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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방법이 직관적이고, 실제 수행경로를 모두 포함하기 때
문에 다른 분석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키워드 : Esterel, 제어흐름그래프, 동기식언어
Abstract A control flow graph(CFG) is an essential
data structure for program analyses based on graph
theory or control-/data- flow analyses. Esterel is an
imperative synchronous language and its synchronous
parallelism makes it difficult to construct a CFG of an
Esterel program. In this work, we present a method to
construct over-approximated CFGs for Esterel. Our
method is very intuitive and generated CFGs include not
only exposed paths but also invisible ones. Though the
CFGs may contain some inexecutable paths due to complex combinations of parallelism and exception handling,
they are very useful for other program analyses.
Key words : Esterel, Control Flow Graph, Synchronous
Language

1. 서 론
Esterel[1-4]은 반응형(reactive) 실시간(real time)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동기식(synchronous)

언어

요 약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흐름분석(data flow analysis)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제어흐름그래프(control flow graph)가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동기(synchronous)식 절차(imperative)형 언어 중
하나인 Esterel로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순하면서 입
력 프로그램의 구조와 흡사한 형태로 표현되는 근사-제어
흐름그래프(over-approximated CFG) 생성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면 병렬 제어흐름을 표현하는 부
분에서 실행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렇지만,

Esterel에서 단순하고 효율적인 CFG 생성이 어려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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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pproximated CFG)를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Esterel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
고 3장에서 관련된 기존 연구에 관해 논의한 후에 4장
에서 CFG 생성방법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제안된 방
법의 구현과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결론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는 6장에서 이루어진다.

2. Esterel 프로그래밍 언어
본 논문에서는 Pure Esterel을 대상으로 한다. Pure
Esterel은 “nothing”, “pause”, “emit s”, “exit t” 등

Esterel에서 근사-제어흐름그래프의 효율적인 생성

877

4개의 단위문장과 signal test, loop, sequence, parallel,

약한 선점(weak preemption)

suspension, exception handling 등의 7개의 블록문장

선점조건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단위시간까지는 수행

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문법과 간단한 의미는

을 마친 후에 선점된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1절과 그림 1에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 p와 q는 문장

“p||q”에서 p가 “exit t”에 의해 종료 된 경우, 동기

을 나타내고, s는 signal, t는 exception을 의미한다.

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q는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

2.1 Pure Esterel 문장

한다. 현재 단위시간에 하도록 정의된 일을 모두 수행한

Esterel은 외부 클럭에 맞춰서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후에, 비로소 “exit t”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때 “pause”를 이용해 동기화 시점을 결정하고 단위시
간(instant)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pause”는 단위
시간을 변경하고, 모든 signal의 상태를 초기화 한다.
Esterel

프로그램은 signal의

상태에

따라

동작

뒤따르는 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종료 된다.

3. 관련 연구
CEC[9,10]에서는

Esterel을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reaction)한다. signal의 상태는 단위시간마다 present

GRC[11]를 이용한 CFG를 생성한다. 생성된 CFG는 매

또는 absent가 되는데, “emit s”에 의해 present가 되

단위시간에 시작 노드부터 끝 노드까지 전체가 한번 수

면 단위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가 유지된다.

행한 후에 계산된 상태는 저장공간에 기록되고, 이는 다

다른 문장들의 직관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noth-

음 단위시간의 제어흐름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원본

ing”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p;q”는 p를 수행한 후

프로그램으로부터 문법적 변환을 거쳐 얻을 수 있긴 하

즉시(instantly) q를 수행한다. “present s then p

지만 원본프로그램의 절차적인 특성과 구조가 모두 제

else q”는 s의 상태에 따라 p 또는 q를 수행한다.

거된 형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loop

제어흐름을 보여주진 못한다.

p

end”는

p를

무한히(infinitely)

반복하고,

“p||q”는 p와 q를 병렬로 수행하고, 두 문장이 모두 종

Esterel과 유사한 Quartz에 관한 연구[12]에서 CEC

료되어야 병렬수행이 끝난다. “signal s in p end”는

와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그래프 대신 프리디킷

p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signal s를 유효(scope)하게 한

(predicate)과 논리식으로 제어흐름을 표현한다. 이는 명

다. “suspend p when s”는 s가 present하는 단위시간

제증명기(theorem prover)를 통한 분석에 사용된다.

동안 p의 수행을 멈춘다. “trap t in p end”는 새로운

[13,14]에서는 Esterel 프로그램 슬라이서(slicer)를 구

예외(exception) t를 선언하고, 이는 p를 수행하는 동안

현하면서 CFG를 사용하였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유효하다. 만일, p에서 “exit t”에 의해 예외가 발생하

로서 병렬 수행중인 문장들 간에 발생하는 제어흐름의

면, 그 즉시 p의 수행을 멈추고 “trap”을 종료한다.

