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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시행일 : 2004년 3월 31일

  

  이 문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실무자가 소프트웨어의 안전에 대한 기여도와 그 분석 기법을 평가

하고, 소프트웨어에 적절한 안전 기법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이드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가 본 문서의 주요 대상이지만, 소프트웨어 보증

(SA, Software Assurance) 엔지니어, 프로젝트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및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도 

이 가이드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전에 기여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모범 사례(good practice)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및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링 활동의 범위를 정의하고 테일러링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 및 지침을 제공한다. 소프트

웨어에 FMEA/CIL 및 FTA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지침뿐만 아니라 여러 체크리스트와 예제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개발 접근방식, 안전 분석 및 테스트 방법을 포함

한다.

  NASA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이나 센터에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본 문서를 검토하여 내부 

활동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NASA 계약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물품의 조달 시 본 문서의 적용과 관련된 질문이나 요청은 NASA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 또는 

센터에 문의하도록 한다.

  이 가이드북의 발행으로, NASA-GB-1740.13-96, NASA Guidebook for Safety Critical 

Software Analysis and Development 문서는 폐기(cancel)한다. 

 

                                          /s/   

                                    Bryan O'Connor 

                                    안전 및 임무 보증(Safety and Mission Assurance) 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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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이 가이드북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보증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대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우리 주변의 많은 하드웨어(장비, 전자 

장치 및 기기)를 제어하고 있다. 때때로 하드웨어의 고장이 인명의 손실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하드웨어를 제어 또는 동작시키거나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할 때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 가이드북의 독자는 다양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가 일차적인 

주요 대상이며, 소프트웨어 보증(QA) 엔지니어, 프로젝트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및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도 이 가이드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제1장 소개 부분의 1.5절에서는 다양한 

주제 중 절(section) 별 주요 관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설명한다. 

  이 가이드북은 단순히 개발 기술이나 분석 방법을 모아서 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본 가이드의 목표는 독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해 안전 관점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

이다. 이 가이드북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살펴야 할(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본 가이드북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개발 접근방식, 안전 분석 

및 테스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이드북은 안전-필수(safety-critical) 시스템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션-크리티컬(mission-critical)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때에도 대부분의 정보와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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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Glenn 연구 센터의 안전‧보증 이사회에서 진행한 CSIP(Center Software 

Initiative Proposal) 과제로 개발되었다. 

  NASA가 개발한 NASA-STD-8719.13A, “NASA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NASA Software 

Safety Standard)”[1]은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의 “누가, 무엇을, 언제, 왜”에 대해 다루며, 본 소

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북은 “어떻게”에 대해 다룬다. 

  1.5절은 이 가이드북 사용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로드맵은 각 장의 정보를 설명하고 소프트

웨어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소프트웨어 보증 담당자, 시스템 엔지니어 및 안전 엔지니어

에게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절을 보여준다.

1.1 범위

  이 문서는 펌웨어(예: ROM, EPROM, EEP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머블 로직(programmable logic)을 포함하여 안전-필수 소프트

웨어의 분석, 개발 및 보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계약을 통해 개발한 소프트

웨어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위험 관리 및 보증 활동 내에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증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기법과 분석은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에 따라 여러 세부적인 수준으로 나뉘며 가이드북 전체에 

걸쳐 이를 설명하 다. 새로운 기법이나 분석의 경우에는 기법 또는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제시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를 별도로 표시하 다. 다양한 기법 중 일부 기법에 대해

서는 타당성에 대한 의견이 크게 다르므로 본 가이드북에서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전 판단하지 

않고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만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까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이 가이드북은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증 목표와 관련하여 각 기법의 부가가치 대비 비용을 다룬다. 강력한 메트릭이 없으면 

이러한 평가는 다소 주관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해답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각 기법 

또는 분석은 특정 프로젝트의 맥락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이 가이드북은 단순한 개발 기법과 분석의 집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목표는 독자들이 

“안전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시스템 안전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NASA 방법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이 가이드북을 따라

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경험을 가정하거나 필요하도록 가이드북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 가이드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약어 및 정의는 부록 B에 수록되어 있다.

1.2 목적

  본 가이드북의 목적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보증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을 지

원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본 문서를 통해 시스템(및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한 

NASA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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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소프트웨어 안전 담당자는 소프트웨어가 더욱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기법과 분석 및 모범 개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 시스템 안전 

담당자,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도 이 가이드북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일부 지식이 있다면 이 가이드북에 제시된 자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가이드북은 소프트웨어 개발, 획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작업과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이드북이 안전-필수(safety-critical)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많은 정보와 지침은 미션-크리티컬(mission-critical) 소프트웨어 개발시에도 적합하다. 상용 

소프트웨어(COTS, commercial off-the-shelf)나 계약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획득에 대한 

지침은 12장에 제시되어 있다.

1.3 감사의 말

  본 가이드북에 제시된 자료의 대부분은 이전에 문서화되지 않은 원본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NASA, 정부 기관, 기술 문헌 출처)의 자료에 직간접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출처가 너무 

많아 여기에 모두 나열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적절히 참조를 달았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의 NASA/Caltech Jet Propulsion Laboratory의 엔지니어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 가이드북의 여러 절에서 그들의 의견과 제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반 하 다. 

  또한 아래와 같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 소프트웨어 생산성 컨소시엄 : “Frameworks Quagmire” 다이어그램을 재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줌

  • Rick Hower : “Software QA and Testing Frequently-Asked-Questions” 웹 사이트

(http://www.softwareqatest.com)의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락함 

  • Denis Howe : “The Free On-Line Computing Dictionary of Computing”(http://foldoc. 

doc.ic.ac.uk/foldoc/index.html )의 인용을 허락함

  • Philip J. Koopman : “A Brief Introduction to Forth”의 인용을 허락함

  • Paul E. Bennett : “Design for Safety” 체크리스트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가이드북의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과 조언과 격려를 제공했던 많은 NASA 엔지니어들과  

계약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1.4 관련 문서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및 가이드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2:

정보”에 나열하 다. IEEE 및 군사 표준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NASA 표준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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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이드북 로드맵

  본 가이드북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보증,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각 부문에는 관련 그래픽 

기호를 표시하여 독자가 관련 정보를 찾기 쉽도록 하 다. 전체 절이 특정 분야에 적합한 경우, 

절의 제목 뒤에 기호가 배치된다. 절 내 단락이 해당될 경우, 기호는 단락 왼쪽에 배치된다. 또한 

테일러링 정보는 다음 기호로 표시된다.     

  1.5.1절에는 각 부문과 관련된 기호와 함께 부문별 간략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1.5.2절에는 

이 가이드북의 각 장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1.5.1 부문과 기호

부문 / 기호 책임(Responsibilities)

소프트웨어 개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은 반드시 안전해야 하는 “코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도 함)의 책임이다. 이 
가이드북의 거의 모든 절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시스템 안전 포함)

소프트웨어 안전 작업은 시스템 안전 담당자, 소프트웨어 보증 담당자 
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가 수행할 수 있다. 목표는 시스
템에 통합되었을 때 최종 소프트웨어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프로젝트 팀 구성원의 교육, 소프트웨어 제품 분석, 테스트 검증 
및 기타 기법을 통해 달성된다. 이 가이드북의 거의 모든 절은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와 관련이 있다.

소프트웨어 보증
소프트웨어 보증 담당자는 생산된 소프트웨어가 해당 품질 표준을 충족
하는지 확인한다. 표준에는 프로세스(소프트웨어가 개발된 방식)와 제품
(실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우수한지)이 모두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는 프로젝트에서 합의된 경우 일부 안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 및/또는 
소프트웨어 관리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프로젝트 관리자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좋은 사례에 대해 보상하고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를 장려되는 
문화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가이드북의 많은 토픽
들은 기술적이고 상세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는 보다 일반적
인 내용에 관심이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를 위해 잠재적인 문제나 어려
운 점 또는 우려에 대해 기술한 절에도 이 표시를 달았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가 전체 시스템에 어떻게 적합한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가이드북을 읽고 싶어 할 수 있다.

 * 역주: 원문의 URL 중 현재 유효하지 않은 URL은 우측에 아이콘( )으로 별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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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장 설명

  2장에서는 시스템 안전의 개념과 안전-필수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그 외 사용자에게 시스템 안전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제

공한다.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는 이 장을 검토하여 시스템 안전 맥락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유형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안전 활동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작업 수준에 맞게 절차와 분석을 테일러링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4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개요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 및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 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 및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는 이 장을 검토하여 모든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분야 전문가는 이 장을 살펴보거나 목차를 활용하여 관심 

있는 특정 하위 절을 찾아 볼 수 있다. 

  5~10장은 각 수명주기 단계에 대한 개발 활동 및 보증 분석을 설명한다. 이 가이드북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안전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폭포 수명주기 단계(개념,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트 

및 운 )를 사용하지만, 이 가이드북이 해당 수명주기를 엄격히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개념

(프로젝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구축 대상 결정), 설계(구축 방법 결정), 구현(소프트웨어/시스템 

실제 구축), 테스트(작동 여부 확인) 및 운 (구축된 것을 사용)의 개념은 모든 수명주기에 적용

된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이러한 모든 단계의 축소판으로 보기도 하는데, 적절한 근본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의 구성 관리와 업그레이드를 포함한다.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의 폐기는 자주 고려되지는 않지만 필요할 수도 있다. 

  5장은 프로젝트의 개념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개발 및 안전을 위한 활동 

및 분석에 대해 논의한다.

  6장은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개발 및 안전을 위한 활동 

및 분석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장에는 요구사항 관리, 중요 요구사항의 결정 및 다른 매우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7장은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개발 및 안전을 위한 활동 

및 분석에 대해 논의한다.

  8장은 프로젝트의 구현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개발 및 안전을 위한 활동 

및 분석에 대해 논의한다.

  9장은 프로젝트의 테스트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개발 및 안전을 위한 활동 

및 분석에 대해 논의한다.

  10장은 프로젝트의 운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개발 및 안전을 

위한 활동 및 분석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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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에서는 특정 문제 역을 모았다. 프로그래밍 언어, 운  체제 및 개발 도구의 선택도 그러한 

역 중 하나이다. 분산 컴퓨팅, 자율 시스템, 임베디드 웹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장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안전 및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장을 살펴볼 수 있다.

  12장에서는 소프트웨어 획득에 대해 설명한다. COTS/GOTS(상업 및 정부용 기성품) 소프트

웨어와 계약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모두 감안한다.

  13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의 진화하는 분야를 미리 살펴본다.

  부록A에는 참조 및 리소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부록B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약어 목록을 제공한다.

  부록C에서 G까지는 5가지 분석 기법(소프트웨어 결함 트리 분석, 소프트웨어 고장 모드 및 효과 

분석, 요구사항 상태 머신, 예비 위험분석 및 신뢰성 모델링)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부록H에는 체크리스트 모음을 담았다.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한

NASA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북

제2장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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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안전  

  안전은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만의 책임이 아니다.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팀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며,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는 안전

해야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가 유발

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위험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이 부상, 사망, 중요 장비의 파괴나 손실 또는 환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시스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시스템 안전 규율은 “위험원”과 위험한 상황 예방에 중

점을 둔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위험을 제어 또는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

어가 이에 속한다.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시스템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소프트웨

어는 잠재적인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관련된 하드웨어에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며 

심지어 운  중에 변경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향이 완화됨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지침은 위험원 제어 또는 회피에 직접적

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위험한 상태에 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safety-critical)”이다.

  프로젝트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보증 담당자 및 시스템 

안전 담당자 모두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각각 역할을 담당한다.

2.1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전-필수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실패하지 않는다 – 다만 의도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이다.” Dr. Nancy Leveson, MIT 

2.1.1 위험원이란 무엇인가?

  위험원(Hazard)은 미스햅(mishap)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상황(risk 

situation)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위험원에는 하나 이상의 원인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향(예 : 손상, 질병, 실패)을 초래할 수 있다.

  위험원 원인(Hazard cause)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결함, 작업자 오류, 위험을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입력 이벤트들이 될 수 있다. 위험원 제어(Hazard control)는 위험원을 예방하고 위험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거나 해당 위험원의 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위험원 제어 방법으로는 

하드웨어(예: 압력 릴리프 밸브), 소프트웨어(예: 스턱 밸브(Stuck valve) 감지 및 2차 밸브 개방 

자동 대응), 운 자 업무절차가 있으며 위험원 방지책들을 조합할 수도 있다.

  모든 위험원 원인에 대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어 방법과 설계적 방법(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절차 단계가 있어야 한다. 위험원 원인과 제어의 예는 표 2-1 위험원 원인 및 

관리-예와 같다. 각 위험원 제어에는 테스트, 분석, 인스펙션 또는 데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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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제어 제어 동작의 예
하드웨어 하드웨어 압력 릴리프(제거) 밸브가 있는 압력 용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오류 감지 및 안전화 기능(safing function); 또는 위험한 상태를 활성화 
하거나 예방하는 arm/fire 체크

하드웨어 운 자 운 자가 스위치를 오픈하여 고장난 장치에서 전원을 내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잘못된 명령이나 데이터를 걸러내기 위한 하드와이어드 타이머 또는 개별 
하드웨어 로직.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을 오버라이드 하기 위해 안전 
스위치를 직접 트리거하는 센서. 로봇 팔의 하드 스탑(물리적인 정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두 개의 독립적인 프로세서에서 한 프로세스서가 다른 프로세서를 감시하고 
결함이 감지되면 개입. 예상 성능치를 에뮬레이션 하여 편차를 감지

소프트웨어 운 자 운 자가 화면상에서 제어 파라미터 위반사항을 보고 프로세스를 종료

운 자 하드웨어
두 운 자 오류(two operator error)를 감내하기 위해 점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 3개의 전기 스위치

운 자 소프트웨어
운 자가 내리는 위험 명령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증. 소프트웨어가 비안전 
모드에서의 작동하지 않도록 함

운 자 운 자 두 명의 승무원 중 한 명은 제어명령, 다른 한 명은 모니터링 수행

NASA의 경우 치명적인(critical) 위험원 원인에는 두 개의 독립적인 제어를 요구하며, 재앙적인

(catastrophic) 위험원 원인에는 세 가지 독립적인 제어를 요구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위험원을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실패가 위험원의 

발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일부 소프트웨어 위험원 원인은 하드웨어 위험원을 제어하면서 함께 

해결될 수도 있다. 비록 소프트웨어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하드와이어드 게이트 어레이(hardwired gate array)는 컴퓨터에서 전송된 데이터에서 

미리 정의된 위험 단어(금지어나 계획되지 않은 단어)를 찾고, 해당 단어를 감지하면 컴퓨터를 

종료하도록 미리 설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수 천 개의 단어와 명령어가 표준 버스에 

전송되기 때문에 보통은 불가능하다.

표 2-1 위험원 원인 및 관리-예

2.1.2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없다. 소프트웨어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다. 소프트웨어는 전자적인 시스템(컴퓨터) 상에서 작동하며 대개 다른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소프트웨어가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위험원을 초래할 수 있거나 위험원을 제어하는 데 이용

되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위험할 수(hazardous) 있다. 위험한 소프트웨어(Hazardous Software)는 

다음과 같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가 위험원 원인(hazard cause)인 경우

 소프트웨어가 위험원을 제어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고장(failure)/결함(fault) 감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2.1.3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는 위험한 소프트웨어(hazardous software)(위험에 직접 기여하거나 

위험원을 제어할 수 있음)가 포함된다. 또한 위험한 소프트웨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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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가 위험하거나, 안전-필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경우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로 간주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원격, 임베디드 및/또는 실시간 

시스템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에어록(airlock)을 제어하거나 고출력 레이저를 동작시키는 소프트

웨어는 위험하고 안전-필수이다. 화재 감지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안전-필수이다.

  안전과 관련된(Safety-related)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안전-필수 분류에 

속한다. 온도가 임계값을 초과할 때 사람이 하드웨어 일부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 온도를 읽어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안전-필수이다. 하드웨어 온도 센서를 읽어

들이는 것에서부터 적절한 단위로 값을 변환해 화면에 표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 상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도 역시 안전-필수이다.

  오프라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안전-필수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위험원 제어를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는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스트 소프트웨어가 실패하면 잠재적인 위험원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위험원 제어 소프트

웨어나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실수에 의해 

위험원을 놓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안전-필수인 

두 가지 유형의 오프라인 소프트웨어이다. 종종 우리는 소프트웨어 모델과 시뮬레이터에 의존하여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의 동작 방식을 예측한다. 시스템은 스트레스 상태 또는 “정상” 동작 

상태를 나타내도록 모델링 될 수 있다. 모델링 된 결과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운 자 절차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시스템 모델이 안전 필수 상황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설계상 오류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물리적 플랫폼에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와 함께 존재할 때, 안전-

필수인 부분으로부터 적절하게 분리될 수 없다면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로 간주되어야 한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와 CPU 또는 루틴을 공유하는 비-안전-필수(Non-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예: 데이터 메시징 알고리즘)가 컴퓨터를 락킹(Locking)시키거나 크리티컬한 

메모리를 덮어쓸 수 있다. 비-안전-필수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 기능이나 작업을 방해

하지 않도록 방화벽, 파티셔닝과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소프트웨어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필수라고 할 수 있다.

ㅇ 위험하거나 안전-필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경우

ㅇ 위험원 제어의 일환으로 안전-필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모니터링 하는 경우

ㅇ 안전과 관련된(Safety-related) 결정의 기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ㅇ 자동 또는 수동의 위험한 작업에 향을 미치는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ㅇ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위험원 제어 여부를 검증하는 경우

ㅇ 안전-필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정확한 작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2.1.4 소프트웨어는 위험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과거에는 하드웨어 제어가 하드웨어 위험원을 제어(예: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방법이었다. 

오늘날은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하드웨어만으로 제어하거나 하드웨어 제어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제 많은 하드웨어 위험원 원인이 소프트웨어 위험원 제어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것은 종종 하드웨어 장애 대응에 필요한 조치 시간이 짧기 때문이거나 하드웨어가 장애 

상태가 되기 전에 잠재 결함이나 오류를 감지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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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제어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위험한 하드웨어를 모니터링 하고(계측을 통해) 설정된 편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수정 조치를 

한다. 예를 들면, 과전압 상태인 경우 전원 공급 장치를 끄거나 전력을 줄인다.

 잠재적인 위험 조건(예 : 온도)을 모니터링하고 작업자에게 경고한다. 예를 들어 압력값이 

미리 정의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경보를 울린다.

 독성 가스가 잔존하는 동안에는 실험 중 챔버 도어가 열리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이 위험 

이벤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특정 활동을 금한다.

2.1.5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어 간의 관계

  NASA는 주로 소프트웨어 제어와 하드웨어 제어 모두를 이용하여 위험원을 방지한다. 하드웨어 

제어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이해가능하며 소프트웨어보다 “추적 기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는 자동화된 안전 작업(automatic 

safing operation)을 동작시키거나 운 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제공한다. 하드웨어 제어는 소프트

웨어 제어에 대한 백업 역할을 한다.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위험 조건을 완화

하기 위해 적절하게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 하드웨어 제어가 트리거 된다.

  가압시스템을 사용하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는 압력 센서를 모니터링 한다. 압력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소프트웨어는 밸브를 닫아 시스템으로 흐르는 가스 흐름을 중지시킨다. 압력이 임계 

수준에 도달하 지만 소프트웨어가 과압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밸브를 닫지 못하는 등 소프트

웨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드웨어 압력 릴리프 밸브가 트리거 된다.

소프트웨어 제어는 위험원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주의하여 구현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하드웨어 제어가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더욱 엄격한 개발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가이드북은 이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분석 및 테스트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고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3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치명도에 

따라 결정된다.

2.1.6 소프트웨어 위험원 제어 관련 주의사항

  소프트웨어를 통해 위험원을 제어하는   경우, 제어하고 있는 위험원 원인을 격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컴퓨터 처리 역 외부에 있는 위험원 원인(예: 스턱 밸브)의 경우 위험원 제어 소프트

웨어를 일반 운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치할 수도 있지만 위험원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분리

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안전 코드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문제 때문에  

소프트웨어 전체를 안전-필수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위험원 원인이 오류가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위험원 제어 소프트웨어는 위험원/이상사항

(anomaly)이 일어날 가능한 지점과 독립적으로 분리된 컴퓨터 프로세서 상에 둘 수 있다. 또 다른 

옵션은 잠재적 위험원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세서와 동일한 프로세서를 공유하더라도 방화벽

이나 유사한 시스템을 구현하여 위험원 제어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것이다. 

  위험원 원인이 프로세서의 동작 실패라면, 위험원 제어는 다른 프로세서 상에 위치해야 한다. 

이 같은 고장은 해당 CPU의 하드웨어 고장에 대응하는 자체 소프트웨어의 가용성에 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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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중 프로세서 구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성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어(이 자체로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소프트웨어 안전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단일 컴퓨터(Single computer)는 본질적으로 결함 감내성이 없다. 많은 시스템 설계자

들이 컴퓨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NASA는 컴퓨터가 위험한 고장 모드(hazardous failure mode)

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험해 왔다. 또 다른 오해는, 결함이나 실패를 감지했을 때, 가장 안전한 조치는 

항상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를 자동 종료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점이다. 이 같은 조치는 더 심각한 위험

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모듈의 실패 때문에 발생되는 많은 잠재 위험원을 

모니터링, 감지 또는 제어하는   유일한 수단인 컴퓨터를 셧다운 한다고 생각해보라. 문제를 수정하

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문제 역을 자체적으로 감지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훨씬 덜 위험하다. 

2.1.7 결함 감내성 또는 고장 감내성이란 무엇인가?

  결함(fault)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몇 가지 유형의 수정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고장(failure)은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가 지정된 성능 요구사항 내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결함은 고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결함이 고장이 될 수 있다.

 모든 고장은 하나 이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

  결함 감내성(Fault Tolerance)이란 시스템이 의도하지 않은 이벤트로부터 안전하게 운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며, 시스템 또는 서브시스템에서 결함이 발생했지만 고장은 일으키지 않는 결함의 수

로 결정된다. 결함 감내성과 고장 감내성(Failure Tolerance)은 서로 다르지만 종종 동의어로 사용된다.

결함 감내성은 대개 더 큰 오류가 되기 전에 작은 결함들을 감지하고 복구하는 것과 관련 

있다. 오류 감지 및 핸들링은 결함 감내성 코딩의 한 예이다. 결함 감내성은 시스템 내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함 감내성을 

구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계에 대해 시스템 차원의 폭넓은 접근을 요구하여 

고장이 비안전 상태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 고장 및 고장 감내성 매커니즘에 의거하여 시

스템이 정상 동작 또는 저하된 기능 수준(reduced functionality)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다.

  시스템 고장 또는 결함 감내성은 시스템이 핸들링하여 일정 수준으로 운 을 지속할 수 있는 

결함이나 고장의 수로 종종 설명된다. 하나의 고장 감내 시스템은 단일 장애 발생 시에도 계속 

동작할 수 있다. 이 때 두 번째 고장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동작 실패되거나 비안전 상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고장 감내 시스템은 3개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안전 상태가 

되거나 정상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고장이 발생한 시스템이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유지될 수는 있다. 위험원 제어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고장 감내성이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다. 위험원을 방지하려면 항상 적어도 

하나의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NASA는 우주선 비행 운 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acceptable levels of risk) 달성에 필요한 결함 감내성 수준을 위험원 심각도

(hazard severity level)에 기반하여 결정하고 있다.

 재앙적 위험원(Catastrophic Hazard)은 2개의 위험원 제어 고장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치명적 위험원(Critical Hazard)은 단일 위험원 제어의 고장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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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System Safety Program Plan)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은 조직 구조나 인터페이스의 

아웃라인, 안전한 제품 제공을 위한 분석, 보고, 평가 및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아웃

라인을 제시한다. 이 안전 계획은 분석의 폼을 설명하고 개발주기 전반에 걸쳐 시스템 및 서브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스케줄을 제시한다. 또한 안전 분석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과 

모든 활동에 대한 확인/승인 절차를 정의한다. 안전 프로그램 계획은 일반적으로 조직 또는 

“프로그램” 수준에서 수립되고 유지관리된다. NASA의 경우, 프로그램에는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안전 계획은, 프로젝트에 특화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준의 계획 요구사항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기술하는 안전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2-1 위험원 분석

2.2.1 시스템 안전 프로세스

  시스템 안전 분석은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를 따른다. 시스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사람 운 자 포함)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개발 초기에는 하드웨어가 

맡겨진 작업을 수행하도록 고안되고 하드웨어와 작동 및/또는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념을 

정의한다. 시스템이 개발되고 성숙해짐에 따라 안전 분석 방식은 하나의 전체적인 평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으로 변화한다.

  소프트웨어는 종종 전체 시스템(서브시스템)의 서브셋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하드웨어 시스템과 

같이 작동되는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소프트웨어는 빈번하게 명령하고 해석하고 저장하고 시스템 

기능을 모니터링하므로 항상 시스템의 컨텍스트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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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안전 프로젝트 계획은 다른 프로젝트 부문뿐만 아니라 보증 부문에 포함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말하면,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대해 누가 무엇을 

분석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맞게 서로 다른 조직들이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책임을 갖는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는 모든 소프트

웨어 안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석을 수행한다. 더 

큰 조직이나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대개 소프트웨어 안전 및 개발 분석을 수행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가 있다. 프로젝트에서 독립적인 검증 및 확인(IV&V) 팀이 있다면 

이들이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분석 및 작업들은 어느 

그룹이(개발, 보증, 안전, IV&V)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상호 보완하고 지원해야 한다. 

분석 및 작업은 자원과 프로젝트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각 규율 범위 내에서 그룹에 배정될 수 

있다. 적절한 안전 및 미션 보증 조직과 함께, 프로젝트 관리자는 필요한 안전 작업에 대한 커버

리지와 적절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컨커런트 엔지니어링(Concurrent engineering)은 다양한 분야 간 정보와 아이디어가 교환

되도록 하면서 중복 업무를 줄이고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고 관리한다. 안전 및 보증 담당자는 프로젝트에 안전 “관점”을 도입해야 하며 가능한 

초기 단계에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팀의 초기 구성원이 얻은 정보와 구성원 간 형성한 

친 한 관계는 프로젝트에서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도움이 된다. 

초기부터 안전 설계를 하는 것이, 나머지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안전요건을 충족

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 보다 훨씬 쉽고 작업이 매끄러우며 비용도 

더 적게 소요된다.

  미 국방부(DoD)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전 핸드북(The Software System Safety 

Handbook)[7]은 위험 관리 관점에서 시스템 안전에 대한 훌륭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해당 문서의 

3장에 위험원과 시스템 안전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4장에는 위험원 

분석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해당 문서의 부록 E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지침을 자세히 설명한다.

2.2.2 시스템 안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NASA 내에서의 시스템 안전에는 고유의 작업 세트가 있으며, 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와 독립적이다. 이 작업은 다음을 포함한다:

 안전 데이터 패키지의 생성 - 매체(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 )에 대한 설명과 안전 위험원, 

제어 또는 완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시스템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 검토를 수행(일반적으로 0/1 단계, II 단계 및 III 단계). 

모든 왕복선 및 ISS 서브시스템과 해당 탑재장비를 대상으로, 왕복선 또는 ISS 안전 패널 

검토를 수행하기 전에 Johnson Space Center에서 검토가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로컬 검토 

패널은 다른 프로그램, 시설 및 프로젝트의 인력뿐만 아니라 선임자들로도 구성할 수 있다.

 출시 전 안전 확인 추적 로그(Safety Verification Tracking Log) 완료를 포함한 안전 확인 

활동을 수행한다. 완성된 로그는 모든 안전 기능, 제어, 그리고 페일 세이프(fail safe)가 

요구되는 시점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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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와 프로젝트 팀의 다른 구성원은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정보와 조언(input)을 제공한다.

  그림 2-2는 기본적인 시스템 안전 수명주기(위)와 시스템 수명주기 및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간 관계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는 폭포수 생명주기 모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업들을 표시

했지만, 다른 어떤 수명주기 모델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2는 그림으로 

단순히 표현한 것으로, 다양한 각 단계에서의 규모 관계나 시간, 기간을 결정하는 데 그대로 적용

해서는 안 된다. 

그림 2-2 안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타임 라인

  시스템 안전 활동은 다음 절에서 보편적인 용어로 설명한다. NASA 우주 왕복선 및 ISS 

시스템의 안전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지침들을 참조하라. NSTS 1700.7B, 우주 운송 

시스템을 사용하는 탑재장비에 대한 안전 정책 및 요구사항(Safety Policy and Requirements for 

Payloads Using the Space Transportation System); NSTS 22254,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위험원 

분석 수행 방법론(Methodology for Conduct of Space Shuttle Program Hazard Analyses); 

NSTS 18798, NSTS 탑재장비 안전 요구사항의 해석(Interpretations of NSTS Payload Safety 

Requirements); 및 JSC 26943, 탑재장비 비행 안전 데이터 패키지 및 위험 보고서 준비 지침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Payload Flight Safety Data Packages and Hazard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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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 요구사항 및 분석  

  안전 분석의 첫 시작은 올바른 질문들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왜 되지 않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시스템 수명주기에 각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실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와, 실패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예방 또는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위험원을 생각하고 

시스템이 실패할 수 있는 다른 방법과 실패의 발생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많은 안전 요구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안전 요구사항이 있다: 1) 표준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2) 프로젝트와 운  환경에 

특화된 기술적 요구사항.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 거나 외부적으로 정부 또는 산업에서 

설정된 표준에서 비롯된 요구사항들은 프로젝트 문서, 상세한 프로젝트 테일러링 내용에 포함

되어야 한다. 모든 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시스템이 안전하며 사람, 시스템 자체, 다른 시스템, 환경에 해를 가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나타낸다. 안전 요구사항에는 NASA, FAA, 교통부(DOT), 

산업 보건 및 안전 당국(OSHA)에 관련한 특정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일단 규정이나 표준 안전 요구사항이 식별되면 이용 가능한 구체적인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안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대개 안전 요구사항은 시스템 개념 정의 및 초기 요구사항 

단계에서 처음 수행한 안전 분석으로부터 파생된다. 이 같은 초기 활동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분석방법은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이다. 2.3.1절 및 부록 F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PHA 결과로 위험원 원인 목록과 위험원 제어 후보들이 도출되는데, 이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플로우-다운(Flow-down) 프로세스에 입력 정보로 사용된다.

시스템 위험원 제어는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추적 가능해야 한다. 만약 PHA에 의해 식별된 

제어가 시스템 명세에 없다면, 위험원을 제어하기 위한 안전 요구사항을 해당 문서에 추가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안전 요구사항이 시스템 명세로부터 도출된 소프트웨어 명세에 

포함됨을 보장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위험원 제어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생성될 수 있다. 각 

요구사항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으로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SRS,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에 포함된다.

잠재적인 위험원 원인, 기여요인, 제어, 완화방안 등으로 식별된 모든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무엇에 의해(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운영 인력) 제어되는지에 관계없이, 안전-필수로 지정

되어 엄격한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분석 및 테스트를 거친다. 또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는 

최종 검증 때까지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 과정을 통해 추적된다. 따라서 검증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향후 변경사항이 적절히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안전 필수 요구사항들을 식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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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예비 위험분석(PHA)  

  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가 포함된)을 분석하거나 개발하기 전에는 

시스템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가용한 초기 시스템 PHA 

결과가 있다면 여기에서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전개시킬 

수 있다. 명세와 설계가 구체화 되면 서브시스템 및 컴포넌트 레벨의 위험원 분석이 가능하다. 

PHA는 “구체적인”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의 시작점(first source)이며, 심지어 특정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예: 특정 시스템 아키텍처에 고유한)까지 될 수도 있다. PHA는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위험원을 정의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위험원에 잠재적으로 기여하거나 위험원을 제어 또는 완화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PHA를 수행할 때, 소프트웨어가 나머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하는 가장 

복잡한 시스템의 심장이자 두뇌에 해당한다. 시스템을 하위 요소로 분해할 때, 소프트웨어가 각 

컴포넌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PHA는 컴포넌트들이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피드백 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예: 센서 장애로 소프트웨어가 부적절하게 응답함).

  PHA는 NPG 8715.3, NASA Safety Manual[4] 및 NSTS-22254, Methodology for Conduct 

of Space Shuttle Program Hazard Analyzes[6]에 설명되어 있는 시스템 수준의 위험원 분석 방법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

  부록 F에서는 PHA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나 PHA 수행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보길 바란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위험원 제어와 

MWF(Must Work Function,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기능)/MNWF(Must Not Work Function, 절대 

동작해서는 안 되는 기능)에 대한 정보에 주목하면서 부록을 훑어보아야 한다. 

  PHA는 NASA에 특화된 분석 기법이 아니며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IEEE 1228, 소프트

웨어 안전 계획(Software Safety Plan)에서도 PHA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2.3.2 리스크 수준(Risk Levels)   

  PHA와 같은 위험원 분석에서는 대개 위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 할지라도 모든 위험원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러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원을 모두 다루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위험원은 어떤 식으로든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우선순위는 

리스크 개념으로 이어진다.

  리스크는 1)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서 안전 미스햅, 보안상의 절충, 또는 시스템 컴포넌트 

실패와 같은 원하지 않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정성적 또는 정량적)과 2) 원하지 않는 이벤트가 

발생한 결과, 향도 또는 심각도의 조합을 의미한다.

  기관의 정책, 절차 및 표준에 규정된 정의를 이용하여 각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서 “위험 심각도

(hazard severity)” 수준 세트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조직을 포괄할 수 있는 

정의를 사용해야 한다.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면 다른 부문에서 온 팀 멤버들과 시스템 및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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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위험원, 원인, 제어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NPG 8715.3에서는 표 

2-2와 같은 위험원 심각도 수준에 대한 정의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표 2-2 리스크 정의

위험 심각도
(Hazard Severity)

정의

재앙적인(Catastrophic)

인명 손실 또는 구적인 장애, 
전체 시스템 손실; 지상 시설 
파괴; 심각한 환경 피해

치명적인(Critical)

심각한 부상 또는 일시적 장
애, 주요 시스템 또는 환경 피
해

보통의(Moderate)

경미한 부상; 경미한 시스템 
손상

무시할 수 있는(Negligible)

부상이 없거나 경미한 부상; 
시스템 스트레스가 일부 있으나 
시스템 손상은 없음

발생 가능성
(Likelihood of Occurrence)

정의

발생가능성 높은(Likely)

이벤트가 자주(frequently) 발생 
예를 들면 10번 중 1번 이상

발생가능성 잦은(Probable)

이벤트가 아이템 수명주기에서 
여러 번(several times) 발생

발생가능성 있는(Possible)

아이템 수명주기에서 언젠가  
(some time)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발생가능성 낮은(Unlikely)

아이템 수명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함

거의 불가능한(Improbable)

매우 드물지만 
복권 당첨 수준의 가능성이 
있음

  위험원 심각도 정의와 마찬가지로, 각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서는 위험원의 “발생가능성”을 

정의해야 한다. 발생가능성은 정량화된 확률 또는 정성적 척도로 표현될 수 있다. 특정한 위험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숫자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판단에 기반한다는 점에 유념하라.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우 그러하다. 표 2-2의 발생가능성 정의는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NPG 

8715.3와 “소프트웨어 안전 위험원 분석(Software Safety Hazard Analysis)”[8]에 기반 한 것이다.

