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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안 소 트웨어 개발을 한 정형 기법은 소 트웨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다. 정형화 기법에는 정형 명세와 정형 검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해 여러 도구가 

제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소 트웨어 개발을 한 RoZ 정형 명세 도구를 이용하여 

ACS(Access Control System)의 UML 모델을 통한 Z 명세 자동 생성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정형 검증 도구인 Z/EVES를 이용하여 ACS 의 특정 기능의 명세에 한 검증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소 트웨어 설계에 따른 보안 소 트웨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제시하 다.

1. 서론

   보안 소 트웨어 개발 방안에서 소 트웨어의 정

형화된 명세 규격을 정의하는 정형 기법은 명세 과

정을 하여 수학  표기법이 제공된다. 이러한 정

형 기법은 명세에 한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명세

의 모호성을 제거함으로써 시스템 명세로부터의 불

일치성을 검사하며 구 하고자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을 보장할 수 있다. 정형 기법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추론 과정에서 요구하는 의미론을 분석하며 효과

인 시스템 구 을 도와  수 있다. 명세 과정만으로 

시스템 수행 과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부분

에 해서는 시스템의 검증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정

형화된 시스템에 한 안정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

다. 검증 단계에서 지원하는 여러 도구들은 SPIN, 

SLAM, SMV, Z/EVES[3] 등과 같은 검증 도구

들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 제어 시스템을 구 해 으

로써 소 트웨어의 정형 명세  개발 방안을 제시

하 다. 소 트웨어의 명세 과정은 Z 언어를 이용하

여 ACS(Access Control System)에 한 명세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Z 언어를 사용하기 해 

제공하고 있는 도구가 RoZ이다. RoZ[1]는 

Rational Rose 도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확장 기

능으로 UML 모델로부터 Z 명세를 생성하는데 필

요한 명세 도구이다. 명세 과정에서는 UML 모델의 

각 클래스에 한 Z 표기법을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된 각 클래스의 Z 표기법 정의는 RoZ를 

통하여 재 개발하고자하는 ACS에 한 Z 명세를 

자동 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

로, RoZ 명세 도구로부터 Z 명세를 생성하고 난 

후 Z/EVES를 통하여 명세화된 ACS로부터 정형 

검증 차 수행과 의미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보

안 소 트웨어 개발 방안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정형 기법에 한 

련 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소 트웨어 검증

을 지원하는 도구에 한 설명을 하며, 4장에서는 

정형 검증 도구를 이용한 실험 방법에 해 설명하

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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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정형 기법은 수학과 논리학에 기반을 둔 방법으

로 하드웨어 시스템이나 정형 소 트웨어 시스템을 

명세하거나 검증하는 방법론이다. 수학  기호를 사

용하여 시스템을 명세하고 검증할 특성 한 논리식

을 기술하여 시스템의 사용자가 요구하는 특정 조건

에 한 만족 여부를 수학  성질을 이용하여 검증

함으로써 자연어가 내포하는 애매모호함이나 불확실

성을 최 한 일 수 있다. 즉, 복잡한 시스템이 특

정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여 검증된 시스템에 

한 신뢰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정형 기법은 정형 명세(formal specification)

와 정형 검증(formal verification)으로 두 가지를 

나  수 있는데, 정형 명세는 정형 논리(formal 

logic) 는 수리 논리(mathematical logic)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동작할 환경, 시스템이 만족해야 

할 요구 사항, 요구 사항을 수행할 시스템 설계 등

을 기술하는 것이다. 정형 명세는 다시 요구 명세와 

설계 명세로 나  수 있다. 요구 명세는 시스템이 

무엇을 만족해야 하는가를 정의해 놓은 명세이고 설

계 명세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나타

낸다. 정형 검증은 정형 논리 는 수리 논리 등에

서 제공하는 증명 방법을 이용하고, 정형 명세를 분

석하여 시스템의 무모순성  완 성을 검증하거나, 

설계가 주어진 가정에서 요구사항이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기법이다.

3. 보안 소 트웨어 검증을 지원하는 도구

   소 트웨어 정형 검증 도구로는 여러 가지 있다. 

이  다음과 같은 소 트웨어 검증을 지원하는 도

구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SPIN은 기존의 모델 체킹 방법을 개선하기 

해 On-the-Fly 방식을 사용하여 메모리의 효율

인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 다. SPIN은 통신 로

토콜과 같은 분산 환경의 소 트웨어 시스템의 정확

성  안정성을 증명하기 해 개발된 모델검증이

다. SPIN은 명세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동작을 오

토마타와 같은 형식으로 모델링한다. 이 때 사용하

는 언어가 Promela(PROtocol MEta 

LAnaguage)이다. Promela는 시스템을 로세스

의 형태로 추상화 하고, 로세스들이 병렬 으로 

수행하면서 채 을 통해 서로 간에 동기화  통신

을 수행하게 된다.