간섭은 그래프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2.2 Esterel에서 제어흐름 결정 시점

위해 그래프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pause” 처리기(pause

Esterel에서 선점(preemption)[8]이 일어나는 경우를

handler)와 결정자(decision maker)를 도입하여 해결하고

제외한 모든 제어흐름은 단위시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있다. 이는 PDG(program dependency graph)와 함께

결정된다. 하지만, “suspend”나 “exit”과 같이 이를 방

사용하여 슬라이서를 구현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해하는 선점 문장에 의해 제어흐름은 바뀔 수 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강한 선점(strong preemption)
선점조건이 발생하는 즉시 남아있는 수행을 멈추고

4. 제어흐름그래프 생성

선점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suspend p

CFG 생성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의 모

when s”에서 s가 present인 경우 그 즉시 p의 수행을

든 식별자(identifier)는 유일하며 같은 이름을 여러 번

멈추고, s의 상태가 absent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식별자가 사용될 때 범위
규칙(scoping rule)에 의해 중첩되는 식별자는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Esterel에서 유효하지 않는 예외 t에 대한
“exit t”는 “nothing”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역
시 전처리 과정을 통해 교체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는 고려하지 않는다.
4.1 정의
CFG는 그림 2에 정의된 바와 같이 s, f, N, E, W

그림 1 Pure Esterel 문장

로 구성된 튜플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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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어흐름그래프
s 와 f 는 각각 시작 노드와 끝 노드의 인덱스를 나타
내고, N과 E는 각각 노드(node)와 엣지(edge)의 집합
이다. 노드는 식별자 역할을 하게 될 정수 인덱스(i)와
타입(type)으로 구성된다. 노드의 타입에는 단위문장을
의미하는 4개의 타입과 블록의 시작(B)과 끝(E)을 표현
하는 타입이 포함된다. 엣지는 5종류가 있는데, 출발노

그림 3 CFG 생성

드(i)와 대상노드(j), 조건(l)로 이루어진 normal 엣지
및 출발노드와 대상노드로만 이루어진 parallel, exit,

- “loop p end”는 무한반복을 표현하기 위해, p의 끝

may-exit, unreachable 엣지가 있고 각각, 병렬수행, 예

(fp)과 시작(sp)을 normal 엣지로 연결한다. 결과의

외발생, 예외발생가능, 수행불가능 한 경로를 의미한다.

시작(s)과 p의 시작(sp)을 연결하고, p의 끝(fp)과 결

조건은 signal의 존재여부를 표시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

과의 끝(f) 사이는 unreachable 엣지가 된다.

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W는 “exit”에서 발생한 예외(t)

- “present s then p else q”는 p와 q에 대응하는

와 발생한 노드의 인덱스(i), 엣지의 집합인데, W의 활

CFG에 대해 결과의 시작(s)과 p의 시작(sp)은 조건

용에 대해서는 4.2절과 4.3절에서 설명한다.
4.2 생성규칙

s가 포함된 normal 엣지가 연결되고, q의 시작(sq)

대해서는 조건 ¬s가 포함된다. 그리고, 각각의 끝과

주어진 program에 대응되는 CFG를 생성하는 규칙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림 3에서 각 문장에 대한 생성규칙을 나타낸다.
- “nothing”, “pause”, “emit s” 는 각각을 의미하는
노드 하나로 이루어진 CFG가 된다.

결과의 끝을 연결하다.
- “signal s in p end”는 식별자의 중복을 없애는 처
리를 이미 마쳤으므로 별다른 조작 없이 p의 시작
(sp)과 끝(fp)을 결과(s, f )에 연결한다.
- “suspend p when s”는 먼저 p에 상응하는 CFG를
생성하고, 결과의 시작(s)과 끝( f )을 p의 시작(sp)과

- “exit t”는 뒤따르는 문장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으므

끝(fp)에 연결한다. 그리고, p에 포함된 모든 pause에

로 exit t 노드(s)와 더미노드(f )를 이용해서 두 노드

대해 signal s가 present인 동안 수행이 지연되어야

사이를 unreachable 엣지로 연결한다. “trap t”의 바

하는 “suspend”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s의

깥으로 제어흐름을 이어줘야 하므로, 식별자 t와 노드

present를 뜻하는 재귀엣지(i→i)를 추가한다. 동시에

인덱스, exit 엣지로 구성된 튜플을 W 에 추가한다.

pause를 출발로 하는 엣지(i→j)에 대해서는 s의

- “p;q”는 하위문장 p와 q에 대응되는 CFG를 완성하
고 p의 끝(fp)과 q의 시작(sq) 사이를 normal 엣지로

absent를 조건으로 덧붙여 준다.
- “trap t in p end”도 다른 블록문처럼 p의 시작(sp)

연결해 준다. p의 시작(sp)이 결과의 시작이 되고 q의

과 끝(fp)을 결과(s, f )에 연결한다. 그리고, p에서 발

끝이 결과의 끝(fq)이 된다.