  이 두 개념(심각도와 가능성)을 결합하면 위험원에 대한 하나의 리스크 지표(risk index)가 

구해진다. 이를 통해 위험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위험원에는 엄격한 개발과 분석 환경이 필요하다. 거의 불가능하고(improbable) 무시할 수 있는

(negligible) 위험원은 프로젝트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적절한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보증 외

에는 추가적으로 신경 쓸 사항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

위의 심각도 수준 및 발생가능성을 기반으로 시스템 리스크 지표(System Risk Index)를 

표 2-3 위험원 우선순위-시스템 리스크 지표에 나타내었다. 이는 예시일 뿐이므로, 각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조직에서 심각도와 가능성의 정의를 활용하여 유사한 리스크 

지표를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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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위험원 우선순위 - 시스템 리스크 지표

 심각도 수준  발생가능성

발생가능성 
높은

발생가능성 
잦은

발생가능성 
있는

발생가능성
낮은

거의 
불가능한

재앙적인 1 1 2 3 4

치명적인 1 2 3 4 5

보통의 2 3 4 5 6

무시할 수 있음 3 4 5 6 7

1 = 가장 높은 우선순위 (가장 높은 시스템 리스크), 7 = 가장 낮은 우선순위 (가장 낮은 시스템 리스크)

  위험원의 우선순위 부여는 자원 할당 및 리스크 수용을 결정하기 위해 중요하다. NASA의 경우, 

가장 높은 리스크를 가진 위험원은 레벨 1이며, 시스템 설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위험원 리스크 

지표가 “1”로 나타난 시스템 설계는 위험 발생 확률 및/또는 심각도 수준을 허용 가능 범위로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재설계 되어야 한다. 가장 낮은 리스크 지표들인 “5”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것만 요구되는데,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 분석이나 제어 정도이다. 레벨 2, 3 및 4의 경우는 

필요한 안전 분석의 양이 리스크의 수준에 따라 증가된다. 안전 노력의 규모는 3장에서 논의하며, 

여기서는 세 가지 수준의 안전 분석- 최소, 보통, 모두-에 대해 설명한다. 세 가지 수준의 안전 분석은 

리스크에 다음과 같이 해당된다. 

표 2-4 시스템 리스크 지표

          

시스템 리스크 지표 권장되는 안전 활동 등급

1 있는 그대로 적용불가(금지, Prohibited)

2 모두(Full)

3 보통(Moderate)

4,5* 최소(Minimum)

6,7 없음(선택적(Optional))

* 레벨 5 시스템은 최소(Minimum)와 선택적(Optional) 사이에 해당하며, 요구되는 안전 활동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2.3.3 위험원 제거 및 제어를 위한 NASA 정책  

  리스크 지표 2, 3 또는 4/5의 위험원에 대한 NASA 정책은 NPG 8715.3, 3.4항에 정의되어 

있다. 위험원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 절차 순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위험원 제거(Eliminate Hazards)

가능하면 위험원을 없앤다. 이는 설계를 통해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데 마치 에너지원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압력 제어에 향을 끼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자. 

만약 압력 제어에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고 오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위험원을 유발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가 압력 제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위험원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다.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위험원 제거는 위험할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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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압력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설계 솔루션을 선택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최소 위험원을 위한 설계(Design for Minimum Hazards)

제거할 수 없는 위험원들은 제어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원에 대해 PHA를 통해 위험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평가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선호되는 방법은 설계를 

통해 제어하는 것이다. 고장 감내성(failure tolerance)을 보장하거나(예: 중복성 보장 - 직렬 

및/또는 병렬로 적합하게), 상당한 안전 마진을 제공하거나, 자동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가 로켓 엔진 점화 전에 모든 조건이 충족

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다.

 안전장치 통합(Incorporate Safety Devices)

안전장치 예로는 화재 이벤트를 감지하고 상호작용하는 화재 감지 및 예방 시스템이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런 장치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스프링쿨러 시스템 가동, 경보 알람, 산소 

억제 가스를 이용한 특정 역 분사와 같은 안전장치를 위한 트리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주의 및 경고 제공(Provide Caution and Warning)

소프트웨어는 하나 이상의 센서를 모니터링하여 주의나 경고알람 또는 알림을 트리거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의 및 경고 장치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안전-필수이다.

 관리 절차 및 훈련 개발(Develop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raining)

   비행 승무원 또는 지상 관제사가 안전 조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 때때로 

절차를 통한 제어가 가능할 수 있다. "time to criticality"의 개념은 안전 필수 상황을 

제어함에 있어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인간 상호작용의 설계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2.3.4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위험분석  

  PHA는 시스템 수준에서 위험원을 식별한다. 위험원의 일부 서브셋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될 것

이다.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위험분석(SSHA, Software Subsystem Hazard Analysis)은 위험원

(위험원 원인, 제어, 완화 또는 검증 포함) 중 어떤 위험원이 컴포넌트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지 

결정한다.

프로젝트 시작 시, 설계는 상위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유동성이 강하다. 일부 소프트웨어 

기능 역은 초기에 식별될 수 있지만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역이 구체화 될 

것이다.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 분석을 주기적으로 재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 

과정에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기능이 이전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설계가 진행되고 

변경됨에 따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전 및 보증 엔지니어링은 안전에 대한 잠재 향을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 및/또는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는 설계 및 구현이 진행되거나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분석 결과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위험분석(SSHA)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PHL(Preliminary Hazard 

List)에 나열된 위험원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분석된다. 소프트웨어가 위험원의 원인, 

제어, 완화 또는 검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험원들은 소프트웨어 위험원 목록(Software 

Hazard List)에 포함된다.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명세를 검토하여 위험원 목록에서 식별된 소프트

웨어 기능이 안전-필수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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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위험원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실패가 위험원 발생(위험원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

어가 로봇 팔이 동작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움직이도록 잘못 명령하여 팔이 인근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 데이터 변환 기능이 실패할 경우 온도값을 

잘못 보고하여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용광로 문이 열리도록 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위험원 제어 실패로 위험원이 발생할 수 있다.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압력이 

임계값에 도달할 때 밸브를 여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위험원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소프트웨어가 실패하면 용기가 과도하게 가압되고 파열되거나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모드(위험 상태에서 비위험 상태로 이동)가 실패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일으키는 전자 기계 장치(예: 로봇 팔 또는 스캔 플랫폼)를 감지 또는 중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한 예이다.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동작 실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성가스(시스템의 다른 부분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제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동작 

실패하여 가스가 챔버에 남아 있거나 외부 공기로 부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다.

 위험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위험원 제어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동작 

실패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동작 실패는 잘못된 결과(위험원 제어가 실제로 실패했을 

때 제어되었다고 잘못 확인되거나, 실제 제어가 되었지만 제어가 실패했다고 확인되는 

것)로 인한 것이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시스템이 “오탐(false positive)”으로 

인해 그대로 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위험분석(SSHA)을 수행할 때 여러 유형의 실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할 실패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가 특정 값(모두 0, 모두 1, 일부 다른 값)에서 멈춤(stuck)

 범위 초과 또는 미만 값

 범위 내에 있지만 잘못된 값

 물리적 단위의 부정확함

 잘못된 데이터 타입 또는 데이터 크기

 잘못된 연산자 입력

 계산 시 오버플로우 또는 언더플로우

 알고리즘의 부정확성

 공유 데이터 손상

 순서가 잘못된 이벤트

 타이밍 요구사항 충족 실패

 메모리 사용 문제

 부적절한 데이터 패킷 또는 데이터가 너무 일찍 도달하여 데이터 오버플로우 발생

 변경을 감지하기에 불충분한 데이터 샘플링 속도

 공유 리소스를 해제하지 못한 작업

 멀티태스킹 시스템의 교착 상태(dead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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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고장이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향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위해 제정된 “소프트웨어 안전 위험분석(Software Safety Hazard 

Analysis)”[94]은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위험분석(SSHA)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훌륭한 

자료이다.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은 소프트웨어 개발주기 전반에 걸쳐 수행된다. 시스템 개발 단계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

웨어의 역할은 종종 적절히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경

될 수 있다. 시스템 기능을 추가하면 기능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도 추가 및/또는 변경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면 위험원 기여요인이 추가, 삭제되거나 치명도가 변경될 수 

있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이러한 변경사항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설계, 구현 및 검증에 반 되어야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위험원의 리스크를 매치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횟수를 테일러링하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SFTA(Software Fault Tree Analysis), SFMEA(Software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RCA(requirements Criticality Analysis), 그리고 명세서 분석과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은 

5장에서 10장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한

NASA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북

제 3장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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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safety-critical)로 밝혀지면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을 계획하는 방법과,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

한다.

  시스템 고유의 안전 리스크 수준에 대한 결정은 2.3.2절 리스크 수준(Risk Level)에 나와 있다. 

이 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리스크 수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스크 수준이 결정되면(즉, 리스크 

지표가 할당되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 성공적인 안전 프로세스의 참가자

각 프로젝트 관련자들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나름의 역할을 가진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검토를 수행하고, 정해진 일정과 예산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분석 작업을 추가하기 위해 팀과 협력하여 업무하며, 팀 구성원 

간의 협상에서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다. 특정 분석 또는 개발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가 최종 결정권한을 갖는다.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에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의 양과 유형을 결정한다. 독립적인 검증 및 

확인(IV&V)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수행해야 

하는 안전 분석, 검증 및 확인에 대한 전반적인 균형을 결정한다. SMA와 IV&V는 적절한 

수준의 안전 분석, 설계 및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적인 보고 경로를 제공한다. 

 시스템 엔지니어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요소를 분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 개발자는 

초기 분석 단계에서 안전-필수 요소가 간과되지 않음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설계 프로세스 

후반에 시스템 요소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감에 따라, 시스템 엔지니어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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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의 치명도도 함께 옮겨감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는 위험한 시스템 컴포넌트가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그들은 시스템을 

전체 엔터티로 보지만 다른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또는 작동에 실패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는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의 업무를 기반으로 한다. 그들은 소프트

웨어 안전 요구사항이 존재하고 설계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요구사항 및 개발 프로세스를 

면 히 살펴본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 및 테스트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는 시스템 안전 조직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이러한 안전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배포하며 그들이 구현하는 것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제품 및 결과물을 분석하여 

제어가 필요한 새로운 위험원(hazard)과 위험원 원인을 식별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안전 

조직에 제공하여 다른(비-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분석에 통합되게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시스템을 설계, 코딩하고 때로는 테스트하는 “최전선의(in the 

trenches)” 엔지니어이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모든 요구사항을 구현할 책임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선택된 설계와 방어적 프로그래밍 기법 구현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안전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그들은 개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해 추적성을 보장하고, 분석을 수행 또는 검토하고, 테스트를 관찰하거나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제품 모두에 대한 “외부 시각(outside view)”을 제공한다.

 독립적인 검증 및 확인(IV&V). 모든 NPG 7120.5와 모든 안전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

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NASA IV&V 

조직 및 로컬 SMA 조직에 보고해야 한다(NPD/NPG 8730.1, Software Independen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olicy/Guidance 참조). 이후 IV&V 조직은 자체 검토를 수행하고 

추가 분석에 대한 추정치를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IV&V는 소프트웨어 

보증 및 소프트웨어 안전에 추가되는 것이며 검토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팀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가 없을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 시스템 개발자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팀의 누군가가 전문 지식 수준에 

따라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도 소프트웨어 안전 역할을 

공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보증은 전체 프로젝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 작동하며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증 프로세스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결함이 적은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적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소프트웨어 보

증 및 IV&V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노력 및/또는 내재된 결함 수를 줄일 수 있는 

우수한 사례 및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수정 비용이 적게 드는 수명주기 초기에 결함을 찾는다.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보장하여 시스템 안전 보장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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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와 리스크를 조기에 제거하여 프로젝트의 예산과 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관련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안전성, 신뢰성, 임무 성공 등)

  4장에서는 다양한 수명주기 모델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를 제공

한다. 5~10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전체에 사용되는 다양한 분석 및 개발 업무에 

대해 설명한다. 업무와 분석을 개념, 요구사항, 설계, 구현, 검증 및 유지관리 단계로 나누는 것이 

폭포수 수명주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념은 모든 수명주기에 적용되지만 시간과 

정도에 따라 다르다.

3.1 안전 활동(Safety Effort)을 위한 소프트웨어 범위 지정 

  시스템 리스크 지표(Risk Index)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지정한다. 시스템의 소프트

웨어 요소는 소프트웨어가 위험한 요소를 제어, 완화 또는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수정된 시

스템 리스크로부터 상속된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복잡도와 개발 환경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측

면을 병합하는 것은 과학과 같이 정확한 작업이 아니며 이 절에 제시된 정보는 안전 활동의 범

위 지정 및 조정을 가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제공되는 수많은 차트는 안전 활동의 수준을 결정할 

때 시작점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의 위험한 측면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PHA, 소프트웨어 위험분석(Software Hazard 

Analysis), 소프트웨어 리스크 평가(Software Risk Assessment), 그리고 다른 분석들을 통해 시스템

과 서브시스템이 초기에 안전-필수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알게 된다.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범위는 다음 세 단계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1.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식별

2.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치7명도(criticality) 결정 (즉, 얼마나 치명적인가?)

3. 요구되는 개발 활동 및 감독의 범위 결정

  세 번째 범위 지정 단계에서는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자가 필요한 개발 및 감독의 수준을 충족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범위 지정 단계에서 얻은 정보와 안전 및 

보증 엔지니어의 조언을 활용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활동과 감독을 보다 잘 조정할 수 있다. 

3.1.1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식별  

  프로젝트에 소프트웨어 안전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안전 우려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첫 기준은 2.1.3절에 

나와 있다.

  신뢰성(Reliability) 또한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대

부분의 항공 우주 제품은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작고 단순한 컴포넌트에서 구축을 

시작한다. 전자적 컴포넌트(electronic component)는 일반적으로 상태 가지 수가 적고 저렴한 비용

으로 철저하게 테스트 할 수 있어서 고유 신뢰성(inherent reliability)을 결정할 수 있다. 기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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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의된 환경 및 작동 한계 내에서 사용될 때 예측 가능한 사용 수명을 

결정하는 유사한 방법이 있다. 대규모 하드웨어 시스템의 신뢰성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의 

고장률을 사용한 신뢰성 모델을 개발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 

목표는 다중(redundant) 설계로 구성하는 것과 적절한 신뢰성 등급을 가진 컴포넌트를 선택하는 것을 

조합하여 달성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은 결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정성적이며 정량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소

프트웨어는 마모되거나 고장 나지 않는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상태가 너무 많아 완전히 테스트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차이점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되는 많은 수학적 함수가 연속 함수가 아니라 임의의 수의 불연속성을 갖는 함수라는 것이다. 

연속적이지 않은 함수를 처리하는 데 수학적 논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생성된 소프트

웨어는 많은 상태를 가질 수 있고 규칙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대형(코드 

40,000~50,000라인 이상)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모든 상태를 합리적인 시간 내에 테스트하여 신뢰성 

값을 설정하고 설계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NASA 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일회성” 코드로, 특정 작업/임무를 위해 한 번 

작성된 후 다시 사용되지 않는다. 즉, 재사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신뢰성 

통계에 사용하기 위한 장기간 사용 기록이 거의 없다. 우주 왕복선(Shuttle) 임무와 같이 여러 번 

사용된 코드도 종종 수정된다. 신뢰성 평가에는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필요하다. 요구사항 

및/또는 설계를 갖추기 위해 정형 기법(formal method)이 사용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개발 사이클 후반에 예비(preliminary) 코드가 생성된 후에만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의 철저한 테스트는 일정이나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확한 신뢰성과 설계 정확성 값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소프트웨어 고유의 신뢰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설계를 

철저히 테스트 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의 다른 특성을 사용하여 안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의 특성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소프트

웨어를 만드는 능력에 큰 향을 미친다.

 컨트롤 수준(Degree of Control):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의 안전-필수 기능에 대해 실행하는 

컨트롤 수준 

   오작동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로 간주된다.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자동 안전 컨트롤 액션을 구현하거나, 안전-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험 이벤트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운 자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알려주기만 하는 소프트웨어보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 안전 리소스와 

상세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운 자는 소프트웨어와 관계없이 중복된(redundant)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잘못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감지하고 올바

르게 대응할 수 있다.

Therac-25 X-ray 머신[9]의 잘못 설계된 HCI(Human Computer Interface)와 관련된 향

으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운 자가 중요 기능에 대해 소프트웨어 모니터링에만 의존

하는 경우에는 완전한(complete) 안전 활동이 요구된다.

 복잡도(Complexity):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복잡도. 복잡도가 클수록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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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원 제어를 위한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수는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증가시킨다. 복잡도를 대략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서브시스

템의 수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소프트웨어/사용자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수를 활용한다. 상호작용하는 병렬 실행 프로세스 또한 복잡도를 증가시

킨다. 시스템 복잡도를 정량화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설계 성숙도가 존재하는 경우(예: 상세 

설계 또는 코딩 단계)에만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복잡도는 수행하는 논리적인 작업의 수와 

유형을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복잡도 메트릭은 7.4.8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타이밍 중요도(Timing criticality) : 위험한 컨트롤 액션의 타이밍 중요도

   소프트웨어 위험원 제어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위험에 반응해야 하는 속도도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 또는 기계적 시스템이 반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제어해야 하는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시스템 전체(full) 장애로 이어지기 전에 장애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 크리티컬한 상황에 반응하는 데 마이크로초를 필요로 

하는 임베디드 실시간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위험을 감지 및 방지하고 발생하는 위험을 

제어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해야 하는가? 이는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지구 궤도를 넘어 이동하는 우주선의 경우, 우주선이 지상의 운 자에게 

발생가능한 위험을 알리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회신 명령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몇 시간 또는 며칠의 턴어라운드 타임이 필요하다. ‘몇 시간 또는 며칠’은 위험이 발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초과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온보드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는 

그러한 상황을 자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여러분은 1) 안전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기능, 2) 필요한 제어 수준, 3) 시스템의 복잡도, 4) 

위험원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반응 시간을 결정했다.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수준으로 변환될 소프트웨어 치명도를 정의하는 것이다.

3.1.2 소프트웨어 안전-치명도(Safety-Criticality) 결정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임이 확인되면 SFMEA(Software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zes) 또는 SFTA(Software Fault Tree Analyzes)와 같은 추가 분석이 치명도 등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절에서는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표 2-3에 

명시된 시스템 리스크 지표의 확장이다. 소프트웨어 리스크 수준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정도가 결정된다. 리스크가 낮은 소프트웨어는 리스크가 높은 소프트웨어보다 활동(분석, 테스트, 

개발 활동)이 덜 필요하다. 설계 아키텍처와 구현을 통해 기능이 어떻게 모듈화 되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남에 따라, 이 활동은 더 상세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것이 최종 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에 필수적인 기능이 특정 루틴 또는 개체 내에서 어느 정도 캡슐화되거나 분리될 수 있다면, 

보다 정교한 안전 설계 및 분석 접근 방식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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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소프트웨어 제어 카테고리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의 기능을 제어하는   정도는 필요한 안전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소프트웨어 제어 카테고리의 정의에 대한 참조 출처는 MIL-STD-882C이다. 

MIL-STD-882C[10]는 MIL-STD-882D로 대체되었는데 MIL-STD-882D에서는 소프트웨어 

제어 카테고리(Software Control Categories)를 참조하지 않는다. MIL-STD-882C는 시스템 제어 

정도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표 3-1 MIL STD 882C 소프트웨어 제어 카테고리

소프트웨어
제어 카테고리
(Software Control 

Category)

제어의 정도
(Degree of Control)

IA.

소프트웨어의 개입(intervention) 가능성 없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하드웨어 
시스템, 서브시스템 또는 컴포넌트를 자동 제어하여 위험원 발생을 방지한다. 
소프트웨어 실패 또는 이벤트 예방 실패는 직접적으로 위험원 발생으로 이어
진다. 

IIA.

소프트웨어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하드웨어 시스템, 
서브시스템 또는 컴포넌트를 제어하여 독립적인 안전 시스템이 개입할 시간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적인 안전 시스템 자체로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IIB.
소프트웨어 아이템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운 자 조치가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다. 소프트웨어의 실패는 위험 발생을 허용하거나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다.

IIIA.

제어 기능을 완료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하드웨어 시스템, 서브시스템 
또는 사람의 조치가 필요한 컴포넌트에 소프트웨어 아이템이 명령을 내린다. 
각 위험 이벤트에 대해 몇 가지 다중화된(redundant) 독립적인 안전 조치가 
있다.

IIIB.
안전-필수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안전-필수 성격의 정보를 소프트웨어가 
생성한다. 각 위험 이벤트에 대해 몇 가지 중복되고 독립적인 안전 조치가 
있다.

IV.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 하드웨어 시스템, 서브시스템 또는 컴포넌트를 제어
하지 않으며 안전-필수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복잡도는 또한 오류(error)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오류는 결함(fault)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장(failure)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 차트는 MIL-STD 882C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

웨어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이 차트는 또한 2.3.2절 리스크 수준에서 논의된 시스템 

리스크 지표와 관련 있으며, 이미 시스템 리스크 지표 수준 1(금지)과 5 이상의 수준(무시할 수 

있는 리스크)은 제거되었다. 소프트웨어 카테고리는 소프트웨어의 복잡도,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 

가하는 제어,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시간(the time to criticality), 시스템 리스크 지표를 

서로 연결해 준다. 이런 정보는 소프트웨어 리스크 매트릭스(Software Risk Matrix)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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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소프트웨어 제어 카테고리(Software Control Category)

소프트웨어 제어 
카테고리

설명

IA

(시스템 리스크 지표 2)

안전-필수 기능의 부분 또는 전체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 제어됨

다수의 서브시스템, 상호작용하는 병렬 프로세서 또는 다수의 인터
페이스가 있는 복잡한 시스템

일부 또는 모든 안전-필수 기능에서 시간이 중요함

IIA & IIB*

(시스템 리스크 지표 3)

위험을 제어하지만 다른 안전 시스템에서 부분적으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음
위험을 감지하고 운 자에게 안전 조치가 필요함을 알림

서브시스템 및/또는 인터페이스가 적고 병렬 처리가 없으며, 중간 
정도로(moderately) 복잡함

일부 위험원 제어 조치에서 시간이 중요할 수 있지만 적절한 운 자 
또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응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음

IIIA & III B*

(시스템 리스크 지표 4)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하면 여러 완화 시스템이 위험을 방지함
중복된 여러(redundant) 출처에서 안전-필수 정보를 획득함

다소(somewhat) 복잡한 시스템, 제한된 수의 인터페이스

완화 시스템은 위기 시간 내에 응답할 수 있음

IV

(시스템 리스크 지표 5)

위험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없음
운 자를 위해 생성된 안전-필수 데이터가 없음

2~3개의 서브시스템, 제한된 수의 인터페이스가 있는 간단한 시스템

시간이 중요하지 않음

참고: 시스템 리스크 지표 숫자는 표 2-3 위험원 우선순위 - 시스템 리스크 지표에서 가져옴

* A = 소프트웨어가 위험을 제어함.  B = 소프트웨어는 운 자를 위한 안전 데이터를 생성함

3.1.2.2 소프트웨어 리스크 매트릭스

  소프트웨어 리스크 매트릭스는 열에 위험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행에 소프트웨어 제어 카테고리

(위의 표 3-2)를 사용하여 만든다. 그 다음 매트릭스에서는 위험에 대한 소프트웨어 제어를 

시스템 심각도(Severity) 수준과 연관시킨다. 시스템 리스크 지표 숫자가 위험원 우선순위-시스템 

리스크 지표(표 2-3) 매트릭스에 할당된 것처럼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는 매트릭스의 각 요소에 

할당된다.

참고: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는 시스템 리스크 지수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동일하지 않다. 

주요 차이점은 시스템 리스크 지표 1(금지, prohibited)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시스템 리스크 지표와 달리 소프트웨어 리스크 매트릭스에서는, 낮은 지표 숫자가 설계가 허용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분석 및 테스트와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에 더 많은 리소스를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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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소프트웨어 리스크 매트릭스(Software Risk Matix)

소프트웨어 제어 
카테고리

위험 카테고리(Hazard Category)*

재앙적
(Catastrophic)

치명적
(Critical)

보통
(Moderate)

무시할 수 
있거나 경미한
(Negligible 
or Marginal)

IA
(시스템 리스크 지표 2)

1 1 3 4

IIA & IIB
(시스템 리스크 지표 3)

1 2 4 5

IIIA & III B
(시스템 리스크 지표 4)

2 3 5 5

IV
(시스템 리스크 지표 5)

3** 4** 5 5

참고: 시스템 리스크 지표 숫자는 표 2-3 위험원 우선순위 - 시스템 리스크 지표에서 가져온 것이다.

* 위험 카테고리 정의는 표 2-2에 제공된다.

** 안전-필수 시스템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평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안전 요소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안전-필수로 다루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에 대한 해석은 표 3-4에 나와 있다. 리스크 수준은 소프트웨어에 

적용해야 하는 분석 및 테스트의 양을 결정한다.

표 3-4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 리스크 정의

1
높은(High) 리스크: 소프트웨어가 재앙적 또는 치명적 위험을 
제어함

2
중간(Medium) 리스크: 재앙적 또는 치명적 위험에 대한 소프트
웨어 제어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요함

3-4 보통(Moderate) 리스크: 덜 중요한 위험에 대해 소프트웨어가 
제어함

5
낮은(Low) 리스크: 위험을 무시할 수 있거나 소프트웨어 제어가 
거의 없음

  그림 3-2는 다양한 리스크 지표와 소프트웨어 기준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시스템 리스크 

지표는 소프트웨어 카테고리별로 수정된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로 반 된다. 그 수정은 잠재적

으로 위험을 유발하거나 위험을 제어 또는 완화하는 데 있어 소프트웨어가 위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제어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가장 높은 수준(시스템 지표 1)은 금지되고 시스템 

리스크가 가장 낮은 수준은 안전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는 시스템 

리스크 지표의 일부분과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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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리스크 지표들간의 관계

3.1.3 필요한 안전 활동과 감독 결정

3.1.3.1 안전 활동의 규모 결정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표 3-4)는 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표 3-5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매핑은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 1 = 최대

(full) 활동,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 2와 3 = 보통(moderate) 활동,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 4와 

5 = 최소한의(minimum) 활동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가 2인 경우 “높은(high)” 2

(수준 1에 더 가깝고 리스크가 더 많음)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높은 2는 최대의 안전 활동을 

따르거나 완전과 보통 사이의 수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가 높은 4이면 

안전 활동이 보통 카테고리에 속한다.

  카테고리 IV의 소프트웨어는 위험한 기능에 관여하지 않기는 하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소프트

웨어 안전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에는 안전 활동이 필요하지 

않지만, 재앙적 및 치명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안전-필수(non-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도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원 제어 또는 완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 및 예상치 못한 

동작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최대, 보통 및 최소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2절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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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소프트웨어 카테고리 표 2-2의 위험 심각도 수준(Hazard Severity Level)

표 3-3 참조 재앙적 치명적 보통
무시 가능한
/경미한

IA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 1)

최대 최대 보통 최소

IIA 및 IIB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 2/3)

최대 보통 최소 최소

IIIA 및 IIIB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 4/5)

보통 보통 최소 없음

IV
소프트웨어가 위험한 작업을 
직접 제어하지 않음

최소 최소 없음 없음

경고: 요구사항은 시스템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할당되었던 아이템이 소프트웨어로 더 잘(또는 더 저렴하게) 개발될 수 있다고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템 중 일부가 안전-필수일 수 있다. 시스템 요소가 재배포됨에 따라 소프트

웨어 안전 활동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인해 소프트웨어가 

위험한 하드웨어를 제어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램에 더 많은 활동을 적용해야 

한다.

3.1.3.2 요구되는 감독 

  안전 보증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및 독립적인 감독(independent oversight 

required)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시스템 리스크 지표에 따라 다르다.

표 3-6 감독 수준 vs. 시스템 리스크

소프트웨어 리스크
지표

시스템 리스크 지표 감독 수준

1 해당 없음(금지됨)

1 2 완전히 독립적인 IV&V1 조직 및 사내 SA

2 3 사내 SA 조직; 가능한 소프트웨어 IA1

3 4 사내 SA 조직

4,5 5-7 최소한의 사내 소프트웨어 보증(SA)

1 NASA NPG 8730.x (초안) “소프트웨어 독립적 검증 및 확인(IV&V) 관리”에는 프로젝트에 IV&V 또는 
독립 평가(IA, Independent Assessment)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모든 
NASA 프로젝트는 필요한 IV&V 또는 IA 수준을 결정할 때 이 NPG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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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 명시된 감독의 수준은 임무 성공이 아닌 안전을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에는 임무 

성공이나 안전 목적에 필요한 감독보다 더 광범위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 활동은 일반적으로 안전-필수 비행 시스템(예 : 우주 비행 차량 

또는 고가의 특수한 우주선 또는 항공기, 필수 지상 제어 시스템, 필수 시설, 필수 지상 지원 장비, 

소모성 이동체에 탑재한 장비)에 수행된다. 비-필수 지상 제어 시스템, 시설, 지상 지원 장비 또는 

소모성 차량의 무인 탑재물과 같은 유형의 항공 우주 시스템은 종종 덜 엄격한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 및 분석 작업의 일부만을 적용할 수 있다.

3.2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테일러링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범위가 결정되면 주어진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맞게 그 범위를 

테일러링한다. 안전 활동은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과 일치하면서도 전체 시스템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행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범위는 리스크에 따라 다르다. 수명주기 각 단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안전 업무는 이 가이드북 개발 단계 장(5~10장)에 나열되어 있으며, 각 기법 

또는 분석 그리고 각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수준(최대, 보통 및 최소)에 대한 권장 사항2이 제공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수준에 따라 각 개발 단계에서 여러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최소한으로, 프로젝트는 모든 관련 명세, 설계, 구현, 테스트, 엔지

니어링 변경 요청 및 문제/장애 보고서를 검토하여 위험이 의도치 않게 유입되지 않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모든 안전 요구사항이 특정 설계 기능, 특정 프로그램 세트 또는 코드 요소, 소프트

웨어의 안전 제어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수행된 특정 테스트로 추적될 수 있는지를 소프트웨어 

보증 활동을 통해 항상 검증해야 한다(6.6.1절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흐름 분석 참조).

각 NASA 프로젝트는 안전-치명도 수준에 관계없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와 프로젝트가 

크게 변경될 때마다 IV&V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NPD 8730.4는 모든 당사자의 프로

세스와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IV&V는 IV&V 담당자가 수행한 추가 분석 및 테스트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소프트웨어의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이는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보증에서 수행한 분석 및 테스트에 추가된다.

  시스템에 상용 소프트웨어(COTS, GOTS),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된 소프트웨어 또는 계약

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12장 소프트웨어 획득을 참조한다. 

  인수한 소프트웨어의 치명도와 개발 및 테스트 방법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라 추가 분석 및 

2

권고 코드
★ 필수(Mandatory) ✔✔ 매우 권고됨(Highly recommended)
✔ 권고됨(Recommended) ⊘ 권고하지 않음(Not Recommended)

“권고하지 않음”은 필요한 활동의 수준과 예상되는 이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권고됨”은 안전 또는 임무 성공에 대한 추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수행할 수 있다. 
“매우 권고됨” 항목을 시스템 개발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포함되지 않은 경우 
안전이 손상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필수”는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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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화벽, arm-fire 명령 등과 같은 안전 기능은 그 기능이 가장 잘 적용
되는 위치 및 필요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이러한 각 활동이 
수행되는 정도는 소프트웨어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은 요구사항에 반 되어야 한다.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완료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분석이 있다. 안전을 
고려하여 더 많은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가 향을 
받을 수 있다. 분석은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Requirement Criticality 
Analysis)부터 설계 단계의 소프트웨어 FTA(Fault Tree Analysis), 정형 
기법(Formal Method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스펙션 인스펙션은 다양한 설정값(settings)에 대해 다양한 산출물(요구사항
부터 테스트 계획까지)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인스펙션 및 산출물의 
수는 시스템과 관련된 리스크에 따라 다르다.

리뷰 공식 리뷰(formal review)의 수와 델타 리뷰의 설정은 조직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제품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검증 및 확인 활동 검증(Verification)은 주어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의 제품이 이전 단계
에서 만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증 방법에는 분석, 리뷰, 
인스펙션, 테스트 및 감사(auditing)가 포함된다. 확인(Validation)은 
“제대로 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테스팅이 
일반적인 주된 방법이다. 

테스트의 수, 세부 테스트 대상의 코드 양 및 테스트 커버리지 수준을 
테일러링할 수 있다. 감사(audit)할 제품의 수뿐만 아니라 개발 프로세스 
및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보증 및 안전 감사의 빈도도 테일러링 할 
수 있다. 분석, 인스펙션 및 리뷰는 위의 단락에서 논의된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COTS/재사용/계약된 소프트웨어가 그 자체로 안전-필수이거나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안전 활동의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아래의 3.2.1~3.2.4절은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소프트웨어 개발, 최대, 보통, 최소의 안전 

활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분류와 선택한 활동의   범위는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전 담당자가 함께 협상하고 승인해야 

한다.

  이 가이드북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기법들은 비교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택된 기법의 범위는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전 부서를 통해 협상하고 승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활동을 테일러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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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최대(Full)”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매우 짧은 기간에 심각한 장애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는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에는 생명 

유지, 화재 감지 및 제어, 추진/압력 시스템, 발전 및 조절 시스템, 폭약(pyrotechnics or 

ordnance)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모든 요구사항, 설계, 코드 및 테스트에 대한 

완전한 커버리지와 분석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이고 엄격한 품질 및 안전 보증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안전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분석, 안전 설계 기능 및 소프트웨어 보증(SA, 

Software Assurance) 감독이 적극 권장된다. 또한 IV&V 활동이 요구될 수 있다.

3.2.2 “보통(Moderate)”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은 일반적으로 1) 위험 가능성이 제한적이거나 2)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원 제어 초기의 응답 시간이 운 자가 위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다. 이러한 시스템 유형의 예로는 마이크로파 안테나, 저전력 레이저 및 항공기 

객실 히터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안전-필수로 식별된 소프트웨어의 안전 보증을 위한 엄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안전-필수 소프트웨어는 안전 제어 또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기적

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이 필요할 수 있는 “발견되지 않은” 안전-필수 

역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 늦은 설계 변경이 안전 치명도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소프트웨어 보증 감독도 여전히 필요하다.

 이 수준의 프로젝트에는 IV&V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독립 평가(IA, 

Independent Assessment)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독립 평가(IA)는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와 제품에 

대한 검토 및 분석으로 정의된다. IA는 전체 IV&V 프로그램과 그 범위가 다른데, IV&V는 시스템 

수명주기 전체에 적용되는 반면 IA는 일반적으로 기존 제품 및 계획에 대한 일회성 검토이다. 

IA는 여러 면에서 프로젝트의 개발 프로세스 및 제품(문서화, 코드, 테스트 결과 등)에 대한 외부 

감사이다.

3.2.3 “최소(Minimum)”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시스템의 잠재 위험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소프트웨어 

이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제어한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에서의 고장은 주로 신뢰성(reliability) 

문제이다. 이 카테고리에는 스캔 플랫폼이나 하드웨어 인터락(interlock) 및 방지책(inhibit)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이 의도치 않게 손상되지 않았는지 또는 소프트웨어를 안전-필수로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다. 물론 좋은 개발 관행과 SA는 항상 필요하다. 5~10장에 설명된 개발 활동 및 

분석은 최소한의 활동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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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활동 수준이 혼합된 프로젝트

  모든 프로젝트가 적절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크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일부분만 안전-필수이거나 리스크가 낮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다. 또 다른 프로

젝트는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이 안전-필수이며 높은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

  프로젝트 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는 다양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이 적용될 수 있다. 리스크가 높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최대”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반면, 리스크가 낮은 안전-필수 컴포넌트는 

“최소” 안전 활동 업무 및 분석만 수행할 수 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안전-필수라는 레이블이 엄청난 양의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안전-필수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렇지 않다. 