   SMV(Simbolic Method Verifier) 시스템은 

유한 상태 기계가 temporal logic CTL로 쓰여진 

명세가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는 도구이다. SMV의 

입력언어는 유한 상태 기계를 묘사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SMV는  검증하고자하는 시스템을 동기 

Mealy machine이나, 는 비동기 네트워크로 손

쉽게 명세할 수 있다. SMV 언어가 유한 상태 기계

를 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제공하는 자

료형은 유한한 것(Boolean, scalar, fixed array

등)만을 제공한다. 정 이고 구조화된 자료형 한 

구 될 수 있다.

   Statechart는 리엑티 (rective) 시스템의 명세

에 합한 그래픽 언어이다. 그 근본 구조는 상태 

이도(state transition diagram)에 계층

(hierarchy), 동시성(concurrency), 통신

(communication)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계층

은 트리에서 서 -트리가 생되듯이, 하나의 스테

이트가 서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계층  구조를 표 한다. 동시성은 스테이트들 간에 

병렬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두 개 는 그 이상의 

병렬 컴포 트가 모여서 하나의 스테이트를 구성하

게 된다. 통신은 시스템의 컴포 트들 간에 방송

(broadcasting)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시스

템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정형 검증 도구를 이용한 보안 S/W 검증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Z/EVES 정형 검증 도구를 

이용하여 ACS( 근제어시스템)에 한 검증 과정을 

수행해 보았다. 정형화 기법을 이용한 보안 소스 코

드 명세  검증 과정은 다음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 

완료할 수 있다. 

⑴ 소스 코드로부터 UML 모델 생성 과정

⑵ UML 모델로부터 Z 명세 변환 과정

⑶ Z 명세에 한 정형 검증 과정

4.1 소스코드로부터 UML모델 생성 과정

   Rational Rose C++(실험에 사용된 버  : 4.0)을 

이용하여 C++ 코드에 한 UML 모델 생성이 가능

하다. Rational Rose C++은 C++ Analyzer를 포함하

고 있는데, Rose와는  독립 으로 분리되어 실행되

는 패키지이다. C++ Analyzer는 역공학을 제공한다. 

Rational Rose C++ Analyzer는 C++ 소스 코드로부

터 디자인 정보를 추출하고, 소스코드의 논리 이고 

물리 인 구조를 표 하는 모델을 생성하기 해 사

용된다. 4.1에서 수행하는 과정은 ACS의 소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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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Rose C++ Analyzer를 이용

해 C++ 소스코드로부터 UML 모델을 생성하는 과

정에 해서만 단계별(5단계)로 설명을 한 것이다. 

C++ Analyzer

New Project(1)

Project 세부 항목 설정(2)

Action Analyzer(3)

Export to Rose(4)

UML 모델 생성 완료(5)

[그림 1] C++ Analyzer를 이용한 C++코드로부터 UML 

모델 생성 과정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과정은 Rose 4.0에서 제

공하는 역공학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UML 모델 

생성을 하여 C++ Analyzer에서 새로운 로젝트

를 생성하고 난 후 [그림 1]-(2)에서와 같이 로젝

트 세부 항목을 설정해 다. 세부항목 설정은 재 

UML모델로 변환하고자 하는 C++코드의 치를 선

택하고 UML 모델이 생성되는 치를 설정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그림 1]-(3)은 C++코드를 분석하여 

UML 모델을 생성하기 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C++코드 오류의 문제 이 발생할 때에는 UML 

모델을 생성할 수가 없으므로 C++ 소스코드의 

UML 변환을 한 코드 구성이 제 로 이루어져 있

어야만 UML 모델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그림 

1]-(4)는 C++ 코드 분석이 제 로 완료되었다면, 

C++코드에 한 UML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이 생

성된 UML 모델은 Rose 4.0을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4.2 UML 모델로부터 Z명세 변환 과정

   본 에서는 ACS의 UML 모델을 이용하여 Z 

명세를 하는 과정에 해 설명을 한 것이다. Rose 

4.0 버 에 RoZ 스크립트를 Add-In 함으로써 UML 

모델로부터 Z 명세 변환이 가능하다. 참고로 C++ 

소스코드로 생성된 UML 모델이 아니며, ACS의 동

작 원리를 구 하는 UML 모델을 새로 생성하면서 

Z 명세 과정을 살펴본다. 