생한 예외 W 중 식별자가 t인 경우에 대한 처리를

- “p||q”는 4.3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해주어야 한다. 해당 예외에 대해서는 예외가 발생한

Esterel에서 근사-제어흐름그래프의 효율적인 생성

노드(i)와 결과의 끝(f)을 exit 또는 may-exit 엣지를
이용해서 연결해 준다.
4.3 병렬수행에서 CFG 생성규칙
2.2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Esterel에서 선점이 발생한
경우 각 문장의 의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그림 4의
예를 보면, “exit T ”와 “exit U ”는 같은 단위시간에
수행된다. “trap U ”가 “trap T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exit U ”가 우선순위가 높고, 전체 제어는 “trap U ”
바깥으로 흘러간다.

879

5. 구 현
본 논문에서 제안된 CFG 생성방법은 OCaml로 구현
되었으며 여러 모듈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CEC[9]를 이
용해서 하나의 모듈로 합쳤다(dismantle). 파싱이 이루
어지는 전단부는 Esterel 추가문장들을 Pure Esterel로
녹여(de-sugaring) 받아들이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5는 그림 4의 프로그램에 대한 CFG이다. 실선,
굵은 실선, 점선, 가는 점선, 가는 실선은 각각 normal,
parallel, exit, may-exit, unreachable 엣지를 의미한다.
표 1은 Esterel 벤치마크 프로그램 Estbench[15]와
Ramesh’s case study[16]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mayexit 엣지가 하나도 생성되지 않은 mca200과 dlx의 경
우 mca200은 병렬수행을 포함한 “trap”을 사용하지 않
았으며, dlx는 “trap”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tcint,

그림 4 중첩된 trap
실제로 “p||q”에 대해, p에서 “exit”이 수행된 경우, q
는 현재 단위시간까지 수행을 마치고 종료하거나, 마지막
단위시간인 경우 q의 끝까지 수행하고 종료한다. 만약 q에
서 다른 “exit”이 같은 단위시간에 수행된 경우 두 “exit”
중에서 더 바깥쪽 “trap”에 해당하는 “exit”을 처리한다.
본 논문에서,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may-exit 엣지를
추가하였다. may-exit 엣지란, 병렬수행에서 한쪽 프로
그램에서 “exit”에 의해 수행이 종료된 경우 다른 한쪽
프로그램의 제어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에 대한
엣지를 의미한다.
그림 3의 “p||q” 규칙을 보면, p와 q에 대응하는
CFG를 계산하고, 각각의 시작(sp, sq)과 끝(fp, fq)을 결
과의 시작(s)과 끝(f)에 parallel 엣지로 연결해 준다. 그
리고, p에 포함된 exit의 집합인 Wp에 대해, q의 엣지
의 집합인 Eq를 참조하여 다음의 각 노드에 may-exit
엣지를 추가한다.
- q 의 마지막 노드의 선행노드(j)
- q 에 포함된 pause의 선행노드(j)
- q 에 포함된 exit t 중 우선순위가 낮은 노드(j)
Wq와 Ep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한다.
4.4 생성된 CFG의 안전성(soundness)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CFG를 생성할 때, 앞
절에서 언급된 병렬수행 중 “exit”을 포함한 경우
may-exit 엣지로 인해, 실제로는 불필요한 엣지가 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Esterel의 언어 정의와 의미[1-4]에
기반하여 모든 수행 가능한 경로를 빠트림 없이 포함하
고 있으므로 안전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실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경로
와 동일한 CFG를 얻을 수 있다.

ww, fbus는 각각 여러 형태의 “trap”을 사용하고 있지
만, 병렬수행을 포함하면서 “exit”이 수행되는 형태는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 하지만 atds100과 mejia는 전체
엣지의 약 13～14%가 may-exit 이라고 인식이 되었는
데, 이는 그림 6의 mejia의 예와 같이 “trap”, 병렬수
행, “exit”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다. “await”는 원하는 signal이 present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추가문장인데, 17번째 줄의 “exit”이 2, 6, 10
번 줄 “await”의 선행 노드와 각 병렬수행문의 끝에
총 9개의 may-exit 엣지를 삽입하게 된다.
대부분 실제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엣지이나 일부
전혀 실행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이는 데이터에 의존적
인(data dependent) 제어흐름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제
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4장의 생성 규칙으로 CFG를 만드는 데에는 프로그램
크기에 비례하는 정도의 시간과 메모리가 소모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sterel의 특징들을 다 표현하면서 손
쉽게 사용 가능한 근사-제어흐름그래프의 생성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생성된 CFG는, 몇몇 경우에 대해서는
근사값(over-approximation)으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
로 실제 실행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예상만큼
큰 근사(approximation)가 적용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CFG 생성자체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원본
프로그램의 문장구조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는 분석에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추후에 전체 Esterel 문장을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으
로 확장할 계획이며, CFG에 기반한 다양한 분석시스템
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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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ejia 예제

[7]

[8]

그림 5 중첩된 trap의 CFG
[9]

표 1 실험결과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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