안전-필수가 아닌 코드에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면 안전-필수 부분에만 안전 

활동을 적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그램을 안전-필수 부분의 리스크와 일치

하도록 추가 테일러링하면 안전 활동이 줄어들거나 적어도 더 집중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범위는 프로젝트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 간에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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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기본 규칙:

 잠재적으로 위험 이벤트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벤트나 액션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 또는 명령이 감지되면 시스템은

o 잠재적으로 위험 이벤트 시퀀스를 금지해야 한다.

o 미리 결정된 “안전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 또는 기능을 실행시킨다.

4장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개발  

우리는 모두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며 안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을 원한다.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위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한 영역에 접어들었을 때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자는 그들의 설계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하며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는 해당 설계를 신중하게 구현해야 한다. 안전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

최신 기법을 사용하는 구조적 개발 환경(structured development environment)과 조직은 

신뢰할 수 있는(dependable)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안전한 소프트웨어는 잘 이해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설계팀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소프트웨어 제품은 개발자,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 및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에 의해 분석된다. 최종 코드는 개발자, 

보증 담당자 또는 별도의 테스트 조직에 의해 테스트된다. 전체 프로세스는 전체 프로젝트를 알고 

있는 관리자가 감독한다. 모든 부문이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생산에 기여한다.

  이 장에서는 안전 지향(safety-oriented)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제공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와 안전-필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 

4.1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5가지 규칙

  1. 커뮤니케이션한다. 

  2.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행과 절차를 보유 및 준수한다.

  3. 안전 분석 및 개발 분석을 수행한다. 

  4.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기술 및 설계 요소를 함께 사용한다.    

  5. 매수자 위험부담 원칙(Caveat Emptor)을 유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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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무형의 

프로세스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언어 교환 그 이상으로, 문서, 메모, 이메일, 비디오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다. 모든 팀원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커뮤니

케이션의 몇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오해를 방지한다. 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작업할 때 가정(assumptions)을 하지만, 구성원

들의 가정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전자 설계 엔지니어는 비트를 

high-to-low로 요구하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비트를 low-to-high로 해석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 구두 또는 서면 - 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가 되기 전에 리스크를 식별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NPR 8000.4, Risk Management Procedures and Guidelines 참조). 브레인스토밍은 종종 

프로젝트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한 팀은 보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설계 결정 이면의 이유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 이같이 설계가 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요구사항 변경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거나 시스템 “수정”이 이루어질 때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팀 구성원에게 이상 상황, 문제 또는 다른 이슈를 알게 한다. 베이스라인을 결정하기 전에 

이상사항(anomaly)이나 문제점 추적이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비공식적인 추적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문제에 대해 여러 부문에 걸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작업자가 비슷한 

실수를 한다면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관리자에게 프로젝트 상태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진행 상황에 대한 느낌 외에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리자가 일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 간 

불평은 개인적 특성 문제, 관리적인 문제 또는 너무 과한 일정 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담당자와 관리자 간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문제가 손을 

쓸 수 없어지기 전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

 엔지니어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팀원의 역량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임 엔지니어는 수석 엔지니어

들의 경험으로부터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안전-필수 시스템에서 인적 요인(human factor)의 한 측면이 된다. 인적 요인은 

11.9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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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행과 절차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선택해야 한다. 어떤 

프로세스나 방법론도 “만능”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요구사항, 리소스, 역량을 

프로세스와 매칭시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개발 및 보증팀을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훈련 시간과 예산이 없는 경우, “최첨단” 기술이나 프로세스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익히 잘 알려진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것이 최신의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즉,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가이드북에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모든 상세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다. 

다음 절에서는 좋은 개발 프로세스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아래의 참고문헌들은 

몇 가지 예일 뿐이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출발점이 

될 것이다.

 Software Engineering: A Practitioner's Approach by Roger Pressman, 5th Edition (2001)

 Software Engineering 5th Edition, by I. Sommerville (1996)

 Software Systems Engineering by Andrew Sage and James D. Palmer. 

 Software Engineering: The Production of Quality Software by Shari Pfleeger, 2nd 

   Edition (1991)

 Classic and Object-Oriented Software Engineering, 3rd Edition, by Stephen R. Schach 

(1996) 

 Code Complete: A Practical Handbook of Software Construction, by S. McConnell 

   (1993)

 Object-Oriented Software Engineering: A Use-Case Driven Approach, by I. Jacobson (1997)

4.1.3 안전 및 개발 분석 수행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안전 이슈를 적절하게 해결하는지는 안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계가 변경

되거나 코드로 구현되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위험이 유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석을 통해 설계나 코드가 특별히 안전-필수 역 내에서 필요한 것을 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와 함께 안전 및 개발 분석에 대해 5장에서 10장까지 논의한다. 각 단계

마다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테일러링된 정보가 제공된다.

4.1.4 적절한 방법론, 기법 및 설계 방법의 통합

  보다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개발 방법론, 기술 및 설계 

방법이 있다. 본 가이드북은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더욱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개발 및 설계 기술과 방법론의 일부를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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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절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4.2.2절 설계 방법론

4.2.2.3절 정형 기법(Formal Methods)

4.2.2.5절 설계 패턴

4.3.8절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프레임워크

4.5절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4.6절 안전을 위한 프로그래밍

6.5.2절 결함 및 고장 감내성

6.5.5절 공식 인스펙션(Formal Inspections)

7.4.4절, 11.1절 언어 선택
7.4.4절, 11.2절, 

11.3절 및 11.4절
도구 및 운 체제 선택

7.4.5절 및 8.4.1절 코딩 체크리스트, 표준 및 언어 제약사항

7.4.6절 방어적 프로그래밍

8.4.3절 리팩토링

11.9.3절 인터페이스 설계/인적 요소

12.1.2절 COTS 소프트웨어 통합

4.1.5 매수자 위험부담 원칙(Caveat Emptor)

  “구매자가 주의해야 한다”. COT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매우 일반적

이다. 심지어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개발(developed in-house)되는 경우라도 사용되는 도구

(예: 컴파일러, 편집기, 디버거)는 일반적으로 구매한다. 운 체제는 개발 팀에서 거의 만들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상용 벤더 제품을 조달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벤더의 제품을 이용한다.

컴파일러, 편집기 또는 기타 도구를 선택할 때 대개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지만, 사실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잠재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패닉(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도구, 라이브러리, 운 체제나 기타 요소들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이해

하는 것은 이 같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잠재적인 오류가 시스템 안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이 연관되어 있다면 안일하게 대처

하면 안 된다.

  12장에서는 기성 소프트웨어, 재사용 소프트웨어 및 계약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슈와 고려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4.2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기계, 전기, 토목 또는 건축 엔지니어링과 같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 하드웨어 개발자에게 개발 규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다리나 우주선을 

건설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매우 유연하고 변경이 “쉽기 때문에” 소프트

웨어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된 접근 방법을 갖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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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프로젝트 팀은 위험원이 유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관련 명세서, 설계, 

구현, 테스트, 엔지니어링 변경 요청 및 문제/장애 보고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는 단순 코딩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경우, 

요구사항 분석, 설계 및 검증을 포함하는 적절한 개발 방법론을 갖고 이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

이다.

  철저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요구사항이 이해되어 잘 문서화 되고 소프트웨어에 통합됨

 필요한 기능이 실제로 시스템에 통합되고 모든 요소가 충돌 없이 함께 동작함

 분석 및 테스트를 통해 덜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제품의 실행가능성(viability)을 보증함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프로세스 선택

    o 수명주기(4.2.1절) 

    o 설계 방법론(4.2.2절) 

 프로세스 관리(4.3절) 

    o 메트릭

    o 태스크

    o 산출물

    o 도구 및 방법

 계획에서 프로세스를 조정(테일러링) (4.4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상적으로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시스템 엔지니어, 안전 엔지니어 및 보증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기능을 공식화 

하고 해당 프로젝트/제품에서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결정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이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재배포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프로젝트 개념 단계에서 결정된다. 개념 

단계 동안은 모든 것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혁신이나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때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계획 및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결정한다.

 소프트웨어 관리 및 개발 계획을 완료한다.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에는 일정, 결과물, 검토 

및 기타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개발 계획은 소프트웨어 명세, 설계, 테스트, 형상관리 및 

배포에 사용되는 수명주기, 방법론, 개발언어, 표준, 기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서의 세부 

수준은 소프트웨어의 복잡도와 치명도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명세서를 작성한다.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시스템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 기술 및 포함되어야 한다. 문서(소프트웨어 명세이라고도 

함). 추가적인 요구사항(안전 요구사항을 포함)과 선택된 표준이나 지침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달성 가능하고, 검증 가능함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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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따르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요구사항을 설계로 구현한다. 분석을 통해서 설계가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설계(코드)를 구현하고 단위 테스트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한다. 테스트에는 통합, 기능, 스트레스, 부하 및 기타 다양한 시스템 

테스트가 포함된다. 시스템이 인수될 준비가 되면 최종 인수 테스트가 수행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동안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수행한다.

 분석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한 분석 내용을 검증한다. 위험 보고서, 추적 매트릭스 

및 안전 체크리스트에 대한 인풋(input)을 제공한다. 분석 작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을 넘어 

운  또는 유지관리 단계로 확장될 것이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경우 안전 엔지니어가 

매우 많은 분석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분석에서 “누락된(fall out)” 태스크들을 구현한다. 이것은 누락된 안전 요구사항이 실제로 소프트

웨어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현재의 개발 단계까지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구사항을 추적하고 추적성이나 검증 매트릭스를 유지하는 것 또한 구현 활동에 포함된다.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문제가 수정된 이후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는 문제가 올바르게 수정 

되었는지 확인하고(일반적으로 인스펙션이나 테스트를 통해) 추적 상태를 “종료”로 변경해야 

한다. 엔지니어는 또한 수정사항이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활동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시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예를 들면, 안전

-필수 코드에 대한 공식 인스펙션과 소프트웨어에 의도치 않은 향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하기 위한 향상된 안전 테스트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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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이 가이드북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폭포수 수명주기 단계(개념,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트 

및 운영)를 기반으로 활동들을 정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폭포수 수명주기를 엄격히 고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단계들은 모든 수명주기에 적용 가능한 기본 컨셉들이다. 단계들은 

여러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개념정의(프로젝트를 계획), 요구사항(무엇을 

구축할지), 설계(구축 방법을 결정), 구현(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 테스트(동작 여부 확인) 

및 운 (빌드 된 것 사용)과 같은 개념이 모든 수명주기에 적용될 수 있다.

4.2.1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수명주기 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간의 상호 관계를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활동으로 나뉜다.

a. 요구사항 식별

b. 설계

c. 구현 (코딩)

d. 테스트 및 검증

  일반적으로 위 활동들은 선형적이거나 순차적으로 수행되지는 않는다. 선택한 수명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 부분은 중첩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그러나 조금씩 증가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내려야 할 결정 중 하나다. 선택된 수명

주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과 생성될 산출물(예: 산출문서)에 큰 향을 미친다. 

옵션과 특히 모델이 가장 잘 작동하는 시스템 유형을 조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프로젝트 

전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와 마찬가지로 적합한 수명주기 선택도 독단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 선임 엔지니어 외에도 지식이 풍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안전 

엔지니어가 이러한 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을 미쳐야 한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수명주기 모델들이 전부는 아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가장 적합한 모델(또는 가장 좋은 모델 세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기도 하고 이전 모델이 수정되기도 한다. 본 가이드북에서 소개하는 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잘 정립된 모델이다.

  모든 수명주기 모델은 어떤 설계 방법과도 함께 이용될 수 있지만, 특정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더 적합한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수명주기 모델은 객체 지향 설계가 대중화되기 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구조적 개발(structured development)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서 객체 지향 

설계를 하는 경우 수명주기가 설계 방법론과 함께 얼마나 원활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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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북은 특정 수명주기 모델을 권장하진 않는다. 모델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한 가지 모델이 모든 경우를 커버하는 최선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잠재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명

주기들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가장 적합한 수명주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 또는 조직의 정책에서 특정 수명주기 모델을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

에는 익숙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프로세스 구현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4.2.1.1 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초의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은 고전적인 폭포수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항공 

우주 제품에서 증가하는 복잡도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폭포수 모델은 문서화 기반의, 

선형적(순차적)인 모델로,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수명주기 모델일 것이다.

  폭포수 모델의 특징은 엄격한(다소) 단방향 흐름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7단계까지 

구성되며, 각 단계는 산출물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개념, 요구사항(분석), 설계, 구현(코드), 

테스트 및 운 (유지관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설계 단계는 때때로 아키텍처 설계 단계(상위-수준)와 

및 상세 설계 단계로 나뉜다.

그림 4-1 폭포수 수명주기 모델

  전체 시스템은 최상위 수준의 폭포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테스트 및 

운  조직, 그룹 또는 팀은 각각 전체 시스템 수명주기에 포함 및 부합되는 수명주기를 자체적

으로 보유할 수 있다. 명세된 활동과 결과물이 각 단계에서 요구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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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수 수명주기의 단계 사이의 분명한 상관 관계를 주목해보자. 모든 단계는 이전 단계의 

결과물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재 단계에서 새로운 산출물이 생성 및 검토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제품은 현재 단계의 산출물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시스템 단계 검토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시스템 설계 검토, 출하 전 검토)를 통해 공식적으로 리뷰되거나, 시스템 

리뷰를 대신 또는 추가적으로 더 하위 수준에서 내부 단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모델은 도식적이며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거나 수정되어 사용

되었다. 폭포수 수명주기는 제품이 일반적으로 유사하고 요구사항이 미리 알려져 있으며 제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되는 산업에서 기인되었다. 이 모델을 정확히 따르는 

경우는 드문데, 특히 연구 및 개발(R&D) 시 그렇다. 폭포수 모델의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는 가정

 요구사항 및 설계가 크게(또는 자주)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

 개발주기 후반까지 제품(문서 제외)이 제공되지 않음

 다른 사람들이 의존적인 작업을 수행 완료할 때까지 팀 구성원들이 기다리면서 “블록”됨

  대다수의 다른 수명주기 모델에서 폭포수 모델의 각 단계를 변형하여 사용한다. 결과물도 비슷

하다. 주요 차이점은 프로세스가 하나의 큰 덩어리 형태(monolithic)가 아니고, 순환 반복되거나

(iterative) 동일 형태가 반복되는(repetitive) 방식이라는 것이다.    

4.2.1.2 래피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

  프로토타입이란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제품 또는 시스템의 모델을 의미한다. 프로토타입 

목적과 제품 특성에 따라 프로토타입은 인터페이스, 기능 등 제품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낸다. 

프로토타입은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으로서 사용되며 명확히 어떤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지 즉각 결정하기 어려울 때 개념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설계 특성 또는 기술이 가능한 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스템 일부에 대해서만 사전에 

프로토타입이 진행된다(신속하게 엄격한 개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프로토타이핑됨). 예를 들어 

플로피 대신 웹 기반 인터페이스나 CD 메모리 읽기/쓰기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거나 그래픽 인터

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 또는 하드웨어(또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가 

계획대로 요구되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있다.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어떤 요소가 동작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또한 전체 시스템의 기본 사항을 신속하게 모델링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의 상태, 기능 

및 작동 방식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은 “20/80” 규칙을 염두에 두고 빌드되어야 한다. 보통 시스템 기능 중 

20%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의 80%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토타입은 사용자가 가능한 한 

빨리 명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에 집중되어야 한다. 프로토타입이 “전체(full)” 동작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토타입은 실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일단 개념(Concepts)이 모두 

설계되고 선택되면,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최종 제품을 명세, 설계, 구축, 

테스트하고 공식적으로 릴리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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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입 모델의 문제점과 잠재적인 위험(pitfall)은 다음과 같다.

 고객이 프로토타입의 품질을 오해한다. 시스템에 동작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객이 당황할 수 있다.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의 

개념을 고객에게 미리 설명하면 이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

 개발자 또는 관리자가 “바퀴(Wheel)를 다시 만들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역주: 수고를 덜으려는 

마음에서) 프로토타입이 최종 시스템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 때로 프로토타입이 매우 잘 

작동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럴 때, 일부 개발 조직은 

철저한(thorough) 개발 프로세스를 구현하지 않고 개발을 계속 진행하여 나머지 80% 기능을 

추가하려 할 것이다.

 프로토타입에서 선택된 사항이 전체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완성하기 위해 운 체제나 언어 또는 도구가 선택될 수 있지만, 이러한 선택사항이 최종 

시스템에서는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최선의 것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최초의 선택사항이 의문 없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유용한 수명주기 방법이며, 최적의 접근방법, 장비, 상호작용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습득한 사항들은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에 반 되어야 하는데, 개발 프로세스는 더 안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좋으며, 

견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문서화, 리뷰, 분석 및 철저한 테스팅의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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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나선형 모델(Spiral Model)
  

  나선형 모델은 반복적 개발(프로토타이핑) 아이디어와 폭포수 모델의 체계적이고 제어 가능한 

측면을 결합한 것이다. 제품을 점진적으로 릴리즈(incremental release)하거나 나선형을 따라 매번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나선형 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동안 리스크 관리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기술적, 관리적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결정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통제할 수 있다.

  나선형 모델은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코드)을 위한 주요 

제품들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반으로 한다. 각 주기의 반복을 통해, 제품들은 이전 제품을 확장하여 

만들어진다. 나선형 모델은 폭포수 모델과 많은 부분 단계가 동일하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순서가 

반복되는데, 계획 수립, 리스크 평가, 프로토타이핑 및 시뮬레이션 단계로 구분된다.

  산출물은 필요할 때 생성되며, 산출물 내용은 각 프로세스의 해당 시점에 필요한 정보들을 반

한다. 모든 산출물이 프로세스의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에서 모두 만들어지는 것(희망사항임)은 

아니다. 제품과 마찬가지로 산출물은 계속 진행되는 작업이다. 기본 개념은 지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4-3 나선형 수명주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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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형 수명주기 모델을 사용하면 제품 요소들이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이전 요구사항과 설계가 충돌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이 방법은 

여러개의 소프트웨어 빌드를 만들어 릴리즈하고 순차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활동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또 다른 이점은 나선형 모델은 초기에 사용자가 시스템 개발에 참여

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또는 기기 인터페이스 응용프로그램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많은 프로젝트의 경우 이 같은 참여가 도움이 된다.

  중앙에서 시작하고 나선형을 돌 때마다 여러 작업 역을 거친다.

 새로운 반복 작업의 목표, 대안 및 제약을 결정한다.

 대안을 평가하고 위험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한다.

 이 같은 반복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확인한다.

 다음 반복을 계획한다.

  계획 및 위험원 분석이 여러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요구사항 활동은 여러 절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최종 설계, 구현, 통합 및 테스트는 4번째 반복에서 발생한다. 나선형은 여러 

번의 빌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 될 수 있다.

  이 개발 방법을 사용하면 일부 기능이 폭포수 방법보다 빠르게 사용자에게 제공 될 수 있다. 

나선형 방법은 또한 여러 의사 결정 지점을 허용하고 후속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알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4.2.1.4 점진적 개발 - 단일 인수(Incremental Development – Single Delivery)

  점진적 개발-단일 인수 모델은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을 조기에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위험한 작업을 시작해 컨셉을 테스트하고 수용할 수 있다. 

추가 개발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개발되지만 통합되어 단일 시스템으로 제공된다. 그림 4-4는 이 

모델의 수명주기 단계를 보여준다.
 

  이 모델은 폭포수 모델에서와 동일한 단계들을 포함한다.

4.2.1.5 점진적 개발 - 점진적 인수(Incremental Development – Incremental Delivery)

  점진적 개발 – 단일 인수 모델은 오직 하나의 인수 가능한 제품(최종 버전)만 생산한다. 점진적 

개발 - 점진적 인수 모델은 단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이는 시스템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적

이지만 부분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베타 릴리즈, 버전1, 버전2 등을 

갖는 응용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이 수명주기는 고객이 일부 기능을 조기에 전달받고 나서, 

이후에 다른 기능 추가나 개선을 기다릴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5는 해당 모델의 

수명주기 단계를 보여준다.

  이 모델 역시 폭포수 모델에서와 동일한 단계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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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점진적 개발 수명주기 – 단일 인수

그림 4-5 점진적 개발 수명주기 – 점진적 인수

  점진적 개발 수명주기에서 중요한 점은 점진적으로 릴리즈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는 자원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 매우 자주, 단일 대규모 릴리즈가 계획되지만 

일정이 지켜지지 않거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프로젝트는 마감일까지 생성된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 향후 업데이트를 기약하며 

개발을 종료하거나 잔여 문제들을 수정한다. 점진적 개발-점진적 인수를 적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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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진화적 개발(Evolutionary Development)

  진화적(evolutionary) 수명주기 모델에서는 새로운 기능 또는 개선된 기능이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추가된다. 각 개발 사이클은 이전의 증분(increments)에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후속 

증분(subsequent increments)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구체화 한다. 진화적 개발 사이클은 병렬이 

아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각 진화적 개발 사이클 내에는 분석, 설계, 코드, 테스트 및 구현을 

거쳐 운  및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보편적인 절차가 존재한다. 각 릴리즈 완료 경험은 다음 개발 

사이클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통합된다.

  고객의 관점에서 시스템은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배포됨에 따라 “진화”한다. 개발자 관점

에서는 프로젝트 시작 시 명확한 요구사항이 최초 증분(initial increment)에 반 되며, 이후 각 

개발 주기에서의 요구사항들은 이전 증분 개발에 대한 경험을 통해 명확해 질 것이다. 이처럼 진화

하는 시스템 아키텍처가 효율성과 유지관리성 모두를 보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림 4-6 진화적 수명주기 모델

  진화적인 모델의 적용 이점은 다음과 같다.

 일부 요구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스템 일부를 조기에 배포할 수 있다.

 요구사항 추출을 위한 방편으로 조기 릴리즈(early release)를 활용할 수 있다.

  진화적인 수명주기 모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범위와 요구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경우라면 비용과 일정을 추정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증분도 개발되기 전에 범위와 요구사항이 정해진 경우라면, 프로젝트 전체 소요 시간이 

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프로젝트 초반에 조기 릴리즈(early release)로 확실하게 확보했던 시간이 후에 요구사항 변경

(진화)에 따른 재작업을 하느라 허비될 수 있다.

 증분(increments)이 개발되어 시스템에 추가됨에 따라 통합 및 회귀 테스트를 위한 시간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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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설계 방법론     

  설계란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미있게 엔지니어링하여 표현한 것이다. 설계는 소스코드로 

실제 구현될 사항을 보다 상위 수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설계는 고객의 요구사항으로 역추적 될 

수 있어야 하며, 사전에 정의된 좋은 설계 기준에 따라 그 품질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방법은 요구되는 관점을 소프트웨어로 모델링하는 접근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발전해왔으며, 다음의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메인 카테고리에 포함된 

특정 방법론은 사용 가능한 방법론의 샘플일 뿐이다.

 구조적 분석 및 구조적 설계(Structured Analysis and Structured Design, SA/SD). SA/SD 

방법은 초창기에 개발된 방법론 중 하나이다. 이 방법론에서는 “좋은(good)” 설계를 만들고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SA/SD 프로세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요구사항을 소스코드로 

만드는 보편적 방법이 “코드와 디버그(Code and Debug)” 다. 요즘의 “객체 지향”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SA/SD를 사용하고 있다.

    o 기능적 분해

    o 데이터 흐름 (구조적 분석이라고도 함)

    o 정보 모델링

 객체 지향 분석 및 객체 지향 설계(Object Oriented Analysis and Object Oriented Design , 

OOA/OOD). OOA/OOD에서는 세상 전체를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추상적인 엔터티로 나

누는데, 여기서 오브젝트는 정보(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고 연관된 동작(behavior)을 가질 

수도 있다. OOA/OOD는 거의 30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의 대부분의 개발 

프로젝트는 이 유형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객체 지향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현실

적인 이점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만능인 것은 아니다.

    o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OOA/OOD) 방법(Coad & Yourdon)

    o 개첵 모델링 기술(Object Modeling Technique, OMT) (Rumbaugh et al.)

    o 응용프로그램의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Object-Oriented Analysis and Design with 

Applications, OOADA) (Booch)

    o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Object-Oriented Software Engineering, OOSE) (Jacobson et al.)

    o UML

 정형 기법(Formal Method, FM) 및 모델 기반 개발. 정형 기법(FM)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과 설계를 명세(specify)하고 검증(verify)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링과 

정형 논리(formal logic)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및 도구의 집합이다. 또한 FM은 논리적인 

계산을 통해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에서 컴퓨터 시스템(주로 소프트웨어)의 논리적 속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연산 유사한 프로세스)이다.

    o 정형 명세(Formal Specification)

    o 정형 검증(Formal Verification)

    o 소프트웨어 모델(자동 코드 생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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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설계 방법이 가장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프로젝트 별 변수에 따라 다르다. 

소프트웨어 담당자의 기반 경험은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론이나 개발 언어를 익히고 속도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과 프로젝트의 일정 지연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자본을 

팀이 보유하고 있는가? 이 역에서 객체 지향 또는 구조적 설계가 성공한 적이 있는가? 

소프트웨어가 어떤 외부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할 필요가 있는가? 방법론 선택사항을 규정

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상의 요구사항이나 표준이 있는가? 선택한 방법론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며 얼마나 능숙한가? 이러한 질문은 설계 방법론을 선택하기 

전에 답변해야 하는 질문 중 일부일 뿐이다. SA/SD, OOA/OOD 및 FM의 장점과 어려운 

점은 아래 단락에서 설명한다. 장단점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현명하게 선택하기 바란다.

4.2.2.1 SA/SD

  구조적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따르며 구조적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모든 방법론에 적용된다. 그러나 본 절의 문맥에서 

“구조적(structured)”은 객체지향이 아닌 분석 및 설계 방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분석”이라는 것은 문제 역(개념 또는 제안된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 하는 요구사항으로 렌더링 하는 프로세스로 정의된다. “설계”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 하여 의도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프로세스이다.

  구조적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기능적 분해, 데이터 흐름(또는 구조적 분석), 그리고 

정보 모델링이 있다.

  기능적 분해(Functional Decomposition)는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 및 하위 기능과 이러한 

기능 간의 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둔다. 이 기법은 문제를 보다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하위 문제로 

나누고, 하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전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기술이다. 즉, 기능적 분해는 “하향식” 개발 방법이다.

  기능적 분해는 추상화(소프트웨어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서 시작하여 특정화(소스코드로 직접 

변환할 수 있는 알고리즘 단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세스는 기능을 일련의 주요 단계로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각 단계에서 더 분해하게 되는데 합리적으로 더 나눌 수 없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 분해가 진행된다. 분해 결과, 시스템은 프로세스의 하나의 하위 단계를 수행하는 “단위

(unit)” 또는 컴포넌트의 모음이 되며 컴포넌트 간의 관계는 계층적이 된다.

  이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능적인 부분(functional capability)은 설계 수명주기 동안 가장 자주 변경되므로 변동성이 

매우 크다.

 제안된 시스템 전체와 해당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결정된 기능 사이에 연결성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데이터는 어떤 작업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

  구조적 분석(Structured Analysis)(DeMarco[16], Yourdon[15])은 1980년대에 인기를 얻었으며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분석은 시스템 개념(또는 실제 세계)을 데이터와 제어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으로 그래픽하게 표현된다. 데이터 사전(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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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은 데이터를 기술하는데,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함께 기술한다. 프로

세스 명세(process specification)는 트랜잭션과 변환 정보를 담는다.

  구조적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Data Flow Diagram)으로 시작한다.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주요 흐름을 결정한다.

  입력, 중앙 변환 및 출력 프로세스로 분할한다.

  상위 수준의 구조 차트(Structure Chart)로 변환한다.

  구체화한다.

  커플링(coupling) 및 응집도(cohesion)를 사용하여 확인(validate)한다. 

  이 방법론은 실제 사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버블(예: 프로세스)에서 버블에 대한 데이터 

저장소까지 이르기까지 데이터와 제어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버블의 수가 

극도로 많아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스템이 반응해야 하는 외부 세상

으로부터의 이벤트를 먼저 정의한 다음, 버블을 해당 이벤트에 할당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정의될 때까지 상호작용해야 하는 버블을 연결한다. 이 과정이 다소 압도적일

(overwhelming)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버블을 더 높은 수준의 버블로 그룹화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의 주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1. 버블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

2. 이러한 버블들을 의미 있고 상호 합의된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

3. 데이터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서의 크기

4. 이 방법은 본질적으로 매우 기능적이므로, 자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5. “데이터” 흐름은 강조되지만 “데이터” 모델링은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 즉, 시스템에서 주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음

6. 고객이 이러한 데이터 흐름과 버블에 대한 개념이 매핑 되는 것을 따라가기가 어려움. 또한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 구성을 구현 가능한 형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설계자에게도 매우 

어려움

  정보 모델링(Information Modeling)은 엔터티 관계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며 실제로 OOA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분석은 먼저 문제 역에서 객체를 찾고, 속성을 사용하여 객체를 설명하고, 

관계를 추가하고, 상위 및 하위 유형으로 구체화한 다음 연관(associative) 객체를 정의한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일부 정규화가 이루어진다. Peter Coad & Edward Yourdon[17]에 따르면 정보 

모델링은 아래의 이유로 진정한 OOA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1. 각 객체에 대한 서비스 또는 처리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는다.

2. 상속(inheritance)이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3. 객체 간에 미흡한 인터페이스 구조(메시징)가 존재한다.

4. 구조의 분류 및 조합이 시스템의 객체를 결정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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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구조적 분석은 종종 세 가지 분석 방법론(기능적 분해, 구조적 분석, 정보 모델링) 모두

로부터의 요소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4.2.2.2 OOA/OOD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OOA/OOD)는 소프트웨어 생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타낸다. 

OOA/OOD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최상의 솔루션으로 인식된다. 이전 SA/SD와 

마찬가지로 OOA/OOD는 정의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제 세계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시스템이 속성(attribute)과 메소드(즉, 함수)를 가지는 객체나 클래스로 캐스트 되면 OOA는 실제로 

낮은 레벨에서 구조적 분석 기법을 포함한다. 

  객체 지향(Object-oriented, OO) 패러다임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1.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객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보라.

2. 도메인을 여러 개의 객체로 분해하라. 각 객체는 몇 가지 특정한 속성(properties) 및 기능

(behavior) 또는 객체간의 특별한 동작(actions)의 집합을 가진다. 

3. 다음이 가능하도록 객체를 구성하라.

   a. 객체는 다른 객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특정 작업을 하도록 트리거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호작용한다. 

   b. 객체는 계층적 방식으로 정의되며, 하위 수준의 객체는 자동으로 상위 수준 객체의 모든 

속성과 기능을 상속받는다. 

   c. 하위 수준의 객체는 상속된 속성 또는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현실 세계를 객체로 모델링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이 방법론은 보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사고

(thinking) 과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객체가 적절하게 선택된 경우, 객체는 현실의 문제에 

가장 부합하는 관점을 갖는다. 아울러, 기능/서비스, 데이터, 명령/메시지가 전체 시스템에서 분리되고 

은닉되므로 보다 탄력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 수명주기 동안 함수(예: 카메라#1 켜기, 센서 데이터 다운로드, 시동기 점화, 

엔진#3 발화)의 갯수나 타입이 변경 될 수 있다. 반면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객체

(예: 카메라, 센서, 시동기, 엔진, 운 자)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즉, 카메라가 2대에서 

3대로 변경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카메라#3은 기본 객체인 '카메라'의 인스턴스일 뿐이다. 

OOA/OOD를 OO프로그래밍 언어와 혼동하지 않기 바란다. OO언어가 일반적으로 설계 

구현을 위해 선택될 수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며 절차적 언어를 사용하여 OOD를 구현할 

수도 있다.

  OOA는 가장 “인간적인” 분류 수단인 추상(abstraction), 정보 은닉(information hiding), 및 상속

(inheritance)의 원칙을 가진다. 이러한 원칙이 결합하여 적절하게 적용되면 모듈화 되고 제한적이며 

안정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OOA의 이러한 측면은 OOA방법

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고 변경에 덜 민감하게(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속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추상화(abstraction)는 복잡한 문제, 시스템, 아이디어 또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특정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가의 관점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 객체의 유사한 

특성에 집중한다. 그 이후에 분석가는 다른 객체 및 원하는 속성(attributes)을 처리할 수 있고 객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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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을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 객체는 가지고 있는 속성과 해당 속성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 추상화는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데 시스템의 

일부 세부 사항이나 속성만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표시하지 않는 방식이다. 좋은 추상화는 독자나 

사용자에게 중요한 세부 사항을 강조하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환적인 세부 사항을 

억제하는 것이다. 

  정보 은닉(Information hiding)은 변경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캡슐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도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이는 시스템의 나머지를 일부 객체의 특정 설계 결정과 분리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나머지는 각 객체의 내부 작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볼 수 있게 된다. 

  상속(Inheritance)은 “클래스 [객체]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여기서 한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클래스에서 정의된 구조 또는 동작을 공유한다. 따라서 상속은 하위(sub)클래스[객체]가 하나 이

상의 상위(super)클래스[조상 객체]로부터 상속받는 추상화 계층 구조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하위

클래스는 상위클래스의 기존 구조와 동작을 보강하거나 재정의 한다.”[19]

  분류 이론(Classific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고(thinking)를 

구성한다.

 객체를 보고 그 속성을 이전에 경험한 것과 비교함(예: 고양이를 보면 인간은 과거의 고양이 

경험과 관련하여 크기, 색상, 기질 또는 기타 속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전체 객체와 그 컴포넌트 부분을 구분함(예: 장미 덤불 vs 뿌리, 꽃, 잎, 가시, 줄기)

 객체를 별개이며 분리된 그룹으로 분류(예: 나무, 풀, 소, 고양이, 정치인)

  OOA에서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역을 가져와 그것을 객체와 그 속성(추상화)으로 렌더링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객체와 그 부분들(parts)을 고려하여 객체를 어셈블리 구조(Assembly 

Structure)로 분류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문제 역을 분류 구조(Classification Structure)로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화되고 특수화된 인스턴스(상속)에 대한 문제 역 검사가 포함

된다. 이 모든 분류의 목적은 시스템을 잘 정의된 경계로 분할하는 것이며, 이 경계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해, 설계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분류 이론”에도 불구하고 어떤 객체로 

시스템을 표현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또한 각 분석가 또는 설계자는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그들만의 추상화 또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Shlaer and 

Mellor[87], Jacobson[88], Booch[19], Coad and Yourdon[17]은 각각 OOA/OOD의 다른 측면

뿐만 아니라 후보 객체 클래스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이들은 모두 OOA와 OOD를 

소개(또는 유도)하기 위한 훌륭한 자료이다. OOA/OOD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에 대한 구조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 할 수 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가진 OO “전문가(gurus)”가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OO 프로젝트가 

직접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책을 통해 지식을 터득한 사람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OOA/OOD 책에 소개된 모든 것이 작업에서의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은 아님을 명심하라. 

표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프로젝트 상황에서 중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성 패스

파인더(Pathfinder) 임무[89]를 수행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팀은 개발자가 방법론에 대한 

사전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OOD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설계 방법론을 글자 그대로 

따르려는 시도는 빠르게 점점 더 복잡한 객체 세트로 이어졌다. 팀은 결국 그들이 사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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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접근법과 함께 서브시스템에 보다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결합하여 설계 

방법론을 수정했다. AIPS 팀[18]은 구조적(절차적) 분석 개발에 익숙한 개발자가 객체 지향 

환경에서 생산성을 발휘하는 데에는 6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OO 전문가가 프로

젝트에 참여하자 새로운 개발자는 더 빨리 발전했다.