   ACS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UML 모델 구조를 

가진다. 

lastname
firstname
tel
cardnb

PERSON GROUP

groupcode
groupname

PersonGroupRel

0
*             1

[그림 2] Access Control System 구 을 한 UML 모델

   [그림 2]에서 PersonGroupRel 연 에서 한 

PERSON은 단지 한 GROUP과 연 계를 가지

면서 PERSON과 GROUP 클래스의 계를 유지

한다. 다음은 [그림 2]의 다이어그램에서 추가 인 

3가지 규제을 정의한다. 

① 모든 사람은 어도 하나의 화번호를 가지

고 있다.

② 카드 번호는 그 사람의 키이다. 

③ 주어진 그룹 멤버의 화번호는 같은 두사

를 가지고 있다

   ACS 시스템이 가지는 기본 모델을 와 같은 

사항으로 참고하여 다음 단계별(4단계)로 Z 명세 과

정을 수행한다. 

UML 모델 생성(1)

각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한 Z 표기법 정의(2)

Z type 작성(3)

Z 명세 일 생성(4)

Rose(RoZ)

[그림 3] UML 모델로부터 Z 명세 일 생성 과정

   [그림 3]의 과정은 [그림 2]에서 보여주는 ACS에 

한 기본 인 UML 모델의 생성 후 각 클래스 다

이어그램마다  Z latex type의 정의가 필요하고, 

ACS 시스템의 3가지 규제에 용되는 Z type 일

을 작성한 후 Rose의 RoZ를 이용한 Z 명세 자동 

생성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4.3 Z 명세에 한 정형 검증 과정

   Z 명세 일을 이용한 검증 차는 Z/EVES 정

형 검증 도구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Z/EVES를 

통해 검증 차를 수행하기 해선 먼  Z/EVES 

로그램을 수행한 다음 메뉴에서 "File"-> "Read"를 

선택하여 RoZ를 통해 생성된 Z 명세 일을 읽는다. 

ACS 시스템을 로 들어, 오퍼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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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ChangeTel_Pre" 증명을 검증하기 해서

는 우선 Z 명세 일을 읽어들인다( read 

"ACS.zed"). ACS.zed을 읽고 난 후의 결과는 완

히 형성된 Z 명세 일의 스키마를 오류없이 읽어

들인다. 다음으로, ACSthms.zed 를 읽은 후 증명 

가능한 법칙들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난다. 

   증명하고자하는 어떤 법칙을 보고자 한다면, 

Z/EVES commend 상에서 다음 [그림 4]과 같은 명

령를 실행한다. 

[그림 4] print status 결과 화면

   Z/EVES에서 디스 이 정보를 보여주는 출력 

련 명령어  printf status는 모든 확립된 증명 

목 의 이름들을 보여 다. [그림 13]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은 재 증명 목 을 보여주는 리스트가 "No 

current goal"이라고 하여 재 증명 인 리스트가 

없음을 나타내며, print status 에서 나타나는 증명

되지 않은 목록  PERSONChangeTel＼_Pre를 증

명하기 해 다음 [그림 5]와 같이 try명령을 이용한

다. 

[그림 5] PERSONChangeTel\_pre 증명 시도

   다음으로 [그림 5]의 명제를 검증 수행하기 하

여  마지막 증명 과정으로 prove 명령어를 이용하여 

PERSONChangeTe＼_Pre에 한 명제를 증명한다. 

[그림 6] prove by reduce 결과 화면

   [그림 6]의 “prove by reduce”  명령어는 재 목

에서 감소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되는 감소를 실행하며, [그림 5]의 해당 오퍼

이션인 PERSONChangeTel\_Pre 명제 조건의 검증

이 모두 이상없는 명제임을 증명할 때 true 메시지

를  출력하면서 검증 과정을 마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UML과 정형 명세 언어인 Z와의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명세를 더욱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를 이용하여 Z/EVES 정

형 검증 도구를 통해 보안 소 트웨어의 안정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한 검증 차를 수

행하 다.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그에 한 Z 

정형 명세 표 에 기반한 모델을 생성한 후 보안 소

트웨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

는 과정은 RoZ 정형 명세 도구를 이용하여 명세 과

정을 수행하 다. 정형 명세를 해 사용된 제는 

ACS( 근 제어 시스템)를 이용하여 UML 모델로 

표 한 다음, 시스템의 명세를 하여 각 클래스 다

이어그램을 Z 언어로 정의함으로써 정형화된 시스

템을 구 했다. 명세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완 히 

안정된 소 트웨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정형 검증 과정을 통하여 설계된 소 트

웨어의 각 항목에 한 검증 차가 필요하다. 검증 

차를 수행하기 해 사용되는 도구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Z/EVES 보안 정형 검증 도

구를 이용함으로써, 소 트웨어 설계에 따른 UML 

모델을 통해 생성된 Z 명세의 각 오퍼 이션에 

한 제 조건들을 검사함으로써 소 트웨어 설계시 

제시한 규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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