프로그램 증명기법의 증명과정을 자동

화 시키려는 시도로서, 사용되는 수리 논리의 표현력을 

자동증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지만, 기존의 프로

그램 자동분석 기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특성들을 증명

하려고 시도한다. 

수리 논리 기반 반자동 프로그램 증명기법에서 사용

되는 대표적인 중간 증명 언어(Intermediate Verifica-

tion Language)로는 미국 Microsoft사의 Boogie와 프랑

스 Paris-Sud 대학과 Inria 연구소가 개발한 Why3 

(WhyML) 등이 있다. 

V. Why3(WhyML) 

Why3[6]는 프랑스 Paris-Sud 대학과 Inria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증명 플랫폼으로 다양한 도구들을 제

공하고 있다. Why3는 Frama-C와 같은 오픈 소스 기

반 C, Java 프로그램 분석 도구와 연계되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Why3는 First-Order Logic의 수리 논리를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Why3의 증명과정은 크게 

기계에 의한 자동증명 단계와 사람에 의한 증명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Why3의 자동증명 단계는 기존의 많

은 자동정리 증명기를 이용하여 자동증명을 시도하며, 

하나의 자동정리 증명기가 실패할 경우 다른 자동정리 

증명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자동증명을 시도할 수 있다. 

Why3의 사용화면이 (그림 1)에 있으며, Simplify, Alt-

Ergo 등과 같은 자동정리 증명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Why3의 사람에 의한 증명단계는 자동정리 증명기로 

증명되지 않은 정리들에 대해서 Coq, Isabelle/HOL, 

PVS와 같은 상호작용식 정리 증명기들(Interactive 

Theorem Provers)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람이 직접 증

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Why3는 WhyML이라는 계산(Computation)과 명세

(Specification)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한다. 

(그림 2)는 WhyML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예를 보여준

다. WhyML 언어는 First-Order 언어라는 제약을 제외

하고는, 다형(Polymorphic) 타입 지원, 레코드 타입 지

원, 할당문(Assignment) 지원, 루프(Loop) 지원,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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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tion 지원, First-Order Logic에 기반을 둔 Pre/Post 

Condition 지원, Assertion 지원, 루프 Invariant 지원 

등과 같이 풍부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WhyML로 작

성한 프로그램은 Why3 증명기를 통하여 자동증명을 시

도하여서 사람이 작성해야 하는 증명을 많이 줄여준다.  

Why3의 장점은 여러 개의 자동정리 증명기를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다른 

자동정리 증명기의 사용법을 몰라도 Why3는 다른 정리 

증명기를 활용하여 증명 시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 실제로 자동정리 증명기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달

라서 자동증명 가능한 수리 논리 표현식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Why3는 여러 개의 자동정리 증명기를 사용하

여 자동증명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리 논리 표현

식들이 자동증명될 수 있도록 시도한다.  

한편, Why3의 단점은 Why3가 자동증명 기능이 강화

되어 사람에 의한 증명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지

만, 수리 논리 표현식이 First-Order Logic으로 Coq, 

Isabelle/HOL, PVS 등의 정리 증명기와 비교하여 제한

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Why3의 장단점으로 Why3 또는 WhyML

은 다른 증명 시스템의 증명을 위한 중간언어 (Inter-

mediate Verification Language)로서 사용되고 있다. 오

픈 소스인 Frama-C 분석 도구는 C나 Java 프로그램의 

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Why3를 증명을 위한 중간언어

로 사용하고 있다. 

Ⅵ. Boogie  

Boogie[8]는 미국 Microsoft사가 개발한 중간 증명 언

어로 프로그램 증명기를 제작하는 데에 중간언어로 사

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3)과 같이 Boogie를 

기반으로 Havoc[9], Symdiff[10], VCC[11]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증명기가 개발되었다. 

Boogie 중간언어를 증명하는 시스템 역시 Boogie라

고 불리는데, Boogie 증명 시스템은 Boogie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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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서 증명이 필요한 VC(Verifi-

cation Condition)을 추출한 후 SMT[2] solver 등을 이

용하여 자동증명을 시도한다. 

Boogie 언어는 기본적으로 First-Order Logic에 기반

을 두고 있으며 자동정리 증명은 SMT[2] Solver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Boogie 언어는 Procedure, Mutable 변

수, Pre/Post Condition을 지원하지만, Side Effect가 있

는 표현식이나, 동적 메모리 지원, Class 지원, Call-

By-Reference 매개변수 전송, 구조화된 Control-flow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SMT[2] Solver 등에서 지

원하는 Constants, Function Symbols, Axioms 등을 지

원한다. 

Boogie 언어의 증명은 최근 Why3와 유사하게 SMT 

Solver기반의 자동정리 증명기를 통하여 증명을 시도하

며 자동증명 되지 않는 경우 Isabelle/HOL[4]등을 통하

여 증명할 수 있도록 확장되고 있다. 

Ⅶ. 결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 반면, 향후에는 복잡하

고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오류없이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수리 논리에 기반한 프로그램 증명기법은 최근 프로

그래밍 언어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아

직은 수리 논리를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프로그램을 증

명하는 것은 일부 관련 기술 전문가들 위주로 행해지고 

있으나 최근 운영체제, 하이퍼바이저,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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