  참고문헌[101]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추적성 및 테스트를 강조하면서 유스케이스(use cases)

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자세한 해설서(cookbook)” 또는 설계 가이드를 제공

한다. 참고문헌[102]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동적 시스템 개발 방법(Dynamic Systems 

Development Method, DSDM)을 설명한다. DSDM은 래피드 응용프로그램 개발(Rapid 

Application Development)을 위한 제어 프레임워크와 모범 사례를 제공한다.

  OOA/OOD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만능인 것은 아니다. 방법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가파른 학습 곡선 외에도 다른 문제나 어려움이 존재한다.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서 OO 기술을 채택했을 때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모든 이점이 객체 지향 

철학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설계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더 좋았다. 또한 예상된 모든 이점이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OO 방법론의 주요 이점으로 

받아들여지는 코드 재사용(Code reuse)은 원래 예상했던 정도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나 우려사항의 또 다른 예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문제 도메인이 OOD의 후보는 아니다. 실시간 또는 임베디드 시스템, 분산 컴퓨팅, 

빠르게 진화하는 시스템 등에서는 OO가 도메인에 적합한 방법론인지 평가해야 한다.

 추상적인 엔터티에서 “객체”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바람은 객체인가, 아니면 공기 객체의 

움직임인가?

 대규모의 재사용 및 통합의 약점. 소규모 객체에 초점을 맞춘 OOD는 사전 계획 없이는 대규모의 

재사용 또는 기존 시스템 컴포넌트들의 통합을 위한 충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는다.

 시스템 분해의 약점. 현실 세계를 객체 또는 클래스로 분해하는 것은 시스템의 데이터 중심 

측면을 모델링하는 데 유용하다. 다른 측면을 모델링하는 데는 다른 방식의 분해(예: 특성

(feature)별, 기능별)가 더 적절하며, 만약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지관리성, 이해성, 재

사용성이 저하된다.

 다중 팀 및 분산 개발의 약점. OOD는 공유 및 중앙 집중화된 클래스에 대한 논쟁을 유발

시킨다. OOD는 개발자가 각각의 태스크에 더 적합한 모델을 사용하기 보다는 모든 개발자가 

하나의 도메인 모델을 따르도록 강제한다. 

 OO 테스트 방법은 여전히   진화 중이다. 시스템 수준에서 OO 시스템과 구조적 시스템의 

테스트는 동일하다. 하지만, OO 시스템에 대한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는 구조적 

또는 절차적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와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OO 소프트웨어를 테스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진화하는 시스템을 위해 OO 모델을 변경하는 것은 주장만큼 쉽지 않다. Lubars et al[21]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 객체 모델은 변경하기 쉬웠지만 행동

(behavioral) 모델은 훨씬 더 변경하기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hah et al[20]은 OOD로 전환할 때 기술적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어려움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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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모델링 언어(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은 객체 지향 시스템을 명세하고, 시각화하고 개발 산출물(설계)을 문서화하기 위한 언어 

및 방법론이다. UML은 Booch, Objectory, 그리고 OMT(Spell) 방법을 통합한 것으로 직접적이고 

상향적으로 호환 가능한 후속 버전이다. 또한, Coad, Gamma, Mellor, Shlaer 및 Yourdon을 

포함한 많은 다른 방법론자들의 아이디어를 통합한 것이다. 

  UML은 다양한 다이어그램과 차트를 사용하여 객체 지향 설계의 구조와 관계를 보여준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개별 클래스와 이들이(하위클래스, 상위클래스, 또는 다른 클래스에 포함된 

것) 서로 관련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각 클래스 상자에는 클래스의 속성(데이터)과 작업(메소드)의 

일부 또는 전체가 포함될 수 있다.

  클래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클래스 간의 연관(association)은 메시지를 통해 클래스가 통신하는 것을 말한다.(다른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

 집합(aggregation)은 특수한 연결(association)로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소유”하는 것이다.

 합성(composition)은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화(generalization)는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를 나타낸다.

 의존성(dependencies)은 연관(association)과 유사한데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나 참조(reference)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실현(realization)은 하나의 모델링 요소가 다른 요소의 구현(실현)인 관계를 말한다.

UML의 특징 다이어그램 유형
유스케이스 및 시나리오 유스케이스(Use-case) 다이어그램
객체 및 클래스 모델 클래스(Class) 다이어그램
상태 차트 및 기타 행동 명세 상태 머신(State-machine) 다이어그램
대규모 구조화 메시지 추적(Message-trace) 다이어그램
설계 패턴 객체 메시지(Object-message) 다이어그램
확장성 메커니즘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모듈 다이어그램
플랫폼 다이어그램

  UML은 빠르게 표준 OO 모델링 언어가 되고 있다. 도구에서는 이미 이를 통합하고 있으며 

일부 도구에서는 UML 다이어그램에서 직접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다. UML은 실시간 시스템에 

맞게 조정되어 왔다. 현재, UML에 대해 배우고 특정 환경에 UML을 적용하거나 다른 설계 

방법론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많은 책이 존재한다.

4.2.2.3 정형 기법(FM, Formal Methods)

  NASA 정형 기법 가이드북(NASA Formal Method Guidebook)[22]에서는 “정형 기법(FM)은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과 설계를 규정하고 검증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링 및 

정형 논리(formal logic)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및 도구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정형 

기법은 정형 명세(formal specification)와 정형 검증(formal verification)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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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해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요구사항은 정형적이고 수학적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이 정형 명세(formal specification)는 FM 적용의 첫 번째 단계이다.

  정형 검증은 결과(소프트웨어)가 정형 명세(formal specification)를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검증(verification)은 점진적인 활동이다. 각 단계에서 새 제품은 이전 제품과 일치하는지 정형적

으로 검증된다. 예를 들어, 상세 설계는 예비 설계를 기준으로 검증되며, 예비 설계는 안전이나 

보안과 같은 원하는 속성에 대하여 검증된 것이다. 

  안전-필수 시스템 또는 높은 보증이 필요한 시스템의 생산에서 FM은 신뢰할 수 있는

(trustworthy)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FM은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으로 간주되는 NASA, 군사 및 상업용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방법론 적용의 이점은 안전 및 비 안전 역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FM은 정확한 정량화

(quantifiable)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현재 높은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는 생산 

시스템으로 인정될 뿐이다.

  FM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된다.

a. 사후에(after-the-fact) 소프트웨어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b. 소프트웨어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보증하기 위한 방법

c.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

  “사후(after the fact)” 소프트웨어 검증은 안전-필수 시스템의 신뢰(confidence)를 높일 수 있다. 

정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면 정형 명세와 검증이 시작된다. 소프트웨어 보증, 안전 또는 

IV&V 엔지니어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요구사항을 정형 명세로 변환하고 명세에 대한 속성을 

증명한다. 시스템을 구현하는 코드가 정형 명세와 일치하는지를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두 가지 별도의 개발 활동이 발생하여 비용과 일정이 증가한다. 또한 이 

개발 후기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병렬적(in parallel)” 소프트웨어 검증은 여전히   두 개의 개별 팀(소프트웨어 개발 및 FM 검증)을 

활용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병렬적으로 운 된다. 개발 팀은 좋은 소프트

웨어 개발을 위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개발하며, 동시에 FM 팀은 시스템에 대한 정형 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검증한다.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지만 소프트웨어를 보증하는 이 방법은 개발을 더 

빨리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오류가 수정 비용이 적게 드는 개발 초기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작동하려면 두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두 팀이 병렬로 작업하는 대신 FM만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은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요구사항과 설계를 정형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다. 설계는 코드가 생성되기 전에 정형적

으로 검증된다. 이 방법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FM 교육을 받아야하기는 하나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

FM은 아직 모든 산업에서 폭 넓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정형적 증명

(formal proof)이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학습 곡선이 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이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만 하면 일부 사용자는 코딩하기 

전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결함을 제거하여 전체 개발 수명주기에서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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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FM을 지원하는 많은 도구도 있다. 수학적 증명을 사용

하지 않더라도 정형 명세를 만드는 과정은 중요하다. 명세에서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제거

하면 향후 해당 명세가 구현될 때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Lutz and Ampo[23]에서는 요구사항 수준에서 정형 명세 및 검증을 사용한 성공적인 경험을 

설명했다. 정형 명세를 수행한 결과, 요구사항에서 37개의 이슈를 발견했고, 문서화되지 않은 가정, 

부적절한 비-공칭(off-nominal) 또는 경계 케이스 동작, 추적성 및 불일치, 부정확한 용어 및 

논리 오류 등이다. 테스트 대상인 프로젝트는 객체 지향(OO) 개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었으며 

FM은 OO 접근 방식과 잘 작동했다.

  SpecTRM 모델링 언어[109]는 “가벼운(light)” 정형 기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이 언어는 

사람이 읽을 수 있으며 안전 기반(driven) 설계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모델링 언어의 “내부”는 정

형적이고 심지어 자동화된 분석을 지원하는 정형적인(수학적) 기반을 가진다. 또한 모델을 실행

(execute)할 수 있어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시스템의 특정 동작의 동적 분석이 가능하다. 정형적인 

모델링 언어를 설계할 때 가독성을 강조하므로 모델링 언어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 및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

  F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NASA 정형 기법 가이드북[22]에 나와 있다. 또한 FM 입문서로서 

다음의 자료들을 권장한다. : Rushby[24], Miller, et al[25], Butler, et al[26]. Anthony 

Hall[27]은 “정형 기법에 대한 7가지 근거없는 믿음”을 기술하고 있으며 실제 개발 환경에서 

정형 증명(formal proof) 없이 요구사항의 정형 명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Richard 

Kemmerer[28]에서는 FM과 개발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NASA Langley Formal Methods Group 웹 사이트 (http://atb-www.larc.nasa.gov/fm/index. 

html)에서는 FM의 what and why에 대한 좋은 일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웹 사이트에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한 링크도 제공한다. NASA FM 페이지는 http://eis.jpl.nasa.gov/quality/ 

Formal_Methods/home.html 다.

  인터넷을 간단히만 검색해 보아도 많은 FM 도구에 대한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웹 사이트 

http://www.afm.sbu.ac.uk 에는 표기법 및 도구 목록과 그 외 리소스가 있다. Jonathan 

Bowen (http://www.afm.sbu.ac.uk/ )이 제작한 FM 페이지에도 리소스와 도구 정보가 있다.

  다음은 FM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 목록이다. 이들에 대한 링크는 위의 URL 또는 

웹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Theorem provers (ACL2, Boyer-Moore, HOL, Isabelle, JAPE, leant, LEGO, Nqthm, 

Otter, PVS, RRL 및 SteP).

 Specification languages and formal notaion (Z, SDL, ADL (Algebraic Design Language), CCS 

(Calculus of Communicating Systems), Estelle, Esterel, Larch, LUSTRE, Murphi, OBJ and TAM.

 Methods and Systems (B-Method, Circal, Evolving Algebras, KIV, LOTOS, Penelope, 

Refinement Calculus, RESOLVE and VDM).

 Others (ASLAN, Binary Decision Diagrams, NP-Tools, Nuprl, PVS, Specware, HyTech 

for Embedded Systems, LAMBDA for hardware / software co-design, Maintainer 's 

Assistant for re-engineering code, UNITY for parallel and distributed programs, and 

Trio, Kronos, TTM/RTTL, and UPPAAL for real-tim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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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모델 기반(Model-based)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완전한(그리고 가능한 정형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모델은 시스템에 대한 추상적이고 높은 수준의 설명이며, 일부 모델링 

언어에서는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모델링 도구에서 요소(element)로 표현된다. 표준 설계 문서와 

달리 모델은 실행할 수(executable) 있다(시스템에서 프로세스 흐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음).

  표준 “요구사항 → 설계 → 코드 → 단위, 통합 및 시스템 테스트”의 개발주기는 “요구사항 → 모델

→ 검증(테스트) 및 디버그 → 코드 생성 → 시스템 테스트”가 된다. 단위 및 통합 테스트는 수명

주기에서 모델링 단계로 진행된다. 이론적으로 모델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개발자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설계를 수행하고, 테스트 및 분석할 수 있다.

  모델이 공식적으로 정의되면 “정형 기법”(4.2.2.3절)이 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또 다른 

추세로는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해 UML을 사용하는 것이다(4.2.2.2절). 많은 경우에, 도구는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여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모델 기반 개발의 한 가지 장점은 일부 테스트 활동을 수명주기 초기로 이전하는 것이다. 

주요한 문제가 발견되면 프로젝트의 예산이나 일정에 미치는 향을 줄이면서 해결할 수 있다. 

단점은 자동으로 생성된 소스코드(올바르게 생성되지 않을 수 있음)에 의존하고 모델이 현실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스템이 작동 할 때까지 시스템 부분 간의 상호

작용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모델에 대한 테스트가 철저한 시스템 테스트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4.2.2.5 설계 패턴(Design Pattern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바퀴(wheel)는 정기적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컴포넌트를 다시 만드는 

프로세스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이다. 설계 

패턴은 또 다른 것이다.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달리 설계 패턴은 사물(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 

아니라 아이디어이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입증된 솔루션이다.

  소프트웨어 패턴의 아이디어는 여러 출처에서 기인한 것이다. : Christopher Alexander가 구상 한 

아키텍쳐적인 설계 움직임, 문학적 프로그래밍3 개념, 모든 업무에서의 모범 사례 및 교훈에 대한 

문서 등. 문제에 대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특화된 요소뿐만 아니라 문제 솔루션에 대한 필수적인 통찰력을 담은 특정 솔루션

으로부터 일반화(generalization)한 것을 패턴이라고 한다. 또는 더 간결하게 말하면, “패턴은 경쟁적인 

관심사 가운데 특정 상황 내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입증된 솔루션의 본질을 전달하는 명명된 

통찰의 덩어리”이다.[95]

  소프트웨어 패턴에는 이름이 주어지며, 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용어의 일부가 된다. 소프트

웨어 패턴 커뮤니티의 목표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발생하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을 만드는 것이다. 패턴은 이러한 문제와 솔루션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공유 언어를 제공한다. 이러한 솔루션과 그 관계를 공식적

으로 코드화하면 이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패턴 커뮤니티의 주요 초점은 견실한 엔지니어링 

3 문학적 프로그래밍(Literate programming)은 보고서나 산문의 관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Donald Knuth가 사용한 용어이다. 문학적 프로그래밍은 문서와 소스코드를 사람이 
읽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결합한 것이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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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및 설계를 문서화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며, 기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패턴은 조직, 프로세스, 교육 및 아키텍처를 포함한 다양한 도메인에 사용되어 왔다. 현재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링 커뮤니티는 패턴을 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설계,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조직에 활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패턴에는 네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1. 패턴 이름.

2. 문제 설명. 문제와 관련된 상황, 충족되어야하는 조건 및 패턴 적용시기를 설명한다.

3. 솔루션. 설계 및 설계 간의 관계, 책임 및 협업을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한다.

4. 결론. 결과(result)와 패턴 적용에 있어서의 절충(trade-off)이며, 종종 프로그램 공간(space)과 

실행 시간 간의 절충을 의미한다.

  패턴은 일반적으로 솔루션이 명확하지 않은 특정 문제에 대해 입증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최고의 패턴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간접적으로 생성한다. 패턴은 모듈 수준보다는 더 깊은 

시스템 구조와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좋은 패턴은 단순히 솔루션을 식별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며,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패턴에 대한 리소스는 다음과 같다.

 Design Patterns: Elements of Reusable Object-Oriented Software. 저자: Erich Gamma, 

Richard Helm, Ralph Johnson, John Vlissides, 1994 년 10 월, ISBN 0-201-63361-2.

 Pattern-Oriented Software Architecture: A System of Patterns. 저자: Frank Buschmann, 

Regine Meunier, Hans Rohnert, Peter Sommerlad, Michael Stal, 1996, ISBN 

0-471-95869-7.

 Pattern Languages of Program Design(및 후속 볼륨)에는 프로그램 설계의 패턴 언어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선택된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1판은 1995년에 Addison-Wesley에서 출판했다.

 패턴 홈페이지, http://www.hillside.net/patterns/patterns.htm

 포틀랜드 패턴 저장소, http://c2.com/ppr/index.html 

4.3 프로세스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을 관리해야 한다. 관리 및 문서화의 

정도는 프로젝트의 복잡도와 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집약적 프로젝트에는 특정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에 상세 내용이 포함된 완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에서는 필요한 소프트웨어 작업, 프로세스, 방법론, 리뷰, 형상관리 방법, 보고(reporting), 

문서화 및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 요소를 설명한다. 치명도가 크지 않은 소규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테일러링 된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소프트

웨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문서가 아닌 시스템 관리 계획 내에 명시한다.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분류 및 수행할 활동의 범위는 시스템 개발 초기에 협의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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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전 엔지니어가 본 협의에 참여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의 안전-치명도(safety-criticality)에 동의해야 한다. 이 

수준은 위험한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부터 시스템 가시성(과 그로 인한 실패)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을 기반으로 한다. 3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치명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치명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도 보통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보증 담당자가 개별 절 또는 소프트웨어 

전체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논쟁함으로써 개발 기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프로젝트 관리자는 원하지 않는다.

  치명도 수준에 따라 개발 및 안전 활동을 협의해야 한다. 활동을 치명도 수준(리스크 지표)에 

맞게 테일러링하는 것은 3.2절에서 설명한다. 추가적인 테일러링 정보는 5~10장의 “테일러링 

가이드라인” 절에서 제공된다.

누가 활동을 수행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지정된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가 없을 때 협의의 또 다른 주제가 된다. 

팀원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팀원의 

전문성과 재능에 따라 작업을 분배해야 하며, 일부 활동은 개발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요구될 수 있다.

안전-필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과정에는 올바른 팀 선택이 포함된다. 유사 활동 경험과 

성공적인 과거의 성과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NASA 수석 엔지니어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NASA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행 계획에

서는 특히 비용 및 일정의 예측 가능성, 신뢰성, 품질,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수립한다. 이 계획(및 NPG 2820(보류 

중))은 모든 NASA 센터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SW-CMM(Software Capability Maturity 

Mode) 또는 CMMI 레벨 3까지(또는 이에 상응하는) 달성하도록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4.3.8절에서는 SW-CMM 및 기타 프로세스 개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한다.

4.3.1 프로젝트 관리 모범 사례  

  이 가이드북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고 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책임자 중 한 명이다. 

11.9절에서 지적했듯이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

  프로젝트 관리의 모든 측면에 대한 논문은 이 가이드북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다음 목록은 

중요한 관행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 목록은 Software Program Managers Network 웹 

사이트(http://www.spmn.com/16CSP.html )에 나와 있다. 

  항공 소프트웨어 위원회(The Airline Software Council)는 업계에서 주로 발견되는 9가지 모범 

사례를 식별했고, 거의 모든 DoD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필수로 여겨진다(이 목록은 

현재 16개의 소프트웨어 관행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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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적인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소프트웨어 활동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공식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수용해야 하며(필요하거나 합리적

이라고 판단되는 완화 조치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해야 한다.

  ⦁ 인터페이스의 합의. 위원회는 모호하고 부정확하며 테스트 불가한 명세라는 만성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구현을 시작하기 전 베이스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합의하고 시스템 

명세의 필수 부분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명시적이고 완전한 인터페이스 설명과 함께 별도의 소프트웨어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 공식 인스펙션. 요구사항, 아키텍처, 모든 수준의 설계(특히 상세 설계), 단위 테스트 수행 전 

코드, 테스트 계획에 대해 인스펙션을 수행해야 한다.

  ⦁ 메트릭 기반의 일정 및 관리. 통계적인 품질 관리 및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에 대한 메트릭을 초기에 계산하고 경험적 패턴에 기반하여 비용과 일정을 예측하며, 

메트릭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상태를 추적해야 한다. 파라메트릭(parametric) 분석기나 다른 

자동 예상 도구(projection tool)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된다.

  ⦁ 인치-페블(Inch-Pebble) 수준의 바이너리 품질 게이트(Binary Quality Gates). 최하위 활동 

네트워크에서 각 작업의 완료는 객관적인 바이너리 표시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완료 

이벤트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 또는 완료된 프로세스의 적절성과 완전성을 평가하는 게이트 

형태여야 한다. 게이트는 기술적 리뷰, 특정 테스트(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통합하거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세트의 완료, 데모, 또는 프로젝트 감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프로그레스의 가시성 vs 계획의 가시성. 프로젝트 상태(health)나 기능 

장애에 대한 핵심 지표는 준비된 상태로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제공 가능해야 한다. 

익명의 채널 피드백을 독려하여 비판적인 뉴스가 프로젝트 계층 구조에서 자유롭게 위아래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품질 목표를 위한 결함 추적. 결함은 각 프로젝트 단계 또는 활동에서 공식적으로 추적

되어야 한다. 형상 관리(CM)나 문제 보고 또는 결함 관리의 한 형태를 통해 각 결함을 기록

하고, 제거할 때까지 추적할 수 있다.

  ⦁ 형상 관리(CM). CM의 규율은 모든 소프트웨어 활동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CM은 

둘 이상의 개인 또는 조직이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프로그램의 수명주기 동안 이루어진 

모든 변경 사항을 식별, 문서화, 모니터링, 평가, 제어 및 승인하기 위한 통합 프로세스이다. 

  ⦁ 사람 중심의 관리 책임. 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전에 성공적인 프로젝트에서의 도메인 

지식과 유사 경험을 가진 사람)을 배치할 책임이 있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낮은 이직률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ASA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NASA Software 

Management Guide)[13]에서 찾을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NASA-GB-8719.13 (한글판)73

   ⦁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 http://www.pmi.org

   ⦁ Project manager http://www.project-manager.com/

   ⦁ ALLPM – The Project Manager’s Homepage http://www.allpm.com

   ⦁ Center for Project Excellence – http://projectexcellence.com

   ⦁ Michael Greer's Project Management Resources – http://www.michaelgreer.com

4.3.2 요구사항  

  요구사항 요청, 분석 및 관리는 성공적이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이다. 

소프트웨어에 기인한, 비용이 많이 들고 심각한 시스템 오류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누락, 부정확, 

오해 또는 양립 불가한 요구사항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림 4-7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출처로부터 도출된다.

 시스템 요구사항(명세)

 안전 및 보안 표준

 위험 및 리스크 분석

 시스템 제약사항

 고객 의견

 소프트웨어 안전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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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구사항, 특히 안전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명세

(요구사항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구사항을 시스템 명세, 안전 표준, 잠재적 위험이나 리스크로부터 

찾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하드웨어가 하면 안 되는 동작이나 센서 정 도 제한과 

같은 시스템 제약사항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사항은 가능한 빨리 식별하고 확인

해야 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제약사항이 더 제한적이게 되면(예: 모터 속도가 예상보다 

낮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

웨어에 제약을 가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적어도 이슈가 추적되는지에 가장 관심

을 두어야 한다.

간과되는 또 다른 역은 보안이다. 많은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거나 하나의 네트

워크를 통해 제어될 수 있으므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에는 명령 인증 체계가 요구될 수 있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의도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예방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차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소프트웨어 안전 “모범 사례”(일반적 요구사항이라고도 함)

도 고려해야 한다. 에러 핸들링, 결함 또는 장애 감지 및 복구를 구축하거나 프로그램을 안

전한 상태에서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모범 사례”이다. 또 다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자동화된 안전-필수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컨트롤러에 알린다.

     ⦁ 위험 명령(hazardous commands)은 실행하기까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실행 단계를 갖

게 한다.

     ⦁ 위험 명령이나 데이터는 위험하지 않은 명령과 여러 비트가 다르도록 요구한다. 

     ⦁ 모든 방지책(inhibit)에 대한 현재 상태를 컨트롤러(사람 또는 실행 프로그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되지 않는 코드가 프로그램 실행 시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다.

  원하는 기능과 성능의 완전성(completeness)(가능한 범위까지), 명확성(clarity) 및 검증 가능성

(verifia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안전-필수인지 안전-필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FTA(Software Fault Tree Analysis)와 같은 하향식 분석 방법은 종종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요구사항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안전-필수 특성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기록되어야 한다.

  요구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들은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테스트케이스까지 추적

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는 6.4절에 설명되어 있다.

  요구사항이 알려지면 시스템 테스트 및 인수 테스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계획이 

완료되지 않더라도(선택한 수명주기에 따라 다름)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안전 검증 프로세스의 일부로 특수 안전 테스트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들은 별도의 테스트나 시스템 테스트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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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에서는 요구사항 개발 및 분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4.3.3 설계 

  설계 프로세스는 요구사항을 최종 코드로 변환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요구사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면, 설계는 그것을 어떻게 할 지를 말해준다. 많은 요구사항이 여러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설계는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한다.

  안전-필수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설계 특성 및 방법을 식별한다. 설계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체에서 사용될 안전 기능(예: 방지책, 트랩, 인터록 및 어설션)을 포함하여 설계 

기능 및 방법(객체/클래스 선택, 데이터 숨김, 기능 배포 등)을 식별한다. 

 모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 설계에 할당한다. 각 요구사항은 설계의 일부로 구현

되지만 설계 기능에는 둘 이상의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안전-필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식별한다. 안전-필수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소프트

웨어의 모든 컴포넌트는 안전-필수로 표시된다.

 실행 가능성과 기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분석을 수행한다. 설계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설계에 대한 안전 분석을 수행한다. 안전 분석은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한다. 소프트웨어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와 같은 상향식 분석이 자주 사용된다. 소프트

웨어 시스템을 철저히 살펴보기 위해 하향식 분석과 결합할 수 있다. 각 안전-필수 컴포넌트를 

분석하여 위험을 유발하거나 위험에 기여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모든 컴포넌트를 리뷰하여 

중요하지 않은 컴포넌트가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 

시퀀싱, 타이밍 제약사항, 그리고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향을 미치는 다른 방법들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 계획을 개발 및 리뷰하고, 시스템 및 인수 테스트 계획을 업데이트 

한다. 통합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최종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통합되는 방법과 각 

통합 단계에서 테스트되는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 기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는 높은 수준(시스템 테스트)에서, 다른 일부는 

낮은 수준(단위 테스트)에서, 일부는 통합의 특정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계 단계는 아키텍처 및 상세 설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아키텍처 설계는 상위 수준의 설계 

단계로, 많은 컴포넌트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단계이다.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공백 부분을 채운다. 

분석 수준은 사용 가능한 세부 정보에 따라 다르다. 일부 분석은 초기 시작 이후 세부 정보가 

추가될 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설계가 거의 완성될 때까지 시작할 수 없다.

  설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운 체제와 개발 언어가 선택된다. 컴파일러 및 편집기와 같은 

도구도 선택된다. 이러한 결정은 소프트웨어의 안전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다. 11.1절 및 

11.2절에서는 안전-필수 시스템에서 이러한 요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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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에서는 설계 개발 및 분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4.3.4 구현  

  구현(코딩)은 설계를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세스이다. 상세 설계에서 구현 

작업은 일반적으로 매우 간단하다. 상위 수준의 설계 단계에서 작업할 때, 구현에는 종종 프로

그래머의 생각에서 수행되는 비구조적 설계 단계가 포함된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의 핵심 

설계 결정을 낮은 수준의 프로그래머에게 맡기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안전-필수 컴포넌트는 

코드로 생성되기 전에 잘 설계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구현 과정에서 안전 위험에 대한 소프트웨어 제어가 실제로 구현된다. 모든 요구

사항은 설계를 통해 코딩 수준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관리자와 소프트웨어 설계자는 프로그래머

에게 할당하는 프로그램과 컴포넌트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달해야 한다. 안전-필수 설계 및 

코딩 할당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프로그래머는 명시적인 안전과 관련된 설계 요소를 인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안전-필수 코드에 유입되어 안전 제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오류의 유
형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오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코딩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단위 수준의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에서 시작된다. 각 단위는 정확한 기능 확인을 위해 

개별적으로 테스트된다. 단위 테스트의 양은 안전 프로그램에서 협상 가능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각 컴포넌트 수준의 입력 및 출력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통합 과정에서 단위를 

철저히 테스트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단위 수준의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변경이 필요한 구현 문제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위 테스트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통합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8장에서는 구현 및 코드 분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4.3.5 테스팅  

  테스팅은 실제 또는 모의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동작시켜 실행하는 것이다. 테스팅은 

결함을 찾고, 시스템 또는 시스템 요소를 검증하고, 기능성, 성능 및 안전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테스팅의 초점이 종종 검증 및 확인(verification and 

validation) 측면에 있기는 하나 아마도 테스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결함 감지일 것이다. 소프트

웨어의 품질을 테스트 할 수는 없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확실히 노력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다. 단위 테스트는 개별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실행한다. 

통합 테스트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동안 수행하며 인터페이스 검증 및 컴포넌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시스템 테스트는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통합되었을 때 수행되는 다양한 테스트로 

구성된다. 기능, 성능, 부하, 스트레스, 안전 및 인수 테스트는 시스템 테스트의 일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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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테스트는 요구사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요구사항은 테스트되어야 한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계획해야 한다. 연관된 단계가 완료되는 즉시 테스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요구사항 문서가 완료되면 시스템 테스트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80/20” 원칙은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오류의 80%는 컴포넌트의 20%

에서 찾을 수 있다. 20%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컴포넌트(예: 높은 리스크의 복잡하고 많은 

인터페이스, 까다로운 타이밍 제약사항)를 미리 식별해 두면, 테스트 활동에 집중하여 더 나은 

결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작게 시작하여 보다 큰 시스템에 통합한다. 시스템 수준에서 코드 내 깊게 숨겨진 결함을 찾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결함은 단위 수준에서 발견하기가 더 쉽다.

 모든 것을 테스트 할 수는 없다. 정말 사소한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철저한 테스팅

(exhaustive testing)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계획이 잘 수립된 테스트 활동을 

통해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테스트 할 수 있다. 논리 경로 또는 분기가 누락되면 중요한 

결함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테스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독립적인 사용자의 테스트가 가장 효과적이다. 개발자는 자신의 버그를 보기 어렵다. 단위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작성하고 수행하지만 동료 팀원이 테스트를 리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테스트 그룹이 일반적으로 다른 테스트를 수행한다. 독립적인 관점은 

테스트의 목표인 결함 도출에 도움이 된다.

테스트 스케줄링 단계는 항상 아트(art)이며 소프트웨어 제품의 예상 품질에 따라 다르다. 

상대적으로 결함이 없는 소프트웨어에는 최소한의 테스트 시간이 걸리지만, 버그가 많은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데에는 과도한 리소스가 소모될 수 있다. 개발팀 또는 유사 프로

젝트의 이전 기록은 테스트 소요 시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록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을 때는 결함 도(코드 단위당 결함 수)를 추정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예: 에러 시딩

(error seeding) 및 할스테드(Halstead)의 결함 메트릭)이 있다.

  9장에서는 테스트 및 테스트 분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4.3.6 개발 프로세스의 산출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결과로 산출물(collection of products)이 생성된다. 산출물에는 

계획, 다이어그램, 보고서, 절차, 코드 및 그 외 아이템이 포함된다. 산출물의 정확한 수량은 

프로젝트 초기에 테일러링 과정에서 결정된다. 테일러링 과정에서 생산할 제품뿐만 아니라 

문서 또는 기타 산출물에 포함되어야하는 세부 수준이 결정된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크기와 

치명도에 따라 생성해야 할 문서가 결정된다.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몇 개의 문서가 하나로 

합쳐서 작성되거나 시스템 전체 문서에서 (한) 절(section)로 소프트웨어가 기술될 수 있다. 

문서화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마지막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프로젝트에서 

문서화가 코드에 앞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완성된 코드에 맞추어 진행된다. 또 다른 경우

에서는 문서가 생성되자마자 무시된다. 이러한 관리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맞춤형 문서 



제4장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개발

NASA-GB-8719.13 (한글판) 78

세트를 갖는 것이 시작이다. 문서 내에서 사용성(usability)이 중요한 요소인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생성될 수 있는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Requirements). 명세, 추적성 매트릭스 및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포함한다. 

 설계(Design). 일반적으로 서면 문서뿐만 아니라 다이어그램(예: UML)과 메모도 포함한다. 

특정 접근 방식을 취한 이유를 문서화하여, 설계자가 떠나거나,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발생하거나, 유지관리 또는 업그레이드로 인해 수년 동안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드(Code). 주석이 적절히 명시된 소스코드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파일을 포함한다.

 마일스톤 리뷰(Milestone Reviews). 많은 프로젝트에서 사전에 정의된 마일스톤을 면 히 

리뷰한다. 리뷰를 통해 얻게 되는 한 가지 유익한 결과는 필요한 문서화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리뷰를 통해 팀 내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고려중인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여 문제를 지적하거나 추가 작업 분야를 제안할 수 있다.

 인스펙션 보고서(Inspection Reports). 공식 인스펙션(formal inspection)을 통해 작성된다.

 분석 리포트(Analyses Reports). 다양한 개발 및 안전 분석을 통해 작성된다. 분석은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 및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가 수행한다. 다음은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o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전달

되었는지, 그리고 요구사항이 정확한지, 일관적인지, 완전한지, 모호하지 않은지, 검증 

가능한지 확인한다.

      o 설계 분석에서는 타당성, 타이밍,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의 상호 의존성 및 기타 관심 

있는 역에 대해 살펴본다. 7장에서는 이 개발 단계에서 수행된 많은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o 코드 분석은 코딩된 프로그램이 검증된 설계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안전 요구사항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코드에서 요구사항까지의 추적성은 분석을 통해 검증된다.

      o 테스트 분석에는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이 포함된다: 1) 테스트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분석, 2) 테스트 결과 분석.

 계획(Plans). 다음은 모든 안전-필수 시스템을 위해 개발되는 계획 중 일부이다.

      o 시스템 안전 계획(System Safety Plan). 이 계획에는 소프트웨어를 서브시스템으로 

포함해야 하고,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장과 관련된 작업을 식별해야 

한다.

      o 소프트웨어 개념 문서(Software Concepts Document). 이 문서는 기술적으로 까다

로운 역과 안전-필수 프로세스를 식별한다.

      o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Software Management Plan). 이 계획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감독하는 데 사용할 관리프로세스를 문서화한다. 포함할 항목은 작업 명세 구조, 예산, 

일정 및 자원 할당이다.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안전 업무와의 개발 조정도 여기서 

다루어야 한다. 요구사항, 특히 안전-필수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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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계획(SDP)에서 다룰 수 있다.

      o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단순 코드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은 형상관리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빌드 

내 오래된 파일은 업데이트 손실 및 변경 파일의 여러 문제와 마찬가지로 널리 

알려진 문제이다. 이 계획은 CM(형상관리) 대상, 사용할 CM 시스템 및 CM 시스템 

안팎으로 항목을 이동하는 프로세스를 지정한다.

      o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Software Development Plan).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개발자가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활동을 정의한다. 수명주기, 방법론, 프로토타입 

사용, 생산할 제품, 통합 전략, 리뷰 수행, 베이스라인   또는 증분 설명(increment 

descriptions)이 포함된다. 개발 또는 통합에 필요한 지원 환경 또한 이 계획에 명시

되어 있다.

      o 소프트웨어 보안 계획(Software Security Plan). 이 계획에서는 안전-필수 소프트

웨어의 보안과 기타 보안 문제를 다툰다.

      o 소프트웨어 보증 계획(Software Assurance Plan).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계획이라고도 

한다. 이 계획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보장하는 방법과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의 

작업을 설명한다. 처리해야 할 역으로는 소프트웨어 안전 지원,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확인, 소프트웨어 리뷰 및 인스펙션에 대한 안전 및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

니어 참여 등이 있다.

 관리 보고서(Management Reports). 예를 들면 작업 명세 구조, 일정 또는 예산 등을 포함

한다.

 소프트웨어 보증 기록(Software Assurance Records). 프로세스 감사 보고서, 문서 리뷰 노트, 

기능 형상 및 물리적 형상 감사 보고서를 포함한다.

 테스트 검증 보고서(Test Verification Reports).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또는 안전)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다.

 문제 또는 이상 보고서(Problem or Anomaly Reports).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동작,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된 작업 등을 명시한다. 

프로젝트에는 소프트웨어가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문제 리포트를 위해 사용하는 
공식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있다. 그러나 이 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결함이나 문제도 중요하다. 

안전-필수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추적하거나 적어도 주요 결함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리뷰하는 것이 좋다.

 메트릭(Metrics). 인스펙션을 통해 발견된 결함 수 또는 설계 완료율과 같은 메트릭을 포함

한다. 

 기타 문서(Other Documents). 테일러링 과정에서 협의된 기타 문서를 포함한다.

4.3.7 객체-지향 프로젝트 관리  

  대부분의 프로젝트 관리 업무는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과 별개이지만 객체 지향(OO, 

object-oriented) 소프트웨어 개발은   프로세스에 약간의 변화를 준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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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주기(Lifecycle). OO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실상 재귀적이고 병렬적이다. 시스템, 서브시스템 

및 객체의 정의는 순차적이 아닌 병렬로 할 수 있다. 이는 폭포수 수명주기 모델에 잘 맞지 

않는다. 또한 OO 개발의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소프트웨어가 완성될 때까지 “분석, 설계, 구현 

및 테스트”하는 짧은 상호작용 주기이다. 이러한 유형의 개발은 나선형, 점진적 개발 및 진화적 

개발과 같은 수명주기에 잘 맞다.

  요구사항(Requirements). 일부 OO 방법론은 시스템 요구사항을 검색, 캡처, 문서화 및 전달하는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각 “나선형 전환”은 마지막 반복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

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OOD 방법들이 비 반복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획(Planning).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기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간의 중대한 차

이점은 최종 제품의 기능 일부를 정기적으로(실제 코딩 및 테스트 지점을 통해) 반복해서 제공

한다는 것이다. 객체 지향 프로젝트의 계획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

지므로 여러 번의 반복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수명주기 단계 당 반복 횟수는 세 번으로 제한할 

것을 추천한다.[106]

  재사용성(Reusability). OO 소프트웨어 개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재사용성이므로 프로젝트 

관리자는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식별하기 위한 별도의 타임 라인을 찾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객체 지향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은 재사용 가능한 결과물 세트로 취급될 수 있으며, 

여러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일정 및 인력(staffing) 템플릿이 있어야 한다.

  추정(Estimating). 특히 조직이나 프로젝트 관리자가 OO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 일정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일정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측면 중 하나는 객체에 필요한 

반복 횟수이다. 간단한 객체는 한 번의 반복으로 설계, 구현 및 테스트 할 수 있다. 복잡하고 

중요한 객체를 완전히 정의하려면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객체 지향 프로젝트의 반복적인 스타일에서는 사용자 요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을 사전 테스트함으로써 여러가지 리스크를 완

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OO 사

용에 대한 리스크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구, 많은 결함이 있는 도구,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험 부족 등이 있다.

  진행률 측정(Measuring Progress). 적절한 측정자(measures)로 핵심 클래스의 수, 지원 클래스, 

서브시스템 당 클래스, 인터페이스 작업 수, 메시지 전송, 중첩 수준, 개발자당 클래스의 수 등이 

있다. 객체 지향 엔지니어링 설명에 특히 유용한 측정 수치는 프로젝트에서 재사용되는 클래스의 

수와 프로젝트 시작과 끝에서 클래스 수를 계산하여 결정된다.

  팀의 역할(Team roles).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팀의 경우 새로운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역할에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담당자, 라이브러리 

클래스 프로그래머(기반 및 응용프로그램 수준),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머 및 프로토타입 개발자, 

요구사항 분석가, 구현 설계자, 모델링 전문가 및 기타 전문가 등이 있다.

  도구(Tools). 프로젝트 관리 도구(소프트웨어 또는 “종이와 연필”)는 폭포수 수명주기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도구 내에서 대체 수명주기를 나타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동일한 활동 세트를 여러 번 반복하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각 반복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에 

필요한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든다. 프로젝트 관리 도구 관점에서 이는 OO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NASA-GB-8719.13 (한글판)81

데 몇 배의 복잡도를 증가하게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추가 복잡도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 도구는 아직 OO 프로젝트 관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한계로 인해 

프로젝트의 실질적 관리가 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프로젝트 결과물(Project Deliverables). OO 프로젝트 설계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된다:

 객체 및 클래스 명세.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정보(과거 사용 정보 및 테스트 정보 포함).

 클래스 계층 구조 및 상호작용 정보.

 클래스 인터페이스 정보(클래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

 유스케이스 및 UML 다이어그램.

4.3.8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프로세스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몇 가지 표준화 된 프레임워크가 

있다. ISO 9000과 SW-CMM(Software Capability Maturity Model)은 가장 잘 알려진 모델이다. 

프로세스 성숙도 측정의 개념은, 잘 구조화 된 프로세스를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보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 기반한다. 이것이 항상 사실은 아니지만, 

이러한 프로세스 측정은 (계약에서와 같이) 개발 조직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각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 

  프로세스 성숙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따르는 실제 사례도 매우 중요하다. 정의는 

잘 되었지만 적절하지 않은 프로세스는 평가관이나 감사관이 놓칠 수 있으며, 이런 프로세스로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가능성이 낮다. 아무도 따르지 않는 프로세스를 가지는 것은 좋지 

않은데, 이러한 프로세스는 너무 다루기 어렵거나 유연성이 없거나 또는 현재보다 훨씬 크거나 

작은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프레임워크는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계약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및 지침. 표준 및 지침은 테일러링 될 수 있으며 표준으로 

도입하지 않는 경우 모범 사례의 권장 사항으로 자주 사용된다.

    o MIL-STD-498

    o ISO 9000

    o DO-178B(항공 안전)

    o IEEE 1228

 프로세스 개선 모델 및 내부 평가 방법.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좋은 프로세스의 특성을 정의

하며 특정 구현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현재 프로세스에서 개선된 프로세스로의 로드맵을 

제공한다.

    o CMM 제품군(SW-CMM, CMMI(통합 SW/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o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 평가 모델(SECAM),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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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선정 방식. 회사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인(예 : 소프트웨어 

취득자)을 활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선정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o SW-CMM과 관련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CMM 기반의 평가(CBA IPI)

    o 소프트웨어 능력 평가, 외부 SW-CMM 평가

    o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평가(SDCE), 미 공군

    o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표준 CMMI 평가 방법(SCAMPI)

    o ISO/IEC TR 15504(원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 능력 결정 또는 SPICE). 평가 

방법을 설명하는 기술 보고서.

 품질 상(Quality Awards). 품질에 중점을 둔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 선택 기준이 엄격하다.

    o 말콤 발드리지 국가 품질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o 유럽 품질상(European Quality Award)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명주기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요소를 지정하는 표준. 

프로세스 개선 모델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방법”에 더 중점을 둔다.

    o MIL-STD-498

    o IEEE 12207

 시스템 엔지니어링 모델.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주요 요소이지만 그것이 시스템 전체는 

아니다. 조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 자 등)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o MIL-STD-499B(시스템 엔지니어링)

    o 시스템 엔지니어링 CMM(SE-CMM) 및 CMMI(통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CMM)

    o SECAM

    o IEEE 1220

    o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능 모델(EIA/IS 731)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소프트웨어 생산성 

컨소시엄(Software Productivity Consortium)은 다양한 프레임워크(http://www.software.org/ 

quagmire )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용 웹 사이트를 운 한다. 상호 관계는 그림 4-8에 나

와 있으며 소프트웨어 생산성 컨소시엄의 허가를 받아 재작성하 다. 

  소프트웨어 역량 성숙도 모델(SW-CMM)은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역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표준이다. SW-CMM은 카네기 멜론 대학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소에서 개발했다. SW-CMM에 대한 

업무는 소프트웨어 인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요구로 시작되었다. 

“왜 이러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작동하지 않고, 늦게 나오며, 매우 많은 비용이 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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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개발 프레임워크 문제 

  소프트웨어 CMM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성숙도의 기본 원칙과 관행을 설명한다. 이는 소프트

웨어 조직이 현재 위치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SW-CMM은 임의로 수행되는 혼란스러운 프로세스에서 성숙하고 체계적인 소프트

웨어 프로세스로 진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SW-CMM은 5가지 성숙도 수준으로 구성된다.

1. 초기(Initial).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임의적이며 때로는 혼란스럽다. 정의된 프로세스가 거의 

없어 성공여부는 개인의 노력과 활약에 달려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특히 지식이 풍부한 

팀의 경우) 매우 훌륭할 수 있지만, 품질은 팀이나 제품에 따라 다르다.

2. 반복 가능(Repeatable). 비용, 일정 및 목적을 추적하기 위해 기본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설정된다. 이전의 유사한 응용프로그램의 성공을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 

3. 정의됨(Defined). 관리 및 엔지니어링 활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문서화되고 표준화

되며 조직의 표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통합된다. 모든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해 승인되고 테일러링된 버전의 조직 표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4. 관리됨(Managed).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제품의 품질에 대한 상세 측정값이 수집된다. 소

프트웨어 프로세스와 제품 모두 정량적으로 이해되고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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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적화(Optimizing).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시범적용(piloting)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량적인 피드백을 통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림 4-9 SW-CMM 모델

  각 단계(1단계 제외)에서는, 조직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핵심 

프로세스 역을 명시한다. 

  2단계의 핵심 프로세스 역(KPA)은 기본적인 프로젝트 관리 제어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서는 요구사항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계획,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추적 및 감독, 

소프트웨어 하청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및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가 해당된다.

  3단계는 조직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관리 프로세스를 제도화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프로젝트 및 조직 문제를 모두 다룬다. KPA에는 조직 프로세스 초점, 

조직 프로세스 정의, 교육 프로그램, 통합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제품 엔지니어링, 그룹 

간 조정 및 동료 리뷰가 해당된다.

  4단계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와 개발중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정량적 이해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KPA에는 정량적 프로세스 관리 및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가 해당된다.

  5단계의 KPA에서는 지속적이고 측정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과 

프로젝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룬다. 결함 방지, 기술 변경 관리 및 프로세스 변경 관리가 

해당된다.

  SW-CMM은 특히 중요한 프레임워크이다. NASA 내 많은 계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CMM 3단계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ASA 자체적으로는 에이전시가 적어도 CMM 레벨 

3에 상응하는 수준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 전략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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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고 있다. 다른 조직에서는 SW-CMM을 System CMM으로 병합하는, 일정 수준의 

SW-CMM 또는 CMMI(Integrated Capability Maturity Model)를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약자를 평가하기 위해 SW-CMM 또는 다른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문제는 12.2.1절에서 설명한다.

4.3.9 메트릭  

  측정(measurement)은 특정 속성에 값을 경험적, 객관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일수가 측정이다. 메트릭은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적절한 조치를 유도하는 일련의 측정이다.

  메트릭은 무엇보다도 프로젝트의 상태, 하나의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프로젝트의 상태 및 제품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메트릭을 정의할 수 

있다. 메트릭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프로세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통찰력과 패턴을 제공한다. 

또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는 시점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시점을 보여줄 수 있다.

  좋은 메트릭 수집의 첫 번째 단계는 그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특정 

임계값 이하로 유지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가? 개발 일정을 원하는 일정의 10% 이내로 유지 

하고 싶은가? 목표를 정하면 사용할 메트릭이 결정된다.

  목표 및 관련된 메트릭을 문서화하려면 메트릭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계획에서는 어떤 
메트릭이 사용될 것인지, 메트릭에 따라 어떤 것이 결정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수집된 측정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메트릭 수집은 “무료” 활동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집은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너무 많은 데이터는 너무 적은 데이터만큼 문제가 된다

[107].

  특정 데이터의 스냅 샷에는 흥미를 돋울 만한 가치가 있지만 진정한 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트릭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목표는 패턴을 식별하는 것이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패턴은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개발자를 필요로 하거나, 특정 단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다. 특정 프로젝트의 외부 패턴은 좋든 나쁘든 프로젝트에 

향을 미치는 조직적 요인을 나타낼 수 있다.

  메트릭을 분석한 후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는 가시적이고 합치되어야 하며 조치 이

후에는 정보 제공자와의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O 세계를 처음 접하는 개발자

들이 많이 참여한 OO 프로젝트를 고려해보자. 메트릭은 소프트웨어 설계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OO 경험이 가장 적은 개발자가 가장 느리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 패턴으로부터 조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새로운 개발자가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OO 전문가를 고용(또는 다른 프로젝트로부터 섭외)할 수 있을 것이다. 

  메트릭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신뢰, 가치, 의사소통 및 이해가 필요하다. 측정을 하는 사람들은 

메트릭이 가치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팀원이 측정값 수집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데이터 수집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여 측정값을 정확하게 수집하지 않거나, 심지어 측정값을 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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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메트릭 계획을 리뷰해야 한다[108].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메트릭이 있는

가? 리뷰되지 않거나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메트릭은 중단되어야 한다. 메트릭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측정값(또는 현재 수집되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측정

값을 대체하기 위해 정의된 새로운 측정값)이 필요할 수도 있다.

  측정할 메트릭은 수행하려는 작업에 따라 결정된다. 4.3.1절에 나열된 프로젝트 관리 자원에는 

메트릭의 추가 정보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 A.2에 나열된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웹사이트에서는 프로젝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 메트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4.4 프로세스 테일러링  

  안전 활동의 테일러링은 3.2절에서 논의하 다. 이 절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테일러링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작업만 수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테일러링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요소는 꽤 많다. 테일러링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 이루어지며, 또 다른 경우에는 특정 프로세스에 활동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게 된다.

  테일러링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클수록, 복잡할수록, 중요할수록, 위험할수록 개발 프로세스는 더 철저해야 

한다.

  테일러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안전 및 미션 치명도

 크기 및 복잡도

 요구되는 표준(예: IEEE 12207)

 비용 및 일정 리스크

 혁신 및 기술적 리스크

  선택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아래로의 테일러링(“무거운” 프로세스에서 출발) 또는 

위(up)로의 테일러링(“가벼운” 또는 애자일 프로세스에서 출발)이 필요할 수 있다. 프로세스에는 

필요한(또는 제안된) 문서, 인스펙션 또는 리뷰, 수행할 테스트, 변경 처리 방법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개발 프로세스”와 “문서화 된 양”은 종종 동의어로 간주된다. 엄격하게 보면 그렇지 않지만, 

선택한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필요한 문서의 양과 세부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무거운 프로세스들 때문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Extreme Programming), 크리스탈 패 리

(Crystal family), 어댑팁브(Adaptive) 소프트웨어 개발, 스크럼(SCRUM)과 같이 가벼운 프로세스 

또는 애자일 프로세스가 개발되었다. 무거운 프로세스는 출시 기간이 짧거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방법론에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나 일부 

개발자는 이런 가벼운 프로세스들을 애드혹(ad-hoc) 프로그래밍과 문서 미작성(no documentation)에 

대한 핑계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애자일 프로세스는 최근에 생겼고 덜 엄격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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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안전-필수 요소에 대해 애자일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테일리렁 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이슈는 다음과 같다.

 리뷰. 어떤 리뷰(요구사항, 설계, 코드 또는 기타)와 어떤 유형의 리뷰(정형 인스펙션, 코드 

워크스루, 비정형 설계 리뷰 등)가 수행되는가? 리뷰가 정형적인가, 비정형적인가, 아니면 

두 개의 조합인가? 보다 광범위한 리뷰 대상(개발 팀 외부)이 되는 제품은 무엇인가?

 설계 방법론(구조적, OO, FM 또는 기타). 프로젝트의 이력이 어떠한가(예: 새로운 프로젝트 

또는 이전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프로젝트)? 다른 프로젝트에서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상용(COTS)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예정이고, 그것이 

설계 방법에 향을 미치는가? 팀원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새로운 방법론으로 팀을 교육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팀이 특정 방법론에 익숙하거나 상당한 경험이 있는가?

 수명주기.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수명주기는 무엇인가? 수명주기를 수정해야 하는가?

 테스트. 테스트는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누가 테스트를 수행하는가? 어떤 특정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는가? 가능한 테스트가 9장에 많이 나열되어 있다.

 도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가?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도구가 사용되는가? 시뮬레이터는? 자동 코드 생성기는?

 조직. 팀원의 전문성에 따라 업무가 할당되는가? 팀 내 선임 구성원이 요구사항 및 안전 

문제의 흐름을 처리하는가? 팀원들간에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 모든 문제가 결합되어 테일러링 된 프로세스를 만든다. 각 요소들은 선택된 특정 측면(클라

이언트, 개발 조직, 일정, 기술) 및 개발의 각 요소(도구, 조직, 수명주기, 방법)에서 잘 작동해야 

한다. 

  “Process Tailoring for Software Project Plans”[29] 에서는 SW-CMM(Software Capability 

Maturity Model) 레벨 3 프로세스 테일러링을 만족하는 테일러링 방법과 프로젝트 계획 활동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4.5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SCM,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는 종종 소프트웨어 개발

이나 테스트가 아닌 프로젝트 관리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개발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다. SCM 없이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SCM을 구현

하지 않았다면 품질, 보증 또는 안전 담당자에게 소프트웨어가 안전하다고 확신시킬 수 없다.

  SCM은 단순히 소스코드의 버전을 제어하는 것 그 이상이다. SCM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이다. SCM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식별. 컴포넌트의 구조와 종류를 식별하고 각 컴포넌트에 이름, 버전 식별, 형상 식별을 할당

하여 컴포넌트를 고유하게 만들고, 특정 형태로 접근 가능하게 한다.

 제어. 제품의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일관된 소프트웨어가 릴리즈 되도록 제어 가능케 함으로서 

제품 수명주기에서 릴리즈와 릴리즈의 변경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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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기록(Status Accounting). 컴포넌트의 상태와 변경 요청을 기록 및 보고하고 제품의 

컴포넌트에 대한 중요한 통계를 수집한다.

 감사 및 리뷰. 컴포넌트가 전체 프로젝트 수명주기 동안 적절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이 

적절히 정의된 컴포넌트의 조합인지 확인하여, 제품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컴포넌트 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제어를 분할하는 경우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예: 프로

젝트 또는 회사의 형상 관리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문서를 유지하고, 프로그래머가 처리하는 소스

코드 버전을 제어함). 문서(예: 설계)를 코드와 동기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변경에 대한 

제어 및 변경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문서화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형상 관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스코드를 “담당”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는 일반적으로 도구(프로그램)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전자 형식이 

아닌 정보를 수집하려면 파일 또는 폴더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냅킨에 적어둔 설계 

노트 또는 하드 카피에만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요점은 모든 관련된 정보를 한 곳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전자 SCM 시스템에 있는 모든 하드 카피 정

보를 분류해 두는 것이 좋다.

4.5.1 변경 제어

  변경 제어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다. 임의의 변경은 피해야 한다. 소프트

웨어가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공식적인 변경 제어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그 성숙도 수준은 

그룹에 따라 다르다. 컴포넌트가 컴파일 될 때, CSCI(여러 컴포넌트가 포함될 수 있음)가 완료 

될 때 또는 전체 프로그램이 첫 번째 베이스라인에 있을 때 일 수 있다.

  공식적인 변경 제어에는 일반적으로 변경을 요청(소프트웨어 변경 요청, 엔지니어링 변경 요청 

또는 기타)하는 양식이 포함된다. 그 양식은 개발자, 고객 또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른 사람이 

작성한다. 양식에는 변경해야 할 사항과 그 이유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리뷰 위원회

(Engineering Review Board)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변경통제위원회

(Change Control Board, CCB)가 변경 요청을 평가하기 위해 소집된다.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그룹의 대표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다. 안전이 이슈가 되는 경우라면 안전 

또는 리스크 관리 담당자도 이사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청자가 CCB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제출된 양식을 위원회가 평가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변경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고, 다른 

요청과 결합하거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변경이 발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문제 보고/수정 조치(PRACA, problem 

reporting/corrective action)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PRACA는 소프트웨어 동작 중에, 보통 

테스트 중에 발행된다.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PRACA가 작성된다. 문제 

보고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개발자에게 전달된다. 문제 해결에 소프트웨어 변경이 

포함된 경우 CCB를 거쳐야 한다.

  변경 제어 프로세스의 모든 서류는 형상 관리 시스템에 보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요청사항, PRACA, CCB 회의 메모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형상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를 제공하여 나중에 검색이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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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프트웨어 변경, 요구사항, 코드 컴포넌트 버전 및 테스트 간에 상호 참조(cross-index)를 

만들어야 한다. 이 표시는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또는 그 외 형식일 수 있다. 소프트웨어 

변경이 어떤 컴포넌트에 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으면 수행해야 할 테스트가 결정된다. 변경 

사항은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함을 

나타낼 수도 있다.

4.5.2 버전 관리

  버전 관리(Versioning)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중 

하나이다. 버전 관리에는 SCM 도구에 새 버전이 추가될 때 이전 버전을 유지하면서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때로는 이전 버전이 온전한 형식으로 저장되며, 어떤 도구는 이전 

버전과 새로운 버전과의 “델타”(차이)를 저장하기도 한다. 

  각 컴포넌트에는 관련된 버전 번호가 있다. “릴리즈”는 모든 컴포넌트 및 컴포넌트와 관련된 

버전 번호로 구성된다. 일부 SCM 도구는 브랜치(branch)를 허용하는데, 브랜치를 내면 릴리즈는 

두 개 이상의 경로로 나눠진다(예: “프리웨어” 버전 및 상업용 확장 버전). 버전 관리는 변경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버그가 발견되면 이전 버전으로 “롤백(rollback)”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SCM 도구에는 동일한 컴포넌트를 여러 프로그래머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크인/체크아웃 정책이 있다. 어떤 것은 한 번에 한 명의 프로그래머만 컴포넌트에 대해 작업

할 수 있다. 또 다른 SCM 도구는 여러 개발자가 동일한 컴포넌트에 대해 체크인 할 때 “병합”을 

수행한다.

  많은 SCM 도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은, 변경 사항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머가 제재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구를 통해 변경 

사항이 저장되지만, 변경에 대한 이유는 대개 컴포넌트 체크인 시 주석의 형태로 추가된다(일부 

도구에서는 개발자가 무엇인가를 기록하도록 요구하지만 기록된 것이 반드시 유용한 것은 아니다). 

컴포넌트가 변경되면 적어도 다음 내용을 수행해야 한다.

 (소스코드 내에서) 변경된 코드 역을 명확하게 식별한다. 소스코드를 훑어볼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부 문자열(예: *****)이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된 역의 

끝을 식별한다.

 변경된 코드의 맨 위쪽에, 변경된 이유(변경 요청사항, 문제 보고서 또는 기타 이유), 변경된 

내용(코드체가 아닌 어), 변경된 시기 및 작성자가 포함된 헤더가 있다.

 컴포넌트 체크인 주석에 무엇/언제/왜/누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정보는 상태 보고를 

위해 발췌될 수 있다(아래 참조).

4.5.3 상태 기록(Status Accounting)

  MIL-STD-482A에 따르면 형상 상태 기록이란 “구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기록 및 보고”를 말한다. 그 보고에는 승인된 구성 식별 목록, 구성에 대해 제안된 변경 사항의 

상태, 승인된 변경의 구현 상태가 포함된다. 

  상태 기록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완전한가?”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각 항목별로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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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정확, 폐기 단계를 알려야 하는지 결정하고, 각 단계에 상태 이름(예: 초안, 리뷰 중, 통합

/전달 준비, 운 , 대체됨)을 부여하며, 각 항목의 상태를 수집한다. 또한 정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분류한다.

  상태 보고에는 각 문서의 상태(버전, 체크아웃 여부,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변경한 사람 및 

변경된 내용)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만드는 역량도 포함된다. 변경 요청 및 문제 보고서의 상태도 

상태 보고에 포함된다.

  상태 정보는 손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지루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소스코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문서에 대해 통합 형상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요청 시 상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많은 

도구가 있다. 이러한 도구 중 일부는 무료이거나 가격이 저렴하다.

  때때로 형상 관리 시스템을 감사해야(audit) 한다. 그 감사는 공식적인 업무로 수행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 또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엔지니어와 같은 형상 관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스템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감사의 목적은 상태 기록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명시한 내용이 실제로 사실인지 검증하고 향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세스의 허점을 

찾는 것이다.

4.5.4 결함 추적(Defect Tracking)

  결함(버그) 추적은 때때로 SCM의 외부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결함 추적을 SCM 프로세스와 

통합하면 용이하게 정보를 제어할 수 있다(한밤중에 일주일 전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버그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한다면 잘 정리된 시스템에 감사할 것이다).

  결함 추적에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모든 결함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의 목적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이전에 발견된 결함을 비교하기 위해 

참조할 무언가를 가지기 위함일 수도 있다. 이전 프로젝트의 결함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 

프로젝트를 디버깅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함을 기록하면 메트릭을 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안전 테스트를 받을 준비가 되

었는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결함 도(defect density, 코드 줄당 결함 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테스트를 통해 대부분의 결함을 발견한다면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일 것이다. 

이후 안전 테스트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동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조건을 만들고 해당 조건에서 프로그램이 정상적(graceful)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코드의 라인 수당 결함을 확인하려면 우수한 형상 관리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보, 즉 코드 라인 수와 결함 수를 알아야 한다. 또한 결함/코드라인수에 대한 다른 프로젝트의 

“이력”(당신의 프로젝트에서의 이력 또는 일반 산업에서의 수치)이 필요하다. 만약, 평균결함수/

천코드라인수(KLOC, Kilo Line Of Code)가 6이고 소프트웨어가 10,000 라인이라면, 소프트웨어

에는 약 60개의 결함이 존재한다. 테스트에서 10개의 결함만을 찾았다면 테스트를 더 많이 수행

해야 한다. 왜냐면 이 소프트웨어에는 코드에 더 많은 결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결함 추적과 관련된 질문 중 하나는 개발자가 단위 테스트 중에 발견한 버그를 사용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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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이다. 이러한 결함은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개발자는 자신이 특정 종류의 버그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자의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고 유사 결함을 피할 수 있다.

4.5.5 SCM 시스템에서 도출되는 메트릭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다양한 요소를 모니터링하면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

(비용, 일정, 납품일을 맞출 수 없음)를 알 수 있으며 향후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다음의 항목들은 추적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코드 라인 수(LOC)4(전체)

 컴포넌트 당 LOC, 컴포넌트 평균 크기, 크기 분포

 컴포넌트 별 복잡도, 평균 복잡도, 복잡도 분포

 변경 요청 또는 문제 보고서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 및 실제 시간

 컴포넌트를 코딩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 및 실제 시간

 컴포넌트를 단위 테스트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 및 실제 시간

 통합 테스트(블랙 박스) 및 시스템 테스트를 하는데 걸리는 예상 시간 및 실제 시간

 테스트 유형 당 발견된 결함 수. 추가 분석을 위한 결함 분류

  이러한 가공하지 않은(raw) 입력값으로부터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팀 또는 조직의 LOC당 결함 수

 소프트웨어 변경 완료에 대한 추정(estimation)은 얼마나 잘 되었는가

 단위 테스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결함/LOC와 상관 관계를 통해 단위 테스트에 시

간을 더 많이 들여야 하는지 또는 시간을 덜 들여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다음 프로젝트의 다양한 개발 단계(설계, 코딩, 테스트)를 평가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향후 변경 요청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테스트에서 추가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결함이 시스템 테스트에서 발견

되면 단위 및 통합 테스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결함을 조기에 찾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을 통해 얼마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

지를 보여줄 수 있다.

4.5.6 SCM 시스템에 포함할 내용

 문서 및 계획(명세, 공식 설계 문서, 검증 매트릭스, 프레젠테이션 패키지)

 설계 정보(데이터 순서도, UML 또는 OOD 제품, 자동 코드 생성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 및 

여러가지 종류의 관련 정보)

4 코드 라인 수를 함수 포인트로 대체하거나 두 가지 수치를 모두 수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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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정보(인터페이스 제어 문서, 순서도, 메시지 형식, 데이터 형식)

 소스코드

 테스트케이스/시나리오

 수동 또는 자동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스크립트

 테스트 보고서

 결함 목록(또는 결함 데이터베이스)

 변경 요청사항

 문제 보고/시정 조치

 코드 라인 수, 결함 수, 예상 및 실제 시작 또는 완료 날짜, 변경을 완료하기 위한 예상/실제 

시간과 같은 메트릭 정보

4.6 안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래밍 원칙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증가시키면서도 설계 또는 구현에 통합할 수 있는 많은 관행이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아래에 나열되어 있다. 그 관행들은 다양한 곳에서 나온 것들이다. 또한 부록 H의 

체크리스트에 요약되어 있다.

  다음의 좋은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 관행 목록은 Doug Brown의 “Solving the Software Safety 

Paradox”에서 발췌한 것이다[30].

 CPU 셀프테스트. CPU가 부분적으로 손상되면 소프트웨어가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량의 방사선(Cosmic Radiation), 전자파 방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방전, 

충격 또는 기타 향으로 인해 CPU가 손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팅 시 실행되는 CPU 

자체 테스트는 프로세서의 올바른 작동을 확인할 수 있다. 테스트가 실패하면 CPU에 결함이 

있는 것이며 소프트웨어가 안전 상태(safe state)로 전환될 수 있다.

 허용되지 않은 점프로부터의 보호. ROM 또는 RAM을 알려진 패턴, 특히 중지 또는 잘못된 

명령으로 채우면 프로그램이 우연히 알 수 없는 메모리로 점프하여 작동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잘못된 명령(또는 유사한 예외 메커니즘)에 대한 트랩을 제공하는 프로세서에서 트랩 벡터

(trap vector)는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프로세스를 가리킬 수 있다.

 ROM 테스트. ROM(EEPROM, 플래시 디스크)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전에는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전원을 켤 때 CPU 셀프테스트 후, 소프트

웨어가 로드되기 전에 수행된다. 그러나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EEPROMS 또는 

플래시 메모리)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워치독 타이머.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워치독 타이머는 CPU가 설정된 시간 내에 

“신호가 오지(tickled)” 않으면 CPU를 리셋(재부팅)한다. 보통, 무한 루프로 구현된 프로세스

에서 워치독은 루프 당 한 번 기록된다. 멀티태스킹 운 체제에서는 워치독 사용이 더 어렵다. 

워치독에 신호를 주기 위해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모든 실제 프로세스가 

블락되는 동안 인터럽트가 계속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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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커럽션(Variable Corruption)으로부터 보호. 특히 다른 저장 매체나 물리적으로 분리된 

메모리에 중요한 변수의 여러 복사본을 저장하는 것은 변수를 검증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변수가 사용될 때 비교가 수행되며, 동일하지 않은 경우 3개 중 2개 투표(two-out-of-three 

voting) 방법을 사용하거나, 2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을 사용한다. 또한 중요한 변수를 

그룹화하고 CRC(Cyclic Redundancy Check)를 사용하여 변수들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스택 검사. 스택을 검사하면 스택 오버플로우 또는 커럽션(corruption)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스택을 알려진 패턴으로 초기화 함으로써 스택 모니터 기능을 통해 사용 가능한 스택 

공간의 양을 볼 수 있다. 스택 여유공간이 미리 정해진 제한으로 줄어들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오류 처리 루틴을 호출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계산 검사. 간단한 검사를 사용하여 계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David B. Stewart의 “실시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빠지는 30가지 함정(30 Pitfalls for 

Real-Time Software Developers)” [31][32]에서는 실시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개발자가 고려하는 문제 중 특히 다음은 안전성과 신뢰성에 적용된다.

빈 루프로 인한 지연. 보다 빠른 시스템 또는 느린 시스템에서 코드가 실행되거나, 새로운 

최적화 컴파일러로 다시 컴파일되는 경우에 문제(및 타이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호적 및 불완전한 테스트 프로그램. 테스트는 계획되고 스크립트화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변경이 다른 코드에 간접적

으로 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경 후 기능 테스트를 해야 한다.

재사용 용도로 설계되지 않은 코드의 재사용. 코드가 재사용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경우 

다른 컴포넌트와 상호 의존성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추상 데이터 유형(객체 지향인 

경우)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터페이스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큰 루프. 단일 대형 루프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비율로 작동하도록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소프트웨어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하드웨어 특성을 분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

마다 계산에 걸리는 시간에 향을 주거나, 메모리 역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전에 하드웨어를 이해하면 통합 

했을 때 “고장”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첫 번째 구현 과정에서의 세밀한 최적화. “몇몇 프로그래머는 이상사항(anomaly)이 발생

할 것임을 예측한다. 예측한 것의 일부는 실제로도 그러하고 일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곱셈이 더하기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컴포넌트 간 의존성이 너무 많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극대화하려면 컴포넌트가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설계 다이어그램이 단 하나이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정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더 나쁜 상황은, 다이어그램이 아예 없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전체 설계를 종이에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류 감지 및 처리는 사후 고려사항이며 시행착오를 통해 구현된다. 처음부터 오류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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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리 메커니즘을 설계한다. 코드 수준에 맞게 활동을 테일러링한다. - 모든 곳에 동일

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 또는 잘못된 입력 또는 
출력에 특히 취약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영역을 살펴본다.

메모리 분석을 수행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사용하는 메모리양을 확인해야 한다. 설계 내용

으로부터 메모리양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 설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한 개념의 두 가지 다른 구현 중 하나를 결정할 때 각각의 메모리 

사용량을 아는 것이 결정에 도움이 된다.

구현 후 문서가 작성된다. 필요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고 작성한 것을 활용한다. 계약상 

요구되지 않는 한 불필요하게 장황하거나 긴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개발자가 실제로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짧은 문서가 좋다.

인터럽트의 무분별한 사용. 신중하게 구현하지 않으면 인터럽트의 사용이 실시간 시스템

에서 우선순위 역전(priority invers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타이밍 문제가 발생

하고 요구되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실행 시간을 측정하지 않는다. “실시간 시스템을 설계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일부 

코드의 실행 시간을 알지 못한다.”

  빌 우드(Bill Wood)는 “Software Risk Management for Medical Devices”[33]의 표 III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장에 대한 완화 메커니즘 목록을 제공한다. 위 목록에 중복되지 않은 

일부 관행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그리고 부연 설명됨):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타당한지 확인한다. 값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메모리 손상, 잘못된 

계산, 하드웨어 문제(센서인 경우) 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독립적인 체킹과 실행 로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어 불가, 허용되지 않은 기능 또는 

순서에 맞지 않는 실행을 찾는다. 소프트웨어가 알려진 경로(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거침)에 따라 동작하는 경우라면 체크 로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즉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호출 체크(Come-from checks).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경우 올바른 이전 컴포넌트가 

해당 컴포넌트를 호출했는지, 오작동하는 컴포넌트로 인해 실수로 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

한다.

메모리 누수 테스트 코드를 설치하면, 부하 테스트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 

운 한다. 메모리 사용량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예상 사용량과 비교하여 확인한다.

값을 확인하려면 다시 읽기를 사용한다. 값이 메모리, 디스플레이 또는 하드웨어에 기록되면 

다른 기능을 통해 이것을 다시 읽고 값이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의 제안 외에도 소프트웨어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을 수행할 것을 고려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디버깅하려면 시뮬레이터 또는 ICE(In-circuit Emulator)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머/테스터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몇 가지 기술과 결합하여 메모리 접근 문제를 찾고 오류를 

생성 한 명령문을 추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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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도를 줄인다. 복잡도 메트릭을 계산한다. 매우 복잡한 컴포넌트를 찾아 복잡도를 가능

하면 줄인다. 복잡도 메트릭은 매우 간단할 수 있다. 맥케이브(McCabe)의 순환 복잡도

(Cyclomatic Complexity)를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결정(decision) 수를 더하고 1을 빼는 

것이다. “if“는 1이다. 3개의 케이스가 있는 case/switch 문은 2이다. 이 값을 더하고 1을 

뺀다. 복잡도가 10 이상이면 루틴을 단순화한다. 

 컴포넌트(모듈, 클래스 등) 간의 약한 커플링(weak coupling) 설계. 컴포넌트가 독립적일 

수록 나중에 프로세스에서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줄어든다. 테스트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컴포넌트 간의 의존성을 잘못 이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구사항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요구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유연하게 

시스템을 설계한다.

 컴파일러 최적화를 신중하게 고려한다. 디버거는 최적화된 코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소스코드에서 최적화된 오브젝트 코드까지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 최적화는 프로그

래머가 예상하는 코드의 동작 방식을 바꿀 수 있다(실제로 사용되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 

제거!).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한다.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러 스레드 간의 예기치 않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파악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오류는 종종 스케줄러와 환경에 따라 예상치 못한

(non-deterministic) 동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의존성 그래프(dependency graph)는 유용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지원 도구이다. 이러한 

다이어그램이 주어지면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재사용 할 수 있는지 식별하기 쉽고, 

컴포넌트의 증분 테스트(incremental testing)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용이하며, 전체 시스템에 

대해 오류 전파를 막는 방법을 개발하기 용이하다.

 두 사람 규칙(two person rule)을 따른다. 적어도 두 사람은 시스템의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설계, 코드, 테스트 및 운 에 대해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떠나

더라도 다른 사람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패치를 금지한다.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패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대신, 코드를 변경하고 다시 컴파일한다. 운  중에 패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위험(pitfall)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인터페이스 제어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오래된 정보는 보통, 프로그래머로 하여금 

다른 장치와 제대로 인터페이스 하지 않는 컴포넌트 또는 장치를 만들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수정 비용이 많이 드는 테스트 단계 후반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 외에도 절충된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변경 사항을 알린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드웨어 고장 목록을 만든다. 하드웨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가 목록을 리뷰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고장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 목록은 소프트웨어의 에러 핸들링 

역량을 테스트 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 목록이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해지며 목록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가정

(assumption)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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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프로그래밍 제안은 국제 우주 정거장 프로그램의 컴퓨터 기반 제어 시스템 안전 요구

사항인 SSP 50038에서 가져온 것이다.

 중요하거나 위험한 기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 및 별도의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기능에 대한 별도의 “arm” 및 “fire” 명령이 포함된다.

 입/출력 포트를 크리티컬한 함수와 그렇지 않은 함수가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중요한 I/O 포트와 중요하지 않은 I/O 포트 간의 주소 차이를 충분히 두어, 단일 주소 비트 

오류로 인한 중요한 기능 또는 포트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인터럽트 우선순위와 응답이 정의되었는지 확인하라. 모든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리턴으로 초기화되어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감지되면 순서대로 셧다운(또는 기타 수용 가능한 대응)한다. 시스템은 

이상사항이 감지되면 알려진, 예측 가능한, 안전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셧다운 명령, 전원 중단 또는 다른 고장으로 인해 시스템을 셧다운 할 때에는 순서대로 셧다운

한다. 위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원이 고장났을 때 셧다운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배터리

(또는 캐피시터) 백업이 필요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전송 순서의 이탈을 감지하여 안전-필수 기능 메시지가 순서에 맞지 않게 전송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순서에 맞지 않는 메시지가 감지되면 알려진 안전 상태로 되돌린다.

 모든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영역을 특정 패턴으로 초기화한다. 해당 패턴은 미사용 메모리 
영역이 실수로 명령어의 형태로 실행되었을 때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위험한 시퀀스는 단일 키보드 입력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루틴에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감지

하여 알려진 안전한 상태로 되돌린다.

 정지 또는 중단 명령을 사용하지 않는다. CPU는 유휴(idling) 상태이든 수행(actively 

processing) 상태이든 항상 구동 중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안전-필수 운영 소프트웨어 명령을 비휘발성 읽기 전용 메모리에 저장한다.

 컴퓨터 또는 컴퓨터 내의 작업 간에 안전-필수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데 스크래치 파

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테스트를 위해 안전 인터록(safety interlocks)을 제거하거나 우회한 경우라면, 소프트웨어는 

테스트를 완료하는 시점에 인터록의 복원을 확인해야 한다.

 한 CPU에서 다른 CPU로 전달되는 중요한 데이터는 작동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위험한 작업의 각 단계 사이에 업데이트 되는 전용 상태 플래그를 설정한다. 이는 작업 내 

단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전 단계가 올바르게 실행되었는지 확인한다.

 전송 전과 수신 시 중요한 명령을 검증한다. 두 번 확인해서 결코 나쁠 것이 없다!

 사용된 모든 플래그가 고유하고 단일 목적인지 확인한다.

 대부분의 안전-필수 결정 및 알고리즘을 하나의(또는 몇 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컴포넌트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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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의사 결정 로직은 모두 1 

또는 모두 0의 값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특정 바이너리 패턴을 사용하여 의사 결정 

로직을 만족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오작동 가능성을 줄여라.

 안전-필수 컴포넌트에는 입구와 출구가 하나씩만 있어야 한다.

 모든 안전-필수 입력에 대해 합리성 검사(reasonableness check)를 한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시퀀스를 실행하기 전에 중요한 시스템 요소의 상태를 확인한다.

 항상 소프트웨어를 알려진 안전한 상태로 초기화한다. 이는 모든 변수가 리셋 전에 이전 값이 

아닌 초기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영자가 의사 결정 로직에서 안전-필수 시간 제한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시스템이 안전해지면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조건이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운 자에게 

현재 시스템의 형상을 제공한다.

 유효한 프로그램, 작업 또는 루틴에서 호출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안전-필수 루틴에 

“호출(come from)” 체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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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념 단계  

안전은 처음부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조직은 개념 단계에서 시스템 리뷰와 시스템 계획이라는 두 가지 기본 유형의 

활동을 수행한다. 시스템이 정의되는 동안 소프트웨어 및 안전 팀은 안전하고 기능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 가이드북의 목적에 따라 개념 단계에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높은 수준의 시스템 개념 개발, 

프로젝트 계획 및 시스템 수준 요구사항 결정이 모두 포함된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기능 배포는 소프트웨어 및 안전 엔지니어가 참여해야 하는 역 

중 하나이다. 소프트웨어는 유연하기 때문에(즉, 특히 나중에 변경하기 쉽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서 기능을 구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아래 질문은 시스템 엔지니어가 주어진 기능을 하드웨어로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할 지를 고려해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소프트웨어에 

할당할 요구사항과 하드웨어에 할당할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출발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각 요구사항 또는 기능에 대해 시스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능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 둘의 조합으로 구현되어야 

하나? 각 접근 방식의 이점은 무엇이며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안전 컴포넌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장애를 처리하기 위한 

백업, 옵션, 계획은 무엇인가? 발생 가능한 실패(failure)의 결과가 추가적인 리소스(하드

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함을 의미하는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시간/예산 추정치에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예산을 초과하듯이, 대부분의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변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즉, 시스템에 필요한 유연성은 어느 정도인가?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적절한 하드웨어가 있는가? 소프트웨어는 안전-필수(safety-critical)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때때로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려면 추가 하드웨어(센서, 백업 시스템)가 필요하다.

  시스템 개념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팀은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의 초기 계획에 참여한다. 이 

단계에서 여러 계획이 생성되거나 적어도 시작된다. 이 시점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 때이다. 개념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개발되는 몇몇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관리(Management)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Development) 계획

 소프트웨어 보증(Assurance) 계획

 소프트웨어 안전(Safety)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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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검증 및 확인(Verification and Validation) 계획

 소프트웨어 획득(Acquisition) 계획

 소프트웨어 형상(Configuration) 관리 계획

따라야 할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적인 세부사항이 있는 계획이 좋은 계획이다. 정보에는 

단순히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 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지가 포함된다. 명시적인 

단계를 제공하는 외부의 절차를 참조하거나 계획에 단계(step)가 주어질 수도 있다.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와 미래의 안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신뢰성(reliability)과 그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만들어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성(maintainability)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살펴보고 향후 변경사항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전 계획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는 발전할 것이므로 유연성도 “계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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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작업 및 분석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 작업은 시스템 수준에 집중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안전 엔지니어가 시작해야 하는 몇 가지 작업이 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문서와 계획의 생성이 

포함되며, 이 문서와 계획에는 중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활동이 수행되는 방법, 

대상 및 시기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표 5-1 시스템 개념 단계 작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작업

소프트웨어 보증(SA) 또는 

IV&V 작업

프로젝트 개념 및 소프트웨어 

개념 문서에 대한 인풋(input) 

제공

안전 활동 계획 및 테일러링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을 작성. 계획은 시스템 

안전 계획 문서와 독립적인 

형태이거나 시스템 안전 계획의 

부분일 수 있음

프로젝트 및 소프트웨어 개념 

문서를 검토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에 대한 

인풋 제공

예비 위험분석(PHA)을 수행 

[2.3.1절]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을 리뷰

소프트웨어 관리 및 개발 프로

세스를 계획[4장]

위험 추적 및 문제 해결 프

로세스를 셋업

소프트웨어 관리 및 개발 계획을 

리뷰

형상 관리 시스템을 계획

[4.5절]

위험 검증 매트릭스(hazard 

verification matrix)를 준비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계획을 

리뷰

검증 및 확인 프로세스를 계획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PHA를 리뷰

소프트웨어 검증 및 확인

(Verification and Validation)

계획을 검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 또는 

구매” 결정에 참여

소프트웨어 획득(COTS 포함)에 

대해 리뷰[12.1절]

소프트웨어 획득을 위한 계약에 

인풋 제공[12.2절]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 또는 

구매” 결정에 참여

소프트웨어 획득(COTS 포함)에 

대해 리뷰[12.1절]

소프트웨어 획득을 위한 계약에 

인풋 제공[12.2절]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 또는 

구매” 결정에 참여

소프트웨어 획득(COTS 포함)에 

대해 리뷰[12.1절]

소프트웨어 획득을 위한 계약에 

인풋 제공[12.2절]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추적 

프로세스를 개발

소프트웨어 보증 프로세스를 

계획

소프트웨어 하위시스템 위험

분석을 수행[2.3.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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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주기 활동 또는 단계가 끝날 때 다음 사항을 검증(verify)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은 이 수명주기 단계에서 충족된다.

이 수명주기 단계에서 수행된 작업으로 인해 추가 위험이 도입되지 않는다.

IEEE 1228-1994

5.2 문서화 및 마일스톤

  프로젝트가 생성할 정확한 문서와 해당 문서가 작성될 시기는 이 개념(Concept) 단계에서 결정

된다. 문서화는 프로젝트의 규모, 복잡도 및 치명도(criticality)를 반 해야 한다. 계약상의 의무 

또는 따라야 할 표준도 생성되는 문서의 양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 표에 개발의 개념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문서를 나열하 다.

표 5-2 프로젝트/소프트웨어 개념 문서화

문서 소프트웨어 안전 섹션

시스템 안전 계획
(System Safety Plan)

소프트웨어를 서브시스템으로 포함함. 작업(예: 
분석, 요구사항 추적) 및 수행 인력을 식별함

소프트웨어 개념 문서
(Software Concepts Document)

안전-필수 프로세스 식별함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
(Software Management Plan)

시스템 안전 작업과의 조정, 안전 요구사항의 
하향 통합,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소프트웨어 보안 계획
(Software Security Plan)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보안사항을 결정함

리스크 관리 계획
(Risk Management Plan)

소프트웨어 리스크, 특히 안전과 신뢰성에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함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계획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식별 및 취급

소프트웨어 검증 및 확인 계획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검증 및 확인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계획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에 대한 품질 보증 지원,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검증, 소프트웨어 리뷰 
및 인스펙션에 대한 안전 참여자를 식별함

  개념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마일스톤은 다음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념 리뷰(SCR, Software Concept Review)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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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테일러링 가이드라인  

  3.2절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테일러링에서는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최대, 보통, 

최소)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표 5-3 개념 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Effort)

기법 또는 분석 안전 활동 수준

최소(MIN) 보통(MOD) 최대(FULL)

2.3.1 예비 위험분석(PHA) ✯ ✯ ✯
2.3.4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위험분석 ✯ ✯ ✯
6.5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 ✯ ✯
6.5.7 체크리스트 및 상호 참조 ✓✓ ✓✓ ✯   

           

권고 코드
✯ 필수 ✓✓ 매우 권고됨
✓ 권고됨  ⃠ 권장하지 않음

5.4 독립 검증 및 확인(Verification and Validation) 

  고위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고가치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IV&V 조직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감독하는 데 관여한다. 검증 및 확인(Verification & Validation)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로,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동안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정확성과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방법, 기술 및 도구를 사용한다. IV&V는 개발 조직과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된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IV&V는 사내 소프트웨어 품질/제품 보증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QA 및 안전 엔지니어는 처음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해 문서 리뷰 및 조언, 제안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자와 협상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IV&V 담당자는 소프트웨어 QA 엔지니어를 관찰하거나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테스트에 입회하거나(witnessing) 프로젝트 팀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두 번째 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IV&V 팀은 프로젝트에 상주하거나 프로젝트를 자주 방문해야 한다. 보다 원격

에서 수행하는 형태의 IV&V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 리뷰(계획, 설계, 코드, 테스트 결과, 코드 

검토 보고서 등)를 수행하고 몇 가지 대면 감사를 수행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검증

한다. IV&V 분석가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QA 엔지니어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다 심층

적인 분석 및 검증을 수행한다.

  프로젝트에서 IV&V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당사자들 간에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협상해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정책에서, IV&V 활동 및 인력과 NASA 내의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보증 활동 

및 인력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IV&V는 소프트웨어 QA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추가된 것이어야 한다. IV&V가 소프트웨어 안전 담당자의 역할을 대체

하는 것도 아니다. IV&V 팀은 특정 안전 분석과 같은 일부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요구사항 관리와 같은 일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능도 IV&V 팀에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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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V 사용 결정 및 필요한 IV&V 수준은 개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V&V는 모든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 또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조직에서 요구할 수 있다. 

NASA의 경우 NPD 8730.4에는 IV&V 정책이 제시되어 있으며 NPG 8730.x(초안)에는 프로젝트가 

독립적인 검증 및 확인(IV&V) 또는 독립 평가(IA)를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페어몬트에 있는 NASA IV&V 조직(http://www.ivv.nasa.gov )은 

모든 NASA 프로젝트를 위한 훌륭한 자원이다. IV&V 조직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중요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정확성과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NASA 프로그램, 산업 및 기타 정부 기관을 위

한 맞춤형 기술, 프로그램 관리 및 재무 분석을 제공한다.

5.5 안전 분석(Safety Analyses)

  안전은 안전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명세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제어 검사, 위험에 대한 검증 테스

트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각 수명주기 단계에서 안전 엔지니

어는 다양한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되거나 완화될 때까지 시스템을 통해 

피드백 된다. 시스템의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찾는 것이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정

적(negative)” 분석(위험이나 주요문제 없음)은 프로젝트가 안전한 시스템으로 가는 올바른 경로

에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분석 기법(techniques)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하향식 시스템 위험 및 고장 분석을 통해 가능한 위험 또는 결함을 살펴보고 설계를 

추적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2. 설계 제품의 상향식 검토를 통해 하향식 분석으로 예측할 수 없는 고장 모드를 식별한다. 

이 분석은 하향식 분석 가정의 타당성을 보장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한다.

  사용되는 기법들이 프로젝트에 맞게 테일러링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 

활동에는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이 모두 사용된다.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 결과는 시스템 안전 

계획에 통합하기 위해 시스템 안전 조직에 다시 보고된다.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더 상세히 정의되어 감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 세트, 

모듈 또는 장치가 안전-필수로 식별된다. 분석 방법은 개발 단계에 따라 다르며, 이전 분석을 

기반으로 하거나 새로운 수준의 소프트웨어 정의를 사용하여 안전 분석을 구체화한다.

  6-10장은 NASA 활동과 산업 내에서 유용했던 다양한 기법을 설명한다. 안전 활동 수준에 

따른 테일러링은 X.3절(X = 장 번호)에서 소개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법에 대한 혜택과 비용에 대한 평가(benefit and cost rating)가 제공된다. 평가는 

주관적이며 분석 기법을 선택할 때의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한

NASA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북

제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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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오류와 결함 수정 비용은 개발 단계가 진척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므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오류를 수정하여 정확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모든 오류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1. 완전하고 정확한 요구사항과 올바른 코드를 개발한다.

2. 소프트웨어 결함을 감지하고 보상하도록(compensate) 결함 감내(fault-tolerant) 설계를 한다.

  참고. 1번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번은 필수이다. 

  가이드북의 이번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은 하향식(시스템 요구사항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도출), 상향식(위험원

(hazard) 분석으로부터 도출) 또는 두 가지 방식의 조합으로 도출될 수 있다. 어떤 조직에서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해 하향식 방법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파생된 상향식 안전 요구사항을 먼저 시스템 명세로 다시 유입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입력, 프로세스, 출력을 가지는 기능과,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 범위, 정 도(precision), 정확도(accuracy), 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 표현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데이터, 데이터 속성, 데이터 간의 관계 및 지속성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아니라 보다 더 일반적인 “소프트

웨어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사항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6.4절에서 설명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은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안전 요구사항에서 파생되는데 이 요구사항은 

예비, 시스템, 서브시스템 위험분석에서 식별된 위험원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요구사항이다

(2.3.1 PHA, 2.3.4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위험분석 참조). 그 외의 요구사항은 표준, 조직 

요구사항, 그 외 다른 출처로부터 유입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적절한 기법이나 

활동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기법을 요구사항에 추가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은 다음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문서(SRD) 또는 소프트웨어 명세서(SS)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명세서(SIS) 또는 인터페이스 제어 문서(ICD)

  안전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문서(SRD)에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는 별도의 절에 있거나 기능, 시스템 요소 또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구성된 다른 요구사항과 섞여

있을 수 있다. 안전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추적표(traceability matrix) 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문

서와 인터페이스 문서에도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인터페이스 명세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서브]시스템 내부와 시스템(하드웨어 및 운 자 인터페이스 

포함), 서브시스템, 프로그램 세트 컴포넌트 및 운  절차 간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식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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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서화한다. 인터페이스 정보는 때때로 SRD 문서 내에 또는 모든 인터페이스(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가 정의된 ICD 문서 내에 

효과적으로 기록된다. 

6.1 작업 및 분석

표 6-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작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작업

소프트웨어 보증(SA) 또는 

IV&V 작업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개발 

[6.4.2절 및 6.5절]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개발 

[6.5절]

검증을 위한 정형 기법 

[4.2.2.3절 및 6.6.4절]

요구사항 관리 [6.4절]
안전 요구사항 흐름 분석 

[6.6.1절]
모델 체킹 [6.6.5절]

명세를 위한 정형 기법 

[4.2.2.3절 및 6.6.4절]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 

[6.6.2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 인스펙션 [6.5.5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공식 

인스펙션 [6.5.5절]

안전-필수 요구사항의 

명세 분석 [6.6.3절]
명세 분석 [6.3.3절]

시스템 테스트 계획 

[6.5.6절]

소프트웨어 FTA 

[6.6.7절 및 부록 C]

타이밍, 처리량 및 사이징 분석 

[6.6.6절]

타이밍, 처리량 및 사이징 고려 

사항 [6.5.4절]

소프트웨어 FMEA 

[6.6.8절 및 부록 D]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 인스펙션 [6.5.5절]

0/1 단계 안전 리뷰나 다른 

외부의 안전 리뷰를 위한 

안전 패키지(Safety Packag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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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문서화 및 마일스톤

표 6-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문서화

문서 소프트웨어 안전 섹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문서 모든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명세서 안전-필수 요소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를 식별한다.

요구사항의 공식 인스펙션 보고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안전-필수 요구사항 

결함을 식별한다.(반드시 수정해야 함)

요구사항 추적표 안전-필수 요구사항에 부여되는 특별한 식별

분석 보고서
모든 안전과 관련된 측면 또는 안전 우려사항

(safety concern) 식별

인수 테스트 계획
고객 인수 테스트로, 고객에게 시스템이 안전한지 확

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안전 테스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테스트 계획

스트레스, 부하, 재난, 안정성 및 기타 테스트뿐만 

아니라 기능 테스트도 포함한다. 시스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은 모드로 들어갈 수 없는지 

검증한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리뷰 (SRR)

 0/1 단계 안전 리뷰 또는 인수자나 프로그램에 특화된 안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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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테일러링 가이드라인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최대, 보통, 최소)을 결정하는 방법은 3.2절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테일러링을 참조한다. 

표 6-3 요구사항 단계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기법 또는 분석 안전 활동 수준

최소(MIN) 보통(MOD) 최대(FULL)

2.3.1 예비 위험분석 (PHA) 

(이전에 수행되지 않은 경우)
✯ ✯ ✯

2.3.4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위험분석 (이전

에 수행되지 않은 경우)
✯ ✯ ✯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개발

6.5.1 일반 요구사항

6.5.2 결함 및 고장 감내성

6.5.3 위험 명령

✓
✓
✯

✓✓
✓✓
✯

✓✓
✯
✯

6.4 요구사항 관리 ✯ ✯ ✯
6.5.5 공식 인스펙션 ✓ ✯ ✯
6.6.1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흐름 분석 ✓✓ ✯ ✯
6.6.2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 ✓ ✓✓ ✯
6.6.3 명세 분석  ⃠ ✓ ✓✓
4.2.2.3 및 6.6.4 정형 기법  ⃠ ✓✓

(명세)

✓✓
(명세&검증)

6.6.5 모델 체킹  ⃠ ✓✓ ✓✓
타이밍, 처리량 및 사이징

6.5.4 개발 고려 사항

6.6.6 분석

✓✓
✓✓

✯
✯

✯
✯

6.6.7 소프트웨어 FTA ✓ ✓✓ ✯
6.6.8 소프트웨어 FMEA  ⃠ ✓ ✓✓

           

권고 코드
✯ 필수 ✓✓ 매우 권고됨
✓ 권고됨  ⃠ 권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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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관리는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문서화, 구성, 의사소통 및 추적하는 프로세스이다. 요구

사항 관리는 안전한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불충분한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실패의 가장 큰 단일 원인이며 일반적으로 최악의 소프트웨어 

결함의 근본 원인이다.

  요구사항 관리는 요구공학(requirements engineering)이라고도 한다. 이는 요구사항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로 요구사항 수집에서부터 요구사항이 모두 검증되었는지 보증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요구사항 수집 및 문서화 측면은 이 가이드북의 범위를 벗어난다.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을 명세화하는 프로세스는 6.5.1절 ~ 6.5.3절에서 다룬다. 모든 적절한 안전 요구사항이 

식별되었는지 검증하는 프로세스는 6.6.1절에 설명되어 있다.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를 따를 경우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 요구사항을 끌어내고 명세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소

프트웨어 개발 팀 구성원은 개발할 시스템에 대해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팀은 최종 시스템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에 고객을 참여시켜야 한다. 

프로세스를 통해 얻은 정보의 저장소는 사용자 커뮤니티, 관리, 분석가, 개발자 및 테스트 

담당자에게 공통 지식 기반을 제공한다.

 요구사항 어긋남(creep) 또는 범위 변경의 방지. 요구사항 관리는 요구사항의 어긋남이나 

(요구사항 변경을 식별하고 추적하여) 범위의 변경을 방지(또는 적어도 관리주의를 환기)

한다. 잦은 또는 중요한 요구사항 변경이 있는 프로젝트 역을 찾기 위해 추세 분석

(trending analyses)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체계 또는 

다른 지정된 프로세스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

 품질과 최종 사용자 만족도의 향상. 고객, 개발자, 분석가 및 보증 담당자가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가질 때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프로젝트 비용 및 지연 감소. 연구에 따르면 요구사항 오류가 매우 흔하며 수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개발주기 초기에 이러한 오류의 수를 줄이면 총 오류 수를 줄이고 프로

젝트 비용을 절감하며 예상 일정을 유지한다.

 표준 또는 계약 준수. 요구사항 관리는 “모범 사례”이다. 이 프로세스를 따르면 특정 소프트

웨어 CMM 레벨 획득(4.3.8절 참조)과 같은 규제 또는 계약 의무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관리하면 규제 기관에 “안전 케이스(Safety Case)”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안전 케이스는 시스템 수명주기에 걸쳐 주어진 응용

프로그램 및 환경에 대해 적절하게 안전하다는 입증 가능하고 유효함을 제공하는 문서화된 

증거이다. FAA에서는 안전 케이스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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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요구사항 명세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프로세스는 아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유형의 

요구사항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몇 가지 기본 유형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요구사항. 이는 제품이 구축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고객과 비즈니스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식별한다[98].

 사용자 요구사항. 이는 사용자가 제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자세히 설명하며 종종 

유스케이스의 형태로 캡처된다[98].

 기능 요구사항. 이를 통해 구현해야 하는 특정 시스템 동작을 식별한다. 기능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 있는 전통적인 “shall”문이다[98].

 품질 요구사항. 성능, 효율성, 시스템 가용성, 신뢰성, 견고성, 사용성, 유연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및 재사용성은 모두 고려해야 할 품질 역이다.

 안전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 개발은 6.5절에서 논의된다.

6.4.1.1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고객, 잠재적 사용자 또는 운 자, 도메인 전문가 및 그 외 다른 

사람(즉, 이해관계자)에게 문의하여 특징, 일련의 기능, 또는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활동 

집합을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작업이다. 요구사항은 나중에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중에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은 무(無)에서 

무언가를 생성하는 것이므로 요구사항 관리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은 다음과 같다: [97]

 구조화된 인터뷰. 이는 전문가 및 잠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포착한 다음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기법이다.

 도메인 환경. 단 하루 만이라도 장치를 사용할 환경에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를 배치하면 

잠재적인 문제와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구조화된 워크숍. 워크숍은 훈련된 진행자가 관리하며 가능한 많은 이해 관계자를 포함

한다. JAD(Joint Application Development) [99]는 워크숍을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도출

하는 구조화된 프로세스이다.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단계 중 하나는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또는 기타 Office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관리 

도구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요구사항 관리 도구 목록은 표 6-4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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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요구사항 구체화

  요구사항을 도출한 결과로 발생한 대량의 요구사항은 관리 가능한 세트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어떤 요구사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어떤 요구사항은 서로 합쳐질 수 있으며, 많은 요구

사항을 더 명확히 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요구사항에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필수(must 

have)” 요구사항과 원하는 요구사항을 분리해야 한다.

  “우주선은 컬러 카메라를 갖게 될 것이다.”와 같은 요구사항은 종종 추상적인 것으로 시작된다. 

프로세스가 계속됨에 따라 요구사항은 더욱 구체화되고, 나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되며, 

결국 “카메라 무게는 12온스 미만이다”, “카메라는 프레임 크기가 800 x 600픽셀인 초당 30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된다.[97]

  좋은 요구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다:

• 모호하지 않음. 요구사항에 여러 해석이 있는 경우 빌드된 내용이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완전함. 시스템의 향후 요구사항을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알려진 모든 요구사항은 

모두 명세되어야 한다.

• 일관됨. 요구사항이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 추적가능함. 각 요구사항의 출처가 식별되어야 한다.

• 검증가능함. 각 요구사항은 보통 테스트, 분석, 인스펙션 또는 데모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은 외부 동작(사용자 또는 인터페이싱 시스템에서 보았을 때)을 다루는 한 매우 상세해 

질 수 있다. 특정 하위 컴포넌트 또는 알고리즘의 존재를 규정하면 요구사항은 설계 정보가 된다.

  요구사항 명세서에는 요구사항이 아닌 보조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소개 

텍스트, 요약 설명, 표 및 용어집이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요구사항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리소스 제한이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요청된 기능, 유스케이스 또는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우선순위의 지정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단계적 릴리즈를 계획

하고, 절충 결정을 내리고, 기능 추가 요청에 응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프로젝트 후반부에 

제품을 제때 출시하기 위해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버리기 시작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소위 

'빠른 범위 축소 단계(rapid descoping phase)'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98]

6.4.1.3 요구사항 문서화

  요구사항을 끌어내고 상세화하는 활동의 최종 결과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또는 그와 

유사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구축될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외부 동작(external 

behavior)뿐만 아니라 비-동작 요구사항(non-behavioral requirement)도 정의한다. 문서 형식은 

표준 또는 회사 템플릿으로 정의될 수 있다. SRS는 가장 흔하게 자연어로 작성되며 적절한 분석 

모델로 보강될 수도 있다. 또한 공식적인 명세 언어(specification language)로 작성될 수도 있다 

(4.2.2.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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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공급 업체
Caliber-RM Borland http://www.borland.com/caliber/
DOORS Telelogic http://www.telelogic.com/
RequisitePro Rational Software Corporation; http://www.rational.com/
RTM Workshop Integrated Chipware, Inc.; http://www.chipware.com/

Vital Link
Compliance Automation, Inc. 
http://www.complianceautomation.com/

요구사항을 검증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검증 방법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문서에 포함

되어야 하는데 요구사항을 기술한 본문이나 문서 끝 별도의 검증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검증 방법에는 테스트(소프트웨어 실행), 인스펙션(소프트웨어 리뷰 또는 공식 인스

펙션), 분석 또는 데모(소프트웨어를 간단히 실행)가 포함된다. 보통 테스트가 선호되지만 

일부 요구사항에서는 다른 방법이 더 쉬울 수 있으며 테스트가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보증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는 검증 방법에 동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모든 이해 관계자와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리뷰해야 한다. 

리뷰는 모호하거나 상충되거나 불완전한 요구사항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팀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리뷰는 공식 인스펙션, 

비공식적인 평가(assessment) 또는 공식적인 프로젝트 리뷰가 될 수 있다. 공식 인스펙션

(6.5.5절)은 요구사항 결함(예: 모호성, 충돌되는 요구사항, 누락된 요구사항)을 찾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적극 권장된다.

  요구사항 관리 도구(표 6-4)는 프로젝트 요구사항과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내의 콘텐츠를 다루고, 요구사항을 가져오거나 내보내고, 

테스트,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 저장된 객체에 요구사항을 연결할 수 있다. 버전 번호, 

작성자, 상태, 출처 또는 근거, 할당된 릴리즈 및 우선순위와 같은 각 요구사항에 대한 속성을 

정의할 수도 있다. 개별 요구사항과 다른 시스템 컴포넌트 간의 추적성 링크(traceability link)를 

통해 요구사항의 변경이나 삭제에 대한 향을 평가할 수 있다. 웹 액세스를 통해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팀 구성원과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표 6-4 요구사항 관리 도구

6.4.2 요구사항 추적 및 검증 

  추적성(traceability)은 두 엔터티 간의 링크 또는 정의 가능한 관계이다. 요구사항은 보다 

일반적인 형태(예: 시스템 명세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예: 서브시스템 명세서)로 이어진다. 

또한 설계, 소스코드 및 테스트케이스로도 연결된다. 이는 모든 요구사항, 특히 안전-필수 요구

사항에서 중요하다. 코드의 어떤 부분이 안전 기능을 구현하는지 또는 어떤 테스트가 해당 기능을 

검증하는지 아는 것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요구사항 추적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사용자 요구(need)가 구현되고 적절하게 테스트되었는지 검증한다. 요구사항 추적성 

없이는 전체 요구사항 테스트 커버리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사용자 요구사항(requirement)까지 추적될 수 없는 “여분의(extra)” 시스템 동작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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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다.

• 요구사항 변화로 인한 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요구사항 검증에는 요구사항에 따라 구현된 시스템이 사용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사항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검증의 목표는 요구

사항이 설계, 구현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기반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6.4.1.3절에서 언급했듯이 공식 인스펙션은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6.6절에 설명된 

것과 같은 분석들도 사용할 수 있다.

  추적표(traceability matrix)는 설계, 소스코드 및 테스트를 통해 요구사항을 추적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추적표는 수작업으로 생성 및 유지관리하거나 요구

사항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 수도 있다. 수작업으로 추적표를 관리하는 것은 지루하며 유지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6.4.3 요구사항 변경 관리

  요구사항 추적성은 시스템이 개발되고 사용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제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추적성이 없다면, 프로젝트 팀 구성원이 프로젝트의 

다른 어떤 요소들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문서를 임의로 리뷰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로는 향을 받는 컴포넌트 모두가 식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을 변경하면 안전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1]. 추적성이 있다면, 변경으로 

인해 향을 받는 산출물(문서, 소스코드, 테스트케이스)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다.

  변경 프로세스는 구조화되고, 정의된 프로세스여야 한다. 이 프로세스는 제안된 변경사항을 

제출, 평가, 결정하고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에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사람들로 구성된 변경통제위원회(change control board)는 잠재적인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요구사항 관리 도구는 많은 개별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개정 내역을 유지하고, 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변경사항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로, 변경이 시스템 요구사항 및 다른 요구사항에 미칠 향을 평가

(evaluation)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추적성 정보는 이 평가에서 중요한 도구이다. 소프트웨어 

변경 향도 분석에 대한 추가 정보는 10.5.2절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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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할 수 있으며(그림 4-7 참조), 보통 일반

(generic)과 특정(specific)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일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은 공통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프로그램 및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요구사항에서 파생된다. 일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의 예와 출처는 6.5.1절 일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에서 다룬다. 특정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식별되는 시스템 고유의 기능적 능력 또는 제약사항이다. 모든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완전히 식별하려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방법 1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과 명세에 대한 하향식(top-down) 분석을 통해:

시스템 요구사항을 통해 시스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떤 
시스템 기능이 안전-필수인지 지정할 수 있다. 또는, FTA를 수행하여 안전-필
수 기능을 식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조직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소프트
웨어에 매핑하는 데 참여하거나 주도한다.

방법 2

예비 위험분석(PHA)으로부터: 

PHA는 시스템 위험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본다. 예비 위험원은 소프트웨어에 
매핑되거나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한다. 소프트웨어 위험원 제어 기능이 식별되고 
요구사항으로 지정된다.

방법 3

설계 데이터의 상향식(bottom-up) 분석을 통해(예: 흐름도, FMECA):

시스템 요구사항에 의해 허용은 되었지만 시스템 요구사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설계 구현을 분석하고 새로운 위험원 또는 위험 기여 요인을 식별한다. 위험원이 
소프트웨어에 연결되거나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위험원  
제어는 요구사항의 형태로 명세된다.

6.5.1 일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유사한 프로세서,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일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은 공통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환경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요구사항과 우수 사례에서 도출된다. 일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은 

이러한 교훈을 담아 개발자에게 귀중한 리소스를 제공한다.

  일반 요구사항은 기술을 다시 개발하거나 실수를 반복하는 대신 기존의 입증된 기술과 교훈을 

활용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중복 작업을 방지한다. 대부분의 개발 프로그램은 몇 가지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프로젝트

별로 테일러링 해야 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거나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 구현됨에 따라 새로운 “일반”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요구사항의 다른 새로운 출처가 생길 수 있다.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출처의 일부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NSTS 19943, Command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NST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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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NAG 4404 (Draft), NATO Standardization Agreement (STANAG) Safety Design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Munition Related Safety-Critical Computing Systems.

3. EWRR 127-1, Range Safety Requirements - Western Space and Missile Center, 

Attachment-3, Software System Design Requirements. See Section 3.16 Safety-Critical 

Computing System Software Design Requirements.

4. AFISC SSH 1-1, System Safety Handbook - Software System Safety, Headquarters 

Air Force Inspection and Safety Center.

5. EIA Bulletin SEB6, A System Safety Engineering in Software Development (Electrical 

Industries Association).

6. Underwriters Laboratory - UL 1998, Standard for Safety - Safety-Related Software, 

January 4th, 1994.

7. NUREG/CR-6263 MTR 94W0000114, High Integrity Software for Nuclear Power 

Plants, The MITRE Corporation, for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부록 H는 Marshall Space Flight Center에서 개발한 일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의 체크리

스트를 소개한다. 

일반 요구사항 사용에 대한 Benefit Rating :                               높음(high) 

6.5.2 결함 및 고장 감내성  

  대부분의 NASA 우주 시스템은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acceptable degree of safety) 달성을 

위해 결함 감내성(fault tolerance)이 아닌 고장 감내성(failure tolerance)을 사용한다. 고장 감내성은 

주로 하드웨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부적절한 소프트웨어 설계는 하드웨어 고장 감내성을 떨어

뜨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결함 감내성 또는 고장 감내성의 실제 

구현은 설계 이슈이지만 이것이 필요한지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모든 결함이 고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고장은 하나 이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결함은 입력, 계산 또는 출력에서의 잘못된 데이터, 알 수 없는 명령, 알 수 없는 시간에 들어온 

명령이나 데이터와 같이 시스템의 기능성에 향을 주지 않는 오류이다. 제대로 설계되었다면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은 오류를 지능적으로 감지하고 수정하여 오류에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체크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를 위해 한계값을 체킹(limit checking)하여 

값을 알려진 안전한 값으로 설정하거나 다음 데이터 포인트를 요청 및/또는 대기할 수 있다.

  가끔 발생하는 잘못된 I/O나 데이터 또는 명령의 경우, 이것들이 너무 많아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가 아니고는, 이러한 I/O, 데이터, 명령을 실패(failure)로 간주하면 안 된다. 하나 이상의 

지능형 결함 수집 루틴은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오류 수와 유형을 추적하고 기록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수집 루틴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주의, 경고 및 복구를 처리할 수 있고, 시

간 경과에 따른 결함 수 또는 결함 유형의 조합이 시스템 장애(failure)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제어로 플래그를 높일 수 있다. 결함이 있더라도, 시스템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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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감내성 설계는 고장을 감지하여 소프트웨어 및/또는 시스템을 변경된 운  상태(changed 

operating state)로 만든다. 이는 백업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예: 대체 소프트웨어 루틴 또는 

프로그램, 백업 CPU, 보조 센서 입력 또는 밸브 차단)로 스위치하거나 계속 작동은 하지만 

시스템의 기능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초기에 시스템이 결함 감내적인지, 고장 감내적인지 또는 둘 다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함 감내적인 시스템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결함과 약간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한 결함을 처리하도록 구축된다. 결함을 신경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고장 방지에 도움이 된다. 결함 감내성의 단점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여러 번의 

확인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장 감내적인 시스템은 대부분의 결함을 무시하고 

상위 수준의 고장에만 응답한다. 여기에서의 가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작업량이 적고 고장 

감지, 분리, 중지 또는 복구 작업이 더 간단하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각 접근 방식의 

비용과 이점을 따져보고 가장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가장 안전한 것을 결정해야 한다. 

  안전-필수 시스템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결함 감내성과 고장 감내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결함 감내성은 대부분의 사소한 오류가 고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한다. 결함은 결함 

수집/모니터링 루틴의 결과이든지 직접적인 고장 감지 루틴 및/또는 하드웨어에 의해서 이든지, 

여전히 감지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본 가이드북에서는 결함 감내성과 고장 감내성을 모두 설명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설계자 및 안전 엔지니어가 특정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

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결함이 너무 많거나 매우 심각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이 차례대로 안전한 방식으로 자체 

종료해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시스템이 차례대로 셧다운하는 데 필요한 기능(예: 배터리 

백업)을 갖추어야 할지를 고려할 좋은 시기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전원을 끄기 전에 밸브를 

닫아야 한다면 시스템이 전원 고장 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백업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

하다.
 

  의도치 않은(off-nominal) 시나리오에 대한 소프트웨어 응답은 안전 고려 사항으로 다루어야 

하며 상황에 적절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시스템 종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을 

위한 설계는 7.4.1절 및 7.4.2절에서 설명한다.

6.5.3 위험(hazardous) 명령  

  위험 명령이란 명령의 실행(부주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잘못된 실행 포함)이, 이미 확인된 치

명적이거나 재앙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거나 위험에 대한 제어를 감소(위험에 대한 고장 감

내성의 감소, 위험에 대한 방지책(inhibit)의 제거 포함)시킬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명령은 소

프트웨어 내부 명령(예: 한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로)이거나 하드웨어 또는 운 자에게 인

터페이스를 전달하는 외부 명령일 수 있다. 더 긴 명령 경로는 통신 채널의 잡음, 링크 중단, 

장비 오작동 또는 (특히) 인적 오류로 인해 원하지 않거나 잘못된 명령 응답의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문헌[34] NSTS 1700.7B 섹션 218은 “위험 명령”을 “... 위험한 기능에 대한 방지책

(inhibit)을 제거하거나 꺼진(unpowered) 페이로드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명령”으로 정의한다. 

이 문서에서는 “안전 평가(safety assessment)에서는 페이로드 운  통제 센터(POCC)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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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장비에서 명령을 내릴 때 사용되는, 페이로드 비행 및 지상 작업(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절차를 포함)과 관련된 고장 모드가 고장 감내성 요구사항과 부합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NSTS 19943는 위험 명령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평가 지침을 제시한다.” 고 설명한다.

  NSTS 1700.7B 섹션 218은 위험한 기능의 원격 명령에 초점을 맞추지만 원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되어야 한다. NSTS 19943 및 EWRR 127-1(3.16.2.7 c 및 d)은 각각 2

단계 명령을 권장하고 요구한다. EWRR 127-1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능 또는 일련의 기능을 

시작하려면 두 개 이상의 고유한 운 자 작업이 필요하다. 이 조치는 의도하지 않은 작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2단계 명령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고장 감내 요구사항에 추가되는 것이며, 고장 감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충분한 

것은 아니다. 2단계 명령이 방지책(inhibit)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 인터록(interlocks)이나 전제 조건(preconditions)은 특정 임무 단계 및 운  모드

에서 특정 명령을 비활성화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모든 명령에 대한 접근을 제공(활성화)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행 승무원에게는 일반적으로 

비상 명령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폴로 13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령선 배터리 

전원이 만료되기 전에 달착륙선 모듈의 파워 업 시퀀스 타임라인을 완료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다른 (더 짧은) 시퀀스가 즉흥적으로 수행된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

6.5.4 타이밍, 사이징 및 처리량 고려사항  

  시스템 설계 시에는 운 자과 제어 시스템의 응답시간을 포함한 실 환경의 파라미터와 제약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고 이를 소프트웨어로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중요한 리소스의 용량

(capacity)에 대해 적절한 여유(margin)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생성되면 시스템 설계를 통해 용량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개발자가 안전 목표(safety objectives) 충족을 위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아래 각각에 대한 소프트웨어 분석은 6.6.6절 타이밍, 처리량 및 

사이징 분석에서 설명한다. 

 임계시간(Time to Criticality)

안전-필수 시스템은 때때로 “임계시간”이라는 특성을 갖는데, 이는 결함이 발생한 후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이 간격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운 자가 자동 또는 수동 복구 및/또는 안전 조치(safing action)를 취할 

수 있는 시간 구간(time window)을 나타낸다. 안전 및 복구 작업의 설계는 실제 조건과 

임계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자동 안전화(automatic safing)는 최악의 (긴) 응답시간과 

최악의 (짧은) 임계시간 사이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위험원 제어가 될 

수 있다.

 자동 안전화(Automatic Safing)

임계시간이 실제 운 자 응답시간보다 짧거나 명령 루프에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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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안전화가 필요하다. 이는 안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시스템 설계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둘의 조합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어 시스템 설계

제어 시스템 설계에서 타이밍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 있다. 이 설계는 동적 제어 시스템 

설계, 아날로그 연속 프로세스를 위한 s-도메인(라플라스 변환)의 다중 변수 설계와 같은 

고전적이고 현대적인 동적 제어 이론의 확립된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는 

전체 제어 시스템 설계를 담당한다. 컴퓨터 제어 시스템은 샘플링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연속 데이터에 비해). 샘플링된 아날로그 프로세스는 제어 법칙을 구현하기 위한 미분

방정식을 개발하기 위해 Z 변환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 방법으로 실시간 컴퓨팅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35].

 샘플링 속도(Sampling rates)

샘플링 속도는 제어 시스템 및 물리적 파라미터의 예측되는 변경값과 노이즈(noise)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치명적이지 않은 신호를 측정하려면 샘플링 속도가 최대 예상 

신호 주파수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위신호 현상(aliasing)을 방지하기 위해). 치명적인 

신호 및 폐쇄 루프 제어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샘플링 속도가 훨씬 더 

커야 하며, 시스템 특성 주파수보다 10 배 이상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다[35].

 동적 메모리 할당

동적 메모리 할당을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리소스가 사용 가능하고 적절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실제 메모리(RAM) 용량, 가상 메모리(디스크 공간)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프로

그램 및 운 체제)가 정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 동적으로 할당되는 메모리 용량 등은 

모두 동적 할당의 실패 또는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몇 가지 요인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값(worst case value)을 사용해야 한다. 

   동적 할당이 실패하면 소프트웨어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명세해야 한다. 안전-필수 소프트

웨어에 MS-DOS의 “중단, 재시도, 실패”와 유사하게 기본 값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

이다. 

중요한 메모리 블록을 부주의한 손상이나 삭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필수이다.

 메모리 체킹

RAM(Random Access Memory) 테스트는 BIT/셀프-테스트 시 수행될 수 있으며, 모든 

메모리 주소가 가용하고 RAM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스템 

전원을 켤 때 수행된다. 특히 단일 이벤트 장애 또는 하드웨어(RAM) 문제로 인해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는 주기적인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6.5.5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공식 인스펙션(formal inspection)  

  공식 인스펙션5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산출물”에 대한 결함을 찾고 제거하기 위해 

수행되는, 구조화된 테크니컬 리뷰(technical review)이다. 산출물은 요구사항, 설계 노트, 테스트 

계획, 소스코드를 포함한 모든 문서일 수 있다. 공식 인스펙션은 수행해야 할 공식화된 단계가 

있고 개별 검토자에게 역할이 할당된다는 점에서 비공식 리뷰 또는 워크스루(walkthrough) 

5 공식 인스펙션 방법을 고안한 IBM의 존 페이건의 이름을 따, 페이건 인스펙션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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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공식 인스펙션은 정형 기법(formal methods)이 아니다! 공식 인스펙션은 요구사항 문서에서 

실제 코드에 이르기까지 일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결함을 찾는 구조화된 방법이다. 정형 기법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명세하고 검증하는 수학적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은 함께 또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NASA는 공식 인스펙션(FI)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공식 인스펙션 표준(NASA-STD-2202-93) 

[37] 및 소프트웨어 공식 인스펙션 가이드북(NASA-GB-A302)[22]을 이행하기 위한 표준 및 

가이드북을 발행했다. FI는 요구사항 명세, 설계, 코딩 및 테스트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모든 주요 단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공식 인스펙션은 특히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명세 및 정의 단계 초기에 적용될 때 가장 큰 향을 

미친다. 여기서 향이란 결함은 초기에 수정하는 것이 더 저렴한데, 결함이 더 일찍 발견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안전에 향을 미치는 결함을 포함하여 모든 결함 및 고장의 대부분은 

요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이해되어 발생한다. 공식 인스펙션은 프로젝트 내 의사소통을 크게 

개선하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많은 주요 오류와 결함을 제거한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FI에서 인스펙션 팀에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운 , 소프트웨어 설계 및 

코드, 소프트웨어 제품 보증, 안전 및 소프트웨어가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할 기타 시스템 기능의 

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담당자가 FI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 

개인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문서를 검토할 특정 관점(테스터, 프로

그래머, 설계자, 사용자, 안전)이 할당될 수 있다.

  각 개발 단계에서 일반적인 기준과 프로젝트에 특화된 기준을 모두 반 한 인스펙션 체크리

스트를 갖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요구사항을 리뷰할 때 특정 안전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절과 Robyn R. Lutz의 논문인 “Targeting Safety-Related Errors During Software 

Requirements Analysis”[6]에서 논의된 요구사항은 이 체크리스트를 설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NASA 소프트웨어 공식 인스펙션 가이드북에 제공된 체크리스트도 도움이 될 것이다. 

  FI의 결과보고 방법은 참고문헌[22] 및 [37]에 설명되어 있다. 인스펙션 후 안전 담당자는 인

스펙션의 공식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 후속 조치가 필요한 항목을 표 6-5 서브시스템 치명도 분

석 보고서 양식과 같은 워크시트로 옮겨야 한다. 이 양식은 체크리스트의 일부로 이후에 수행되는 

인스펙션 또는 리뷰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안전 담당자가 인스펙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종결하도록 추적할 수 있다.

Benefit Rating : 높음(high)                            Cost Rating : 보통(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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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서브시스템 치명도 분석 보고서 양식 예제

문서 번호 : CL-SPEC-2001
문서 제목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 Cosmolab 프로그램

단락 번호/제목 요구사항 
문서 발췌

문제/위험원 
설명

권고사항 위험원 보고서 
참조 번호

3.3 리미트 체킹 표 3.3에 열거된 
파라미터는 1Hz
속도로 리미트 
체킹 받아야 한다.

표에는 파라미터별 
제한값(limit)이 한 
세트만 표시되어 
있지만, 파라미터 
예상값은 모드에 
따라 변경된다.

특정 모드에서 적절한 
파라미터 값이 설정
된 한계 체크 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잘
못된 경보가 발생
한다.
모드 전환 시 변경
될 수 있는 테이블 
드리븐 제한값을 
구현한다.

CL-1;9

6.5.6 테스트 계획  

  소프트웨어 명세 단계가 끝나면 시스템 테스트 및 인수 테스트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시스템 

테스트는 의도한(nominal) 조건에서 소프트웨어의 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성능, 부하, 스트레스 및 

비표준 상황에서 허용 가능한 동작을 검증하는 다른 테스트도 정의할 수 있다.

  시스템의 안전 테스트도 이때 설계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트 계획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안전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문서의 안전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테스트 계획에는 각 테스트에서의 합격/불합격 기준을 정의해야 한다. 

안전 테스트의 구현 및 수행을 위한 모든 절차, 제약사항 및 의존성(dependency)도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및 부적합보고를 포함하여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대한 리뷰 및 보고 프로세스도 이 

계획에 기술되어야 한다. 

6.5.7 체크리스트 및 상호 참조          
  

  체크리스트는 문서를 분석하거나 리뷰할 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도구로 

체크리스트를 생성하고 리뷰한 사람들의 집합된 경험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작점이며 각 프로젝트의 관련성을 리뷰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모음은 부록 H에 제공된다. 요구

사항 단계와 관련하여 이 체크리스트에는 요구사항 명세서를 리뷰할 때 확인해야 할 표준 위험원이 

포함되어 있다.

상호 참조(Cross-references)는 관련된 아이템을 나열하는 매트릭스이다. 소프트웨어 관련 

위험원 및 위험원 제어와 이와 관련된 안전 요구사항을 보여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리뷰 및 업데이트하여 현행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

에서 소프트웨어가 제어해야 하는 위험원에 대한 생각을 최신화하면 위험원 제어를 올바

르게 설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상호 참조 매트릭스에는 각 요구사항과 해당 요구

사항을 검증할 기법(분석, 테스트 등)이 나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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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과 위험원 제어에 대한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야 하며, 적절한 

명세, 위험원 분석, 테스트 및 설계 문서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포함하도록(및 상호 참조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6.5절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개발에서 논의한 일반 및 특정 안전 요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6.5.5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공식 인스펙션에 안전 체크리스트를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출처를 나열하 다.

  또한 요구사항 플로우-다운 매트릭스(requirements flow-down matrix)를 개발해야 한다. 이 

매트릭스는 안전 요구사항과 위험원 제어를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매핑하고 또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매핑한다. 컴포넌트가 아직 정의되지 않은 경우,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

까지 내리고 향후에 더 플로우-다운 할 수 있도록 태그 해 둔다. 

6.6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Requirement Analysis) 활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이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에서 적절하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해당 요구사항이 정확하고 일관되고 완전한지 검증

한다. 또한 새로운 위험원을 찾고, 위험원 제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 소프트

웨어가 예상치 못한 동작 방식을 조사한다. 이는 주로 하향식 분석이다.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과 같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서의 상향식 분석은 발생가능한 위험한 

조건을 식별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로 인해 PHA(또는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위험분석)를 또다시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도출될 수 있다.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세서 분석도 수행된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과 관련된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플로우-다운 분석

•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

• 명세서 분석

• 정형 기법

• 타이밍, 처리량 및 사이징(sizing) 분석

• 예비 소프트웨어 FTA

• 예비 소프트웨어 FMEA

6.6.1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플로우-다운 분석  

  일반적인 안전 요구사항은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시스템 명세서 및 전체 프로젝트 설계 

명세서에 포함시킨다. 여기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요구사항과 같은 서브시스템 명세서로 

요구사항이 전달될 수 있다. 

  상향식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다른 안전 요구사항은 서브시스템 및 컴포넌트로부터 시스템 수준 

요구사항으로 위 방향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시스템 수준의 요구사항은 향을 

받는 모든 서브시스템에 다시 아래 방향으로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잘 정의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설계 단계가 될 때까지 상향식 분석(예: 

소프트웨어 FMEA)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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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에서 높음(high, 정형 기법)

  플로우-다운 프로세스의 문제는 불완전한 분석, 매우 복잡한 시스템에서 일관성 없는 분석, 

또는 편향되거나 경험이 부족한 분석가의 애드혹 방식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참

조는 “경험이 부족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출발점이 된다:

MIL-STD-882C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요구사항('D'가 아닌 'C' 버전에는 요구사항의 흐름을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NSTS-22254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위험원 분석 수행 방법론

“Safeware : System Safety and Computers” (도서), Nancy Leveson, 1995년 4월

“Safety-Critical Computer System”(도서), Neil Storey, 1996년 8월

“Software Assessment: Reliability, Safety, Testability”(도서), Michael A. Friedman 및 

Jeffrey M. Voas(기여자), 1995년 8월 16일

“Discovering System Requirements”, A. Terry Bahill 및 Frank F. Dean, 

   http://tide.it.bond.edu.au/inft390/002/Resources/sysreq.htm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엄격한 (그리고 가장 비싼) 방법은 요구사항 분석 및 플로

우-다운에 정형 기법(formal methods)을 채택하는 것이며, 이는 4.2.2.3절 정형 기법에서 설명

하 다. 덜 엄격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에는 아래와 본 가이드북 전체에서 논의하는 체크리

스트 및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표준화된 구조적 접근 방식이 있다. 

6.6.2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Requirement Criticality Analysis)  

  치명도 분석에서는 안전에 향(implication)을 미치는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치명도 

분석을 적용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시스템의 위험원을 분석하여 재앙적이거나

(catastrophic) 치명적인(critical)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위해 도출된 안전 목표 측면에서 각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요구사항이 안전에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안전-필수”로 지정한다. 그 다음, 이를 추적 시스템에 배치하여 최상위 수준의 

명세서에서 소스코드 및 테스트 문서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전반에 걸쳐 소프트

웨어 안전 요구사항 추적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시스템 안전 조직은 프로젝트 시스템 엔지니어링 조직과 협력하여 치명도(criticality) 지정에 

대해 리뷰하고 합의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는 이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전체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컴포넌트이며 “소프트웨어 관점”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크리티컬한 요구사항의 수를 줄이기 위해 요구

사항을 통합할 수 있다. 또한 치명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설계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플래그를 지정할 수 있다.

  모든 “안전-필수” 요구사항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라. 개발 프로세스의 

후반부에 어떤 요구사항이나 컴포넌트가 다른 것보다 더 크리티컬하다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리스크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비록 사소할지라도 안전 문제를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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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것보다 나중에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이 더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서브시스템은 요구사항 단계에서 정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치명도 분석은 설계 단계로 연기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상세 정의를 반 하기 위해 치명도 분석은 설계 단계에서 업데이트된다.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은 아래 활동을 통해 수행한다:

 모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PHA에서 밝히지 못한 추가적인 잠재 시스템 

위험원을 식별한다. PHA 위험원 체크리스트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리뷰에 유용하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반 되지 않은 PHA 위험원과 PHA에서 놓친 

새로운 위험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로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을 찾는다. 잠재적 위험원이 식별되면 시스템 요구사항에 추가되어 

적절하게 서브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운 )으로 전달된다.

 시스템 요구사항을 리뷰하여 크리티컬한 시그널 또는 위험 명령을 수신, 전달 또는 시작하

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식별한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리뷰하여 시스템 요구사항에 정의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증

한다. 또한, 크리티컬한 시그널 또는 위험 명령을 수신/전달/시작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 또는 객체를 찾는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본다. 처리 

순서 오류, 잘못된 이벤트, 부적절한 정도, 부정확한 극성, 의도치 않은 명령, 부정적인 

환경, 데드락, 그리고 명령 실패(failure-to-command) 모드와 같은 조건을 고려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특성도 조사한다. 소프트웨어의 

모든 특성이 요구사항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특성은 설계의 결과이며, 다양한 방

식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안전-필수 특성을 식별하고 요구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잊혀진” 안전 요구사항이 종종 설계 또는 코딩 단계에서 뒤늦게 다시 

발견되어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모든 특성을 평가하여 안전-필수인지 결정해야 한다. 안전-필수 특성은 

엄격한 분석 및 테스트와 같은 엄격한 품질 관리 요구사항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종종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모든 특성은 그 자체로 안전-필수이다.

  최소한 고려해야 할 특성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리미트 범위(specific limit ranges)

 순서를 벗어난 이벤트에 대한 보호 요구사항

 타이밍

 리미트에 대한 관계 로직(relationship logic). 파라미터에 대한 허용 범위는 운  모드나 

임무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도는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때 보다 실행 

중에 더 제약 받을 수 있다.

 보팅(Voting) 로직

 위험 명령 처리 요구사항 (6.5.3절 위험 명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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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대응(fault reponse)

 결함 감지, 격리 및 복구(Fault detection, isolation, and recovery)

 다중화 관리/전환 로직(Redundancy management/switchover logic). 다중화가 필요한 

위험원 제어를 위해 전환할 컴포넌트와 상황을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필수 

기능의 제어를 상실한 장비는 임계 시간 전에 양호한 예비 장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콜드 

스타트 시간이 임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핫 스탠바이 유닛(콜드 스탠바이와 반대)이 

필요하다.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종종 시스템 아키텍처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 계획[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소프트웨어 보증 계획[없음],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동일], 리스크 관리 계획[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시스템 테스팅, 제조, 스토리지, 수리, 설

치, 사용 및 최종 처분과 관련한 안전 요구사
항에 대한 배경 정보

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요구사항[시스템/세그먼트 

명세서(SSS), 시스템/세그먼트 설계 문서]
스토리지와 타이밍 분석 및 할당

요구사항 문서[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프로그램 구조 문서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문서[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기타 인터페이스 문서

시스템 에너지, 독성 및 기타 위험 이벤트 

출처, 특히 소프트웨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것에 관해 시스템 PHA로 얻은 
정보

기능 흐름도 및 관련 데이터
다른 시스템에서 얻은 교훈 및 문제점 보

고서와 같은 이력 데이터

참고: [괄호] 안의 문서명은 DOD-STD-2167 [38]의 용어이며, 다른 문서명은 NASA-STD-2100.91

의 용어이다. 

  이 분석의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표 6-6 서브시스템 치명도 매트릭스

• 업데이트된 안전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 안전-필수 요구사항의 정의

  치명도 분석의 결과와 발견 사항은 시스템 요구사항 및 시스템 안전 분석에 피드백되어야 한다. 

모든 불일치 건에 대해, 시스템 요구사항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면 시스템 요구사항을 변경

해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시스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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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 

치명도 분석은 시스템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추가 위험원을 식별하고,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로 올바르게 할당되지 않은 역을 식별한다.

  치명도 분석 결과는 '6.5.5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공식 인스펙션'의 FI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공식 인스펙션(FI) 체크리스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표 6-6 서브시스템 치명도 매트릭스 예시 

임무 운  
제어 기능

위험원

IMI CA ICD

커뮤니케이션 X X X

안내 X

내비게이션 X

카메라 오퍼레이션 X

애티튜드 레퍼런스 X X X

제어 X X

포인팅 X

특수 실행

다중화 관리 X

미션 시퀀싱 X

모드 제어 X X

                    키(Key)

                    IMI  부주의한 모터 점화

                    CA   충돌 방지

                    ICD  부주의한 컴포넌트 배치(deployment)

  위의 표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의 예시이다. 각 기능별 서브시스템은 PHA로 

식별된 시스템 위험원에 매핑된다. 본 예시에서는 세 가지 위험원을 다룬다.

  위 표는 소프트웨어의 치명도 수준을 정의하기 위한 필수 도구이다. 각 위험원에는 본 가이드

북의 2.3.2절 리스크 수준에 설명된 리스크 지표가 있어야 한다. 리스크 지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분석하는 데 요구되는 활동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수단이다.

6.6.3 명세 분석  

  명세 분석(specification analysis)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 및 테스트 

가능성을 평가한다. 잘 정의된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평가하기 위한 강력한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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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세그먼트 명세서, 서브시스템 명세서 스토리지 할당 및 프로그램 구조 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안전 요구사항 관련된 배경 정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및 기타 

모든 인터페이스 문서

시스템 에너지, 독성 및 기타 위험 이벤

트 출처, 특히 소프트웨어에 의해 직간접적
으로 제어될 수 있는 출처에 관한 정보

기능 흐름도 및 관련 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계획,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및 이력 
데이터

명세 분석에서는 요구사항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통합된 집합으로 평가해야 한다. 명세 분석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는 기법은 다음과 같다: 

• 리딩 분석(reading analysis)

• 추적성 분석

• 제어 흐름 분석

• 정보 흐름 분석

• 기능 시뮬레이션

  이러한 기법들은 방대하고 잘 확립된 다수의 문헌에 상세하게(배경과 이론 포함) 기술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 도서를 참조하라. 여기서는 

분석가가 추가 연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기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안전 조직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설계, 운 자 및 사용자 개발, 진단 매뉴얼에 

적절하게 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 담당자는 다음 문서와 데이터를 리뷰해야 한다.: 

6.6.3.1 리딩 분석 및 추적성 분석

  리딩 분석(reading analysis)에서는 요구사항 명세서를 검토하여 불일치하는 것, 충돌되는 것, 

그리고 모호하거나 누락된 요구사항을 찾아낸다. 분석은 일반적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명세서 

및 지원 문서 리뷰한다. 명세서에 대한 공식 인스펙션(6.5.5)을 리딩 분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

  ARM(Automated Requirement Measurement) 도구는 NASA Goddard 우주비행센터의 

SATC(Software Assurance Technology Center)에서 개발했다. 이 도구는 자연어로 명세된 요구

사항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ARM 도구의 목적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요구사항 명세서 품질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며, 명세된 요구사항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도구와 무료 다운로드에 대한 정보는 http://satc.gsfc.nasa.gov/tools/arm/index.html 에서 

찾을 수 있다. 

  추적성 분석(traceability analysis)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추적이 

포함된다. 6.6.1절에서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 명세로 플로우-다운(추적)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안전 요구사항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 기법은 다른 모든 요구사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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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7.5.9절에서는 요구사항을 설계로, 최종적으로는 코드와 테스트케이스로 추적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 

6.6.3.2 제어 흐름 분석

  제어 흐름 분석(Control-flow analysis)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수행되는 순서를 검토한다. 

이는 누락되고 일관되지 않게 명세된 기능을 식별한다. 제어 흐름은 어떤 프로세스가 직렬로, 

어떤 프로세스가 병렬로(예: 멀티 태스킹) 수행되는지, 어떤 태스크가 전제 조건이거나 다른 

태스크에 의존적인지를 검토한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보통(moderate)

6.6.3.3 정보 흐름 분석    

  정보 흐름 분석(Information-flow analysis)에서는 기능과 데이터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 

활동을 통해 부정확하고 누락된, 일관되지 않은 입출력 명세를 식별할 수 있으며, 결과 보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DFD)이 활용된다. 이 기법은 기본적인 데이터와 명령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보통(moderate)

6.6.3.4 기능 시뮬레이션 모델    

  시뮬레이터는 시스템 성능과 인간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개발 도구이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특성을 검토하여 성능을 예측하고, 시스템 특성에 대한 사람의 이해도를 체크하며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시뮬레이터는 표현(representational) 모델이고 종종 실제 설계를 정확하게 반 하지 

않거나 현장 조건과 다는 환경을 가정을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Benefit Rating: 중간(medium)                         Cost Rating: 보통(moderate)

6.6.4 정형 기법-명세 개발   

  정형 기법(Formal Methods)의 가장 성공적인 응용 중 하나는 정형 명세(Formal Specification)

이다. 이는 요구사항(명세)을 정형적, 수학적 언어로 작성하는 프로세스이다. 정형 검증(Formal 

Verification)을 하지 않더라도(명세서 검증, 추후 설계 및 코드 검증을 위해), 정형 명세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종종 많은 오류를 찾을 수 있다. 

정형 명세는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정형 명세를 통해 문서화되지 않은 가정과 

부적절한 의도하지 않은(off-nominal) 동작을 포함하여, 누락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상충

되는 요구사항과 로직 오류도 발견된다. 수명주기 초기에 결함이 발견되어 수정되면 수정 

비용이 절감된다.

  정형 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2.2.3절에서 찾을 수 있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보통(moderate)에서 높음(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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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모델 체킹  

  모델 체킹(model checking)은 유한-상태(finite-state) 시스템을 검증하는 정형 기법의 한 형태

이다. 지난 5년 동안 모델 체킹은 다른 정형 기법 역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수행되었다. 

완전한 정형 기법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많은 프로젝트에서 분석과 검증 기법으로 모델 체킹을 

사용하고 있다.

  모델 체킹은 “자동” 기법이며, 자동화를 제공하는 도구들이 있다(예: SPIN 및 SMV). 모델 

체킹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산업 시스템을 정형적으로 검증

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특히 이 기법은 반응형(reactive) 임베디드 시스템, 즉,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검증을 목표로 한다. 모델 체킹은 큰 혼란 없이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어느 단계에서나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도구는 적어도 일부 무한-상태 시스템 및 실시간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도록 확장되었다. 모델 체킹으로 도달가능성(reachability, 시스템이 특정 상태에 도달함) 

및 데드락 부재(lack-of-deadlock, 시스템에서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음)와 같은 단순한 속성과 

안전(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음) 또는 라이브니스(liveness, 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동작함)와 

같은 보다 복잡한 속성을 검증할 수 있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보통(moderate)

6.6.5.1 모델 체킹 작동 방식

  모델 체킹의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템을 상태 기반의, 정형적인 방식으로 명세하는 것이다. 각 

모델 체커는 시스템 명세를 위해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 흐름을 프로포지셔널 템포럴 로직(propositional temporal logic, 역주: 

명제 형식으로 작성된 시제 논리)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 로직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프로그램 단계별 상태)을 다루며, 각 상태에서 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다룬다. 예를 들어, 어떤 미래 상태(궁극적으로) 또는 모든 미래 상태(항상)에서 참인 

수식(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

  시스템이 모델링되고 템포럴 로직이 결정되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정의한 모델을 

탐색(traverse)하고, 명세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종종 매우 큰 상태-공간(state-spaces)을 

탐색(traverse)하는 데 수 분이 걸릴 수 있다. 이 기법은 하드웨어에서 통신 프로토콜, 안전-필수 

플랜트 및 절차에 이르는 여러 복잡한 산업 시스템에 적용되었다.

  “Model Checking”[39] 도서에서 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http//www.abo.fi 

/%7Ejolilus/mclinks.htm  웹사이트에는 현재 모델 체킹 연구, 연구원, 도구, 프로젝트 관련 

문헌을 포함하고 있다.

6.6.5.2 도구

  자동화 도구 중 기본 도구는 SMV과 SPIN이다. SMV는 동기 및 비동기 시스템 검증에 특화된 

심볼릭 모델 체커이며, SPIN은 비동기식 시스템 검증에 특화된 온더플라이(on-the-fly)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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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커이다. 

  Spin(http://netlib.bell-labs.com/netlib/spin/whatispin.html )은 모든 분산된 병렬 시스템(특히, 

통신 프로토콜)의 명세를 테스트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도구는 데드락, 비지 사이클(busy 

cycles), 어썰션(assertion)을 위반하는 조건, 경합 조건(race condition)을 찾아낸다. 이 소프트

웨어는 1980년부터 벨 연구소 정형 기법 및 검증 그룹에서 개발되었다. Spin은 하드웨어 검증이 

아닌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검증을 목표로 하며, 시스템 설명을 명세하기 위해 고급 언어를 사용

한다.(PROMELA - PROcess MEta LAnguage). Spin은 운 체제,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스위칭 

시스템, 컨커런트 알고리즘(concurrent algorithm), 철도 신호 프로토콜 등과 같은 분산 시스템 

설계에서 로직 설계 오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명세에서 로직 일관성을 체크

한다. Spin은 또한 데드락, 명세되지 않은 수신, 플래그 불완전성, 경합 조건, 프로세스의 상대적

인 속도에 대한 보장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 도구는 모든 모델이 한 번에 메모

리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온더플라이(on-the-fly)” 방식을 사용한다.

  SMV(Symbolic Model Verifier) (http://www.cs.cmu.edu/~modelcheck/smv.html)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개발되었다. SMV 시스템에서 명세는 템포럴 로직인 CTL(Computational 

Tree Logic)로 작성되어야 하며 크립키(Kripke) 다이어그램을 활용한다. SMV의 입력 언어는 

동기식에서 비동기식까지, 상세함에서 추상화까지에 이르는 유한 상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언어는 모듈식 계층적 설명(modular hierarchical description)을 제공하고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정의한다. 유한 상태 머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유일한 데이터 유형은 불리언(booleans), 스칼라(scalar), 고정 배열과 같은 유한 유형이다. CTL 

로직을 사용하면 안전, 라이브니스(liveness), 공정성(fairness), 데드락 없음(deadlock freedom)을 

구문적으로 명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아카데믹” 시스템에는 다음이 있다:

• HyTech (http://www-cad.EECS.Berkeley.EDU/~tah/HyTech/ )

• Kronos (http://www-verimag.imag.fr//TEMPORISE/kronos/index-english.html)

• MONA (http://www.brics.dk/mona/)

• Murphi (http://sprout.stanford.edu/dill/murphi.html )

• TREAT (http://www.cis.upenn.edu/~lee/inhye/treat.html)

• TVS (http://tvs.twi.tudelft.nl/ )

• UPPAAL (http://www.docs.uu.se/docs/rtmv/uppaal/index.html )

• Verus (http://www.cs.cmu.edu/~modelcheck/verus.html)

• VIS (http://www-cad.eecs.berkeley.edu/~vis/)

  상업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있다:

• Time Rover (http://www.time-rover.com/TRindex.html )

6.6.5.3 과제(challenges)

  모델 체킹의 주요 챌린지는 상태 급증 문제이다. - 모델의 상태 수가 너무 큰 경우가 많아, 



NASA-GB-8719.13 (한글판)129

모델 체커가 사용 가능한 메모리 및/또는 가용 시간을 초과한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기법이 사용된다.

  기법의 한 가지 유형은 관심 있는 속성을 체크할 여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상태-

공간(state-space)의 일부만을 빌드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는 “파샬-오더 기법”(인터리빙, 

interleaving)과 “앱스트랙션 기법”(단순화된 시스템)이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심볼릭(symbolic) 접근”이다. 아이디어는 시스템의 상태와 

전환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바이너리 디시전 다이어

그램(BDD, Binary Decision Diagram)은 불리언(boolean) 수식 인코딩에 효율적이다. BDD는 

모델 체킹을 위해 템포럴 수식과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명확한 상태 표현의 크기가 제한 요소

(limiting factor)가 아니라 BDD 표현의 크기가 제한 요소가 된다. 

  “온더플라이(On-the-fly)” 기법은 수행되는 동안 모델의 일부를 분석하므로 모든 모델이 메

모리에 동시에 상주하지는 않는다. 

6.6.6 타이밍, 처리량 및 사이징 분석  

  안전-필수 기능에 대한 타이밍, 처리량, 사이징 분석은 실행 시간, 입출력 데이터 전송 속도, 

메모리/스토리지 할당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평가한다. 이 분석은 프로그램 제약사향에 

중점을 둔다. 일반적인 제약 요구사항은 최대 실행 시간, 최대 메모리 사용량(usage),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 스토리지 사이즈, 프로그램이 지원해야 하는 입출력 데이터 전송 속도이다. 안전 

조직은 안전-필수 타이밍, 처리량, 사이징 요구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자원이 할당되었는지 여부도 평가한다. 예를 

들어, 많은 오류 메시지로 인해 입출력 채널이 과부하되어 안전-필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가를 평가한다.

  타이밍/사이징 리소스 요구사항을 정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추정치는 유사한 기존 

시스템의 실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수립할 수 있다.

  고려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메모리 사용량 vs. 가용성

메모리 사용량을 평가하가는 것(assessing)은 충분한 확신이 있다면 이전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추정을 위해서는 메모리에 저장될 코드의 사이즈와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추가 공간과 계산 중간/최종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스크래치 패드 

공간(힙 사이즈)을 평가해야 한다. 코드가 개발되면, 특히 프로토타입 또는 시뮬레이션 

코드가 개발되면 메모리 추정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안전-필수 부분에 향을 줄 수 있는 안전-필수 코드 및 소프트웨어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 사용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동적 메모리 할당은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거나(메모리 누수), 두 번 해제하거나(예외 발생), 코드 및 데이터 역을 덮어 쓰는 버퍼 

오버런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데이터 구조가 동적으로 할당되면 배열, 문자열 등이 

구조의 물리적 끝을 넘지 않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입출력 채널 사용량(로드) vs. 용량과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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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데이터(싸이언스 데이터, 하우스키핑 데이터, 제어 센서)의 양과 생성된 출력 데이터

(통신)의 양을 확인한다. “입출력 채널”에는 내부 하드웨어(센서), 프로세스 간 통신(메시지), 

외부 통신(데이터 출력, 명령과 텔레메트리 인터페이스)이 포함되어야 한다. 싸이언스 데이터 

수집과 안전-필수 데이터 가용성 간의 리소스 충돌을 확인한다. 장애가 발생하는 동안 

입출력 채널은 오류 메시지로 인해 과부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요 메시지가 손실/덮어쓰기 

될 수 있다(예: 국 “Piper Alpha” 해양 석유 플랫폼 사고). 가능한 해결 방안은 하위 

레벨의 오류 메시지를 캡처하고, 관리하기 위한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호출 루틴을 통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레벨로 오류 코드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치명적 결함이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의 조합을 전달할 수 있다.

 실행시간 vs. CPU 부하와 가용성

CPU 부하(load)의 시간 변화를 확인하고 최대 부하를 생성하는 상황을 밝혀야 한다. 높은 

부하 조건에서 실행 시간은 수용가능한가? 메시지 전달 지연이나 다른 작업 때문에 필요한 

리소스에 액세스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멀티태스킹에서 타이밍 향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멀티태스킹은 “사고”를 유발하는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코드가 

RAM 또는 ROM(액세스 속도가 느림)에서 실행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샘플링 속도 vs. 물리적 파라미터의 변화율

이에 대한 설계 기준은 6.5.4절 타이밍, 사이징 및 처리량 고려사항에서 설명한다. 가능한 

경우 분석은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데이터와 함께 시스템 성능 모델의 유효성을 다루어야 

한다.

 프로그램 저장 공간 vs. 실행 코드 사이즈

저장된 장치(EPROM, 플래시 디스크 등)에서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사이즈를 추정한다. 

이는 정적 및 전역 변수만 공간을 차지하므로 메모리 공간보다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컴포넌트가 동시에 메모리에 있지 않으면 실행 소프트웨어 사이즈가 더 클 수 있다. 

프로그램 사이즈에는 운 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저장할 데이터양 vs. 사용 가능한 용량

싸이언스 데이터, 하우스키핑 데이터, 기타 데이터가 생성하는 양과 사용 가능한 저장공간

(RAM, 디스크 등)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가 지상으로 전송된 후 저장 매체에서 

삭제된다면, “디스크”가 꽉 차는 빈도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어떤 조건

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거나 다운 링크되지 않은 이전 데이터를 덮어쓰는 것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 

6.6.7 소프트웨어 FTA(Fault Tree Analysis)  

  시스템이 올바른 상태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복잡한 시스템은 현장에 놓일 때까지 안전하지 않은 모드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FTA(Fault Tree Analysis)는 오류 또는 시스템의 정상 기능조차도 어떻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한 가지 방법이다. SFTA(Software Fault Tree Analysis)는 하드웨어 FTA를 

소프트웨어 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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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단계에는 예비 SFTA를 수행한다. 이것은 예상되는 위험의 원인을 찾는 “하향식” 분석이다. 

이 분석을 적용하기 전에 “트리”의 탑(위험)을 알아야 한다.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또는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위험분석은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과 앞에서 설명한 다른 분석들과 

함께 위험원의 주요 출처이다.

  FTA의 결과는 위험원을 초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원인(즉, 상태 또는 이벤트) 또는 이러한 

원인의 조합 목록이다. 이러한 고장 중 일부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다. 최상위 수준에서 고장은 

매우 일반적이다(예: “컴퓨터가 경보를 울리지 못함”). 이 분석이 이후 단계에서 업데이트되면서

(좀 더 상세내용이 제공됨에 따라) 특정 기능 또는 컴포넌트에 고장이 할당될 수 있다.

  FTA는 원래 Minuteman 미사일 시스템의 안전 분석을 위해 196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위험원 분석 기법 중 하나가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FTA 기법이 민간 또

는 군 당국에 의해 의무화 될 수 있다.

  분석의 품질은 분석가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다르다. 경험이 없는 분석가는 가능한 위험 또는 

위험원 원인을 놓칠 수 있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모든 프로젝트 역에서 도출된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는 서브시스템이라기 보다는 공생 시스템(전체 중 일부로 

동작)에 가깝다. 이는 많은 역, 특히 하드웨어 및 시스템 운 에 향을 미친다. “소프트웨어만”

의 측면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

  SFTA는 SFMEA(6.6.8절)과 함께 잘 작동한다. SFTA가 위험에서 가능한 원인에 이르기까지 

“하향식”으로 분석하는 반면, SFMEA는 개별 컴포넌트에서 시작하여 하위(컴포넌트)에서 위험원

까지 분석한다. 이 두 가지 분석을 함께 사용하면 가능한 모든 고장모드 또는 우려되는 역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일반적

으로 하나의 분석만 수행된다. 분석가의 경험이 분석의 품질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가는 

가장 익숙한 분석 기법(SFTA 또는 SFMEA)을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가장 익숙하지 않은 분석을 수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절에 제시된 대부분의 정보는 Leveson et al[41,42]을 참고하 다. 

  SFTA는 복잡한 주제이며 부록 C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보통(moderate)

6.6.8 소프트웨어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는 “상향식” 분석 기법이다. 이는 각 컴포넌트가 

어떻게 고장날 수 있는지, 이 고장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이 고장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 기법은 시스템에 대해 상당히 상세한 설계가 요구된다. 요구사항 분석 

또는 초기 설계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예비 분석만 수행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FMEA는 표준 (하드웨어) FMEA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각 경우에서 하드웨어 컴포

넌트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대체하면 된다. 널리 사용되는 FMEA 절차는 MIL-STD-1629

인데, 아래와 같은 절차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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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할 시스템을 정의한다.

2.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을 구성한다.

3. 모든 잠재적인 아이템과 인터페이스 고장모드를 식별한다.

4. 각 고장모드를 최악의 잠재적 결과 측면에서 평가한다.

5. 고장 감지 방법과 보완 대책(compensating provision)을 식별한다.

6. 고장을 제거/제어하기 위한 설계 수정 또는 시정조치를 식별한다.

7. 변경의 향을 식별한다.

8. 분석을 문서화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정리한다. 

  SFTA(Software Fault Tree Analysis)(6.6.7절)은 SFMEA(Software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와 함께 잘 작동한다. SFTA가 위험에서 가능한 원인에 이르기까지 “하향식”으로 

분석하는 반면, SFMEA는 개별 컴포넌트에서 시작하여 하위(컴포넌트)에서 위험원까지 분석한다. 

이 두 가지 분석을 함께 사용하면 가능한 모든 고장모드 또는 우려되는 역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양방향 분석은 소프트웨어 설계가 체계적으로 검사되고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제한적이지만 필수적인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90].

  두 가지 분석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분석만 수행한다. 분석가의 경험이 분석의 품질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가는 가장 익숙한 분석 기법(SFTA 또는 SFMEA)을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가장 익숙하지 않은 분석을 수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SFMEA(Software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높음(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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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그램 세트의 설계는 소프트웨어의 정적 및 동적 특성을 표현하며 그 소프트웨어는 관리

하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문서(SRD)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이다.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개발을 예비(아키텍처) 및 상세(중요)와 같이 여러 단계로 나누

도록 선택할 수 있다. 비교적 작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설계 단계만 갖는다.

  폭포수 모델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명주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단계가 분할된다. 

하나의 대단한 “설계” 단계 대신에 여러 반복적인 요구사항-설계-구현-테스트 단계가 있을 것

이다. 어떤 수명주기의 초기 설계는 폭포수 모델의 아키텍처 설계와 동일할 수 있으며, 후속 설계 

활동에서는 초기 설계에 세부 사항이나 기능이 추가된다.

7.1 작업 및 분석

표 7-1 소프트웨어 설계 작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작업

소프트웨어 보증(SA) 또는 

IV&V 작업

안전 요구사항 및 특징을 통

합하여 요구사항으로부터 

설계를 생성한다.

안전-필수 요구사항을 설계

까지 추적한다.

설계 추적성 분석 

[7.5.9절]

언어, 운 체제, 도구 선택을 

리뷰한다. 모든 안전 고려 

사항을 소프트웨어 안전 

부서에 전달한다.

설계 산출물의 공식 인스펙션 

[7.5.4절]

치명도 분석을 업데이트한다. 

[7.5.1.1절]

COTS 및 재사용된 소프트

웨어를 검토한다. 모든 안전 

고려사항을 소프트웨어 안전 

부서에 전달한다.

신뢰성 및 유지관리성을 위한 

설계 [7.4.9절]

설계 산출물의 공식 인스펙션 

[7.5.4절]

코딩 표준과 체크리스트에 모범 

사례가 포함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기능이나 관행이 제외되어 

있는지 리뷰한다. 

언어, 운 체제, 도구를 선택

한다. [7.4.4절]

위험원 리스크 평가 

[7.5.1.2절]

복잡도 수치를 리뷰한다. 너무 

높으면 개발자와 협업한다.

COTS 및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선택한다(7.4.3절 

및 12.1절)

설계 안전 분석 

[7.5.2절]

신뢰성 및 유지관리성 메트릭을 

리뷰한다. 

[7.4.9절]

언어 제약사항 및 코딩 표준을 

개발한다(7.4.5절)

소프트웨어 요소 분석 

[7.5.10절]

설계 산출물의 공식 인스펙션 

[7.5.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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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작업

소프트웨어 보증(SA) 또는 

IV&V 작업

소프트웨어 설계와 개별 컴포

넌트의 복잡도를 평가한다. 

[7.4.8절]

이전 분석을 리뷰하고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한다(PHA는 

서브시스템 위험분석[SSHA] 

및 시스템 위험분석[SHA]으로 

이어짐).

정형 기법 및 모델 체킹

[7.5.5절]

코딩 표준과 체크리스트에 모범 

사례가 포함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기능이나 관행이 제외되어 

있는지 리뷰한다. 

독립성 분석

[7.5.3절]

모든 안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소프트웨어 보증(SA)의 분석을 

리뷰한다.

설계 로직 분석 

[7.5.6절]

2단계 안전 리뷰나 인수자 또는 

프로그램 특화 안전 리뷰를 

위해 안전 데이터 패키지를 

업데이트한다.

설계 데이터 분석 

[7.5.7절]

설계 인터페이스 분석 

[7.5.8절]

설계 추적성 분석 

[7.5.9절]

동적 플로우그래프 분석 

[7.5.12절]

RMA(Rate Monotonic Analysis)

[7.5.11절]

마르코프 모델링 

[7.5.13절]

요구사항 상태 머신

7.5.14절, 부록 E

이전 분석을 리뷰하고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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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문서화 및 마일스톤

  다음 표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문서를 나열하 다.

표 7-2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

문서 소프트웨어 안전 섹션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 및 기타 설계 

문서

설계 전반에 걸쳐 안전-필수 유닛과 데이터, 인터

페이스를 식별한다. 안전-필수 유닛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비-안전-필수 유닛을 식별한다.

통합 테스트 계획

안전-필수 유닛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유닛 

통합 순서를 지정한다. 비-안전-필수 컴포넌트가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향을 줄 수 없음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포함한다.

공식 인스펙션 보고서
모든 안전-필수 설계 결함은 주요한 것으로(반드시 

수정해야 함) 간주해야 한다.

코딩 표준
언어 제약사항, 피해야 할 기능 및 허용되지 않는 

프로그래밍 관행을 포함한다.

분석 보고서 모든 안전과 관련된 측면 또는 안전 우려사항을 식별

추적성 매트릭스
안전-필수 요구사항을 다루는 설계 컴포넌트를 식

별한다.

  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예비설계리뷰(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소프트웨어 중요설계리뷰(CDR, Critical Design Review)

 Ⅱ단계 안전 리뷰 또는 인수자나 프로그램에 특화된 시스템 안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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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테일러링 가이드라인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최대, 보통, 최소)을 결정하는 방법은 3.2절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테일러링을 참조한다. 

표 7-3 소프트웨어 설계 안전 활동

기법 또는 분석 안전 활동 수준

최소(MIN) 보통(MOD) 최대(FULL)

7.4.5 언어 제약사항 및 코딩 표준 ✯ ✯ ✯
7.4.6 방어적(defensive) 프로그래밍 ✓✓ ✯ ✯
7.5.1.1 치명도 분석

7.5.1.2 위험 리스크 평가
✓✓ ✯ ✯

7.5.2 설계 안전 분석 ✓✓ ✯ ✯
7.5.3 독립성 분석 ✓ ✓✓ ✯
7.5.4 설계 산출물의 공식 인스펙션 ✓ ✓✓ ✯
7.5.5 정형 기법과 모델 체킹  ⃠ ✓ ✓✓
7.5.6 설계 로직 분석  ⃠ ✓ ✯
7.5.7 설계 데이터 분석 ✓ ✓✓ ✯
7.5.8 설계 인터페이스 분석 ✓ ✓✓ ✯
7.5.9 설계 추적성 분석 ✯ ✯ ✯
7.5.10 소프트웨어 요소 분석 ✓ ✓✓ ✯
7.5.11 RMA  ⃠ ✓ ✓✓
7.5.12 동적 플로우그래프 분석  ⃠  ⃠ ✓
7.5.13 마르코프 모델링  ⃠ ✓ ✓✓
7.5.14 요구사항 상태 머신  ⃠ ✓ ✓✓

             

권고 코드
✯ 필수 ✓✓ 매우 권고됨
✓ 권고됨  ⃠ 권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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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설계

7.4.1 안전을 위한 설계        

  좋은 설계를 창출하는 것은 과학일 뿐만 아니라 예술(art)이다. 이 가이드북은 설계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나 “좋은” 설계인지 보증하는 과정을 다루지 않는다. 설계 방법을 가르치는 책은 많다. 

4.2.2절은 몇 가지 설계 방법론을 논한다.

  이 절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안전-필수 설계를 위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개념을 

나열하는 것이다. 설계자가 답변해야 할 질문을 제시하고, 안전한 설계를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언급한다. 이 절의 의도는 설계자가 안전 관점에서 설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안전-필수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설계이다. 이 “최소한의 리스크”는 위험원의 리스크(가능성 및 심각도), 소프트웨어 결함의 리스크, 

작업자 오류의 리스크 및 기타 유형의 리스크(예: 프로그램, 비용, 일정 등)를 포함한다. 가능하면 

식별된 위험원을 제거하거나, 설계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리스크를 줄이는 몇 가지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의 복잡도를 줄인다.

 사용자-친화적인 것 보다는(운 자 사용 패턴을 염두에 두기는 함) 사용자-안전을 위해 설계

한다. 11.9절은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한 인적 요소(human factors)에 대해 논한다.

 개발 및 통합 과정에서 테스트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더 높은 리스크 측면(위험원 제어 등)에 더 많은 설계 “자원”(시간, 노력 등)을 투입한다.

  SSP 50038(컴퓨터 기반 제어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42]은 최소한의 리스크를 위한 설계 기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명령/기능/파일/포트, 인터럽트, 셧다운/복구/안전화

(safing), 모니터링/감지 및 기타 설계 고려사항을 포함한다.

  설계 단계의 태스크, 아이디어 및 질문은 다음과 같다:

 기능 할당

o 안전-필수 요구사항을 구현할 모듈, 클래스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컴포넌트를 비-필수 

컴포넌트로부터 최대한 격리시켜야 한다.

o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수를 최소화한다. 필수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도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낮은 커플링).

o 컴포넌트를 안전-필수인 것과 아닌 것으로 분류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부서는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도록 이 결정을 리뷰해야 한다.

o 설계 계층 구조에서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위치와 기능을 문서화한다.

o 각 안전-필수 컴포넌트를 원래의 안전 요구사항으로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방법을 문서화한다.

o 안전과 관련된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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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컴포넌트의 실행 제어, 인터럽트 특성, 초기화, 동기화 및 제어에 대해 문서화한다. 모든 

유한 상태 머신(finite state machine)을 포함한다. 리스크가 높은 시스템의 경우 소프트

웨어 안전 제어에 방해가 되는 인터럽트는 피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인터럽트는 

우선순위 기반이어야 한다.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o 모든 컴포넌트 간의 기능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경우 다른 

컴포넌트와의 상호작용을 가능한 많이 제한해야 한다.

o 소프트웨어 내에서 공유된 데이터를 식별한다. 설계 시 안전-필수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분리해야 한다. 비-필수 컴포넌트는 안전-필수 데이터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비-안전

-필수 컴포넌트에 의한 부주의한 사용이나 변경으로부터 안전-필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o 안전-필수 데이터와 이에 접근하는 모든 컴포넌트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파일을 안전-필수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화한다.

o 각 인터페이스에 대해 ICD, SIS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설계 내용을 명세한다.

o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안전-필수 데이터를 식별한다.

 

 결함 감지. 복구와 안전화(Safing)

o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대한 오류 감지 또는 회복 계획을 명세한다. 

o 언어에서 생성되는 예외 및 예기치 않은 외부의 입력(예: 부적절한 명령이나 한계를 

벗어난 측정값)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포함한다.

o 위험한 작업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설계가 인적 오류 발생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결함이 고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설계는 어떻게 결함을 인식할 수 있는가? 위험원 발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설계에 무엇을 추가할 수 있는가?

o 운  중 메모리 테스트가 필요한가? 테스트는 언제 실행되는가? 테스트가 안전-필수 

기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가?

o 메모리 사용률을 체크하여 임박한 메모리 포화를 미리 경고한다.

o 안전화와 복구 조치를 설계할 때 실 환경의 조건과 그에 해당하는 임계시간(time to 

criticality)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자동 안전화는 최악의 (긴) 응답시간과 최악의 (짧은) 

임계시간 사이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위험원 제어가 될 수 있다.

o 임계시간이 실제 운 자 응답시간보다 짧거나 루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종종 자동 안

전화가 필요하다. 이는 안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시스템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둘의 조합으로 수행할 수 있다. 

o 크리티컬한 메모리 블록을 부주의한 손상이나 삭제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는가? 메모리 

관리 장치(MMU, Memory Management Units)가 있는 프로세서는 보호를 위한 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물리적(RAM) 주소 또는 논리적 메모리 주소를 사용하는 시스템

에서는 크리티컬한 메모리 주소에 대하여 동적 메모리 할당 루틴이 반환하는 주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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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논리적 주소와 물리적 주소가 서로 비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RC 값 또는 오류 보정 코드는 실수로 손상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감지 

및/또는 수정하는 소프트웨어 수단이다.

o 결함 및 고장 감내성은 어느 수준까지 구현해야 하며 이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독립적인 버전들(independent versions)을 사용하여 구현되었는가?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6.5.2절은 결함 및 고장 감내성에 대해 논한다. 7.4.2절은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상속이나 재사용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COTS(12 장 참조)

o COTS, 상속 또는 재사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위험원 분석을 수행했는가? 소프트

웨어의 분석, 테스트 또는 기타 검증에 대해 어떤 정보와 문서가 있는가?

o 이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잘 이해되는가? 누락된 기능은 무엇인가? 어떤 추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가?

o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안전-필수 컴포넌트와의 관계를 문서화

해야 한다.

 설계 타당성, 성능 및 여유(margin)

o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설계가 안전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프로토타입 또는 시뮬레이션 분석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컴포넌트에 대한 설계 

마진을 정의해야 한다.

o 샘플링 속도는 제어 시스템 및 물리적 파라미터의 예측되는 변경값과 노이즈(noise)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크리티컬하지 않은 신호를 측정하려면 샘플링 속도가 

최대 예상 신호 주파수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위신호 현상(aliasing)을 방지하기 위해). 

크리티컬한 신호 및 폐쇄 루프 제어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샘플링 

속도가 훨씬 더 커야 하며, 시스템 특성 주파수보다 10 배 이상 높은 경우가 일반적

이다[35].

o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시스템 안정성(stability) 보장하기 위한 양자화 노이즈(quantization 

noise)의 향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긴 워드 길이를 선택해야 한다[36]. 워드 길이와 

부동 소수점 계수의 선택은 전체 제어 시스템의 맥락에서 처리되는 파라미터와 관련하

여 적절해야 한다. 짧은 워드 길이는 시스템 불안정성과 잘못된 정보 해독을 야기할 

수 있다. 워드 길이가 너무 길면 소프트웨어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CPU 리소스에 대

한 과도한 요구, 일정 및 타이밍 충돌 등이 발생한다.

o 컴퓨터는 데이터를 읽고 결과를 계산 및 출력하기 위해 유한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어떤 제어 파라미터는 항상 유효하지 않을 수(out of date) 있다. 제어 시스템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타이밍 클럭 레퍼런스 정보(datum), 동기화 및 정확도(지터)를 체크

해야 한다. 작업 일정도 분석해야 한다(예: RMA(Rate Monotonic Analysis)을 활용하여

–7.5.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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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성

o 각 컴포넌트에 대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특히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성을 식별해야 한다.

o 모든 요구사항이 반드시 설계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 추적성 매트릭스나 다른 문서를 

유지하는 것은 이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o 각 안전-필수 설계 특징에 대한 테스트 및/또는 검증(verification) 방법을 식별한다.

 테스팅

o 테스트 가능하도록(testability) 설계해야 한다. 컴포넌트의 내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적절하게 테스트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o 프로토타입 코드에 대한 예비 테스트 결과를 평가하고 SDF(Software Development 

Folder, 소프트웨어 개발 폴더)에 문서화해야 한다.

o 안전-필수로 밝혀진 어떤 것이든 안전 엔지니어에게 보고해야 하며,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7.4.2 결함 및 고장 중심 설계  

  설계 단계의 주요 안전 목표는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한 수준의 고장 감내성(failure 

tolerance)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정의하는 것이다. 요구되어 지는 고장 감내성의 정도는 사용된 

결함 감소의 수준(예: 정형 기법)과 반비례할 수 있다. 그러나 결함 감소의 수준이 가장 엄격

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결함을 방지하지는 못하며,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고장 감내성이 필요

하다.

  결함 전이(Fault Propagation)는 한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소프트웨어(또는 하드웨어나 

사람) 결함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내에서 결함 전이를 방지하려면 안전

-필수 컴포넌트가 비-안전-필수 컴포넌트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오류를 

감지하고 오류가 전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수신측 컴포넌트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억제할 수도 있다.

 MWF(Must Work Functions)6

MWF는 독립적인 병렬 다중화를 통해 고장 감내성을 달성한다. 병렬 다중화가 엄 히 

독립적이 되려면 각 병렬 경로(path)에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N-버전 

프로그래밍(7.4.2.1절)이 적절하게 적용되면 소프트웨어는 종종 “다른” 것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진정한 독립성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두 개의 병렬 경로(string)가 독립적인 경우에 단일 고장으로 인해 두 경로가 모두 비활성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세 개의 병렬 경로이면 두 개의 고장으로 인해 세 개의 경로가 모두 

비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6 MWF 및 MNWF는 부록 F.2에서 예제와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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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WF(Must Not Work Functions)6

MNWF는 독립적인 다수의 연쇄적인 방지책(inhibit)을 통해 고장 감내성을 달성한다. 

연쇄적인 방지책이 독립적으로 간주되려면, 방지책들은 반드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프로세서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어되어야만 한다. 

   두 개의 연쇄적인 방지책이 독립적인 경우에 단일 고장, 사람의 실수, 이벤트 또는 환경이 

두 방지책을 모두 활성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세 가지 연쇄적인 방지책이 독립적인 

경우라면 두 개의 고장, 사람의 실수, 이벤트 또는 환경(또는 두 개의 단일 항목의 조합)

이 세 개의 방지책을 모두 활성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각각의 방지책이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다른 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예: N-버전 

프로그래밍, 7.4.2.1절 참조).

 결함/고장 감지, 격리 및 복구(FDIR, Fault/Failure Detection, Isolation and Recovery)

FDIR은 문제가 많은 역으로, 이 역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시스템 오경보, “가짜

(bogus)” 시스템 고장 또는 중요한 안전-필수 시스템 고장의 감지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FDIR 설계를 결정할 때는 장점은 물론 가능한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결함-감내 설계 기술은 다음을 포함한다:

 쉐도잉(컨버전스 테스팅(Convergence testing)). 안전-필수이며 비-이산(non-discrete)의 

연속적으로 변하는 파라미터의 경우, 유용한 다중화 기술은 컨버전스 테스팅 또는 “쉐도잉”

이다. 상위 수준의 프로세스는 하위 수준의 프로세스를 에뮬레이트하여 예상 성능을 

예측하고 하위 수준 프로세스에서 고장이 발생했는지를 결정한다. 상위 수준의 프로세스는 

불일치를 감지할 때 적절한 다중화 스위칭을 시행한다. 만약 시스템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다중화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그 상위 수준의 프로세스는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브셋이나 성능 저하된 셋(set)으로 바뀔 수 있다.

 빌트인 테스트(BIT, Built-in Test): 때때로 FDIR은 하위 수준 프로세서의 자체 테스트

(BIT)에 기반을 둘 수도 있는데, 하위 수준의 유닛이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양호한/불량 

상태를 상위 프로세서에 보고하는 경우가 그렇다. 상위 프로세서는 실패나 불량 상태를 

보고하는 유닛을 다른 유닛으로 교체한다.

 과반수 투표(Majority voting). 일부 다중화 설계는 과반수 투표를 기반으로 한다. 이 

기술은 고장 진단 기준이 복잡한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예: 안전하지 않은 조건이 단순한 

이진 값이 아닌 아날로그 값의 초과로 정의된 경우). 과반수 투표는 주어진 수준의 고장 

감내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더 많은 다중화를 필요로 한다: 3 개 중 2 개(2 of 3)는 

단일 고장 감내성을 달성한다; 5 개 중 3 개(3 of 5)는 두 개의 결함 감내성을 달성한다. 

과반수 투표를 달성하려면 홀수 개의 병렬 유닛이 필요하다.

 N-버전 프로그래밍. 7.4.2.1절 참조.

 결함 봉쇄 영역(Fault containment regions). 7.4.2.2절 참조.

 다중화 아키텍처. 7.4.2.3절 참조.

 복구 블록(recovery blocks)은 여러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하여 결함을 찾고 복구한다. 

블록의 결과는 인수 테스트와 비교하여 확인된다. 실패하면 다른 버전에서 결과를 계산

하는 프로세스가 계속된다. 각각의 연속적인 버전은 더 신뢰할 수 있지만 덜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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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버전이 실패하면 프로그램은 페일 세이프(fail safe)를 위한 방법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자원충분성(Resourcefulness). 자원충분성은 여러 방법을 통해 시스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목표가 특정 대상에 스캔 플랫폼을 포인트하는 것이라면 정확한 이동 

시나리오는 지정되지 않는다. +10도 또는 -350도 이동하든 동일한 위치를 가리킨다. 이 

접근 방식은 시스템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든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옵션을 제공하려면 기능이 풍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Abbott-Neuman 컴포넌트. 컴포넌트는 자체-보호(self-protecting) 및 자체-검사(self-chec

king)해야 한다. 자체-보호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가 충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호출하는 컴포넌트에 오류 표시를 반환한다. 자체-검사 컴포넌트는 자체 오류를 

감지하고 복구를 시도한다.

 자체-검사는 다른 기술(예: N-버전 프로그래밍과 복구 블록)에서 사용하는 동적인 결함 

감지 유형이다. 다양한 자체-검사는 복제(반드시 데이터가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는 복사본), 

합리성(시스템의 다른 데이터에 근거하여 데이터가 합리적임) 및 구조적(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올바르게 조작하는 컴포넌트)인 것을 포함한다.

7.4.2.1 N-버전 프로그래밍
 

  N-버전 프로그래밍은 고장 감내 행위를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개의 독립적인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실행된다. 응답이 모두 일치하면 프로세스가 계속된다. 

만일 불일치하면 올바른 답변을 결정하기 위하여 투표(voting) 방법을 사용한다.

  과거에 일부 NASA 정책 문서에서는 고장 감내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시도에서 N-버전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도록 필수적으로 규정해왔다. 참고문헌[42]는 N-버전 프로그래밍에 대한 JSC

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들은 기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N-버전 

프로그래밍을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N-버전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는 독립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는 NSTS 페이로드에 N-버전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때 작고 단순한 기능

으로 제한하지만 엔진의 NSTS 전원 공급에도 N-버전 프로그래밍을 적용한다.

  NSTS 1700.7B 조항에 따르면, 동일한 운 체제를 실행하는 두 개의 프로세서는, 응용프로

그램이 N-버전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정도와 관계없이 서로 독립적이지도 않고 고장-감내적

이지도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N-버전 프로그래밍 사용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 다. 특히 Knight와 

Leveson[43]은 N-버전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실험 결과를 공동으로 보고하여 이 기술이 대체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NASA 내에서 Butler와 Finelli[44]는 N-버전 프로그래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심지어 “역효과를 낳는”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했지만 실행하기 전에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N-버전 프로그래밍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오류의 개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NASA의 한 실험 항공기 연구에서 테스팅 중 발견된 모든 소프트웨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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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 관리 시스템에 있는 오류의 결과 다. 제어 소프트웨어는 결점 없이 작동했다! N-버전 

프로그래밍의 또 다른 문제는 진정한 독립성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별도의 팀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이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연구가 있다.

  참고문헌[45]는 N-버전 프로그래밍에 대한 유용한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7.4.2.2 결함 봉쇄 영역(FCRs, Fault Containment Regions)

  소프트웨어 결함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FCRs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필수 소프트웨어에서 안전-필수 컴포넌트로; 하나의 다중화 소프트웨어 장치에서 다른 

것으로 또는 안전-필수 컴포넌트에서 다른 것으로 결함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 위험한 결함 

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FCRs을 충분히 격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방화벽이나 호출 체크

(come-from checks)와 같은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FCRs는 하드웨어로 분할되거나 방화벽을 치는 것이 가장 좋다. Levson[9]은 운 체제에서 

응용프로그램을 분리하는 것과 같이 “논리적인” 방화벽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방어적 프로그래밍 기술과 내부 소프트웨어 다중화(예: 인증 코드 또는 

암호화 키 사용)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NASA에서는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위험 완화로 간주할 뿐이며 위험원 제어로 여기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소프트

웨어/논리적인 안전장치는 하드웨어 고장이나 EMI/방사선 효과에 의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FCRs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서로 다른 독립 하드웨어 프로세서에서 

FCRs를 관리하는 것이다. 때로는 특정 하드웨어 형상에 따라 동일한 프로세서에서 관리되는 

독립적인 FCRs이 용인될 수 있다(예: FCRs을 별도의 메모리 칩에 저장하고, 동일한 CPU에서 

동시 또는 병행(simultaneously or concurrently)하여 멀티태스킹하지 않음).

  독립성을 달성하는 방법은 참고문헌[35](“The Computer Control of Hazardous Payloads”, 

NASA/JSC/FDSD, 1991-7-24)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FCRs은 참고문헌[42](SSP 50038 

“Computer Based Control System Safety Requirement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lpha”)에 정의되어 있다.

7.4.2.3 다중화 아키텍처

  다중화 아키텍처는 운  방식에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을 말한다. N-버전 프로그래밍과 달리 

두 버전은 동일하게 작동할 필요가 없다. 주(primary) 소프트웨어는 고성능 버전이다. 이 소프트

웨어는 실행하고자 하는 “일반” 소프트웨어이며, 필요한 모든 기능,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그러나 고성능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위험에 향을 끼치는 문제나 고장이라면 

“고보증(high-assurance)” 커널(안전 커널이라고도 함)에 제어권이 넘어간다. 고보증 커널은 고

성능 소프트웨어와 같거나 제한적인 범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보증 커널은 분명히 덜 최적화될 것이다(느리고, 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처리할 수 있는 부하에 대한 한계가 낮은 등).

  Carnegie Mellon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SEI)의 Simplex Architecture[46]는 다중화 

아키텍처의 예이다. 이 아키텍처는 고성능/고보증 커널, 주소 공간 보호 메커니즘, 실시간 스케

줄링 알고리즘 및 컴포넌트 간의 동적 통신 방법을 포함한다. 이 프로세스는 주 기능을 고보증 



NASA-GB-8719.13 (한글판)144

커널과 고성능 서브시스템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분석적 다중화(analytic redundancy)를 필요로 

한다.

7.4.3 COTS 선택 및 컴포넌트 재사용  

  설계 단계의 초기에, 때로는 요구사항 정의 중에도 “있는 그대로(as-is)” 사용이 가능한 상용 

자원(COTS, Commercial Off-The-Shelf)으로서 기성품(OTS, Off-The-Shelf)인 아이템(소프트

웨어, 하드웨어, 또는 둘 다)을 사용하기 위한 결정이나 다른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예: GOTS, Government Off-The-Shelf)을 재사용하기 위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아이템을 수정하면 MOTS(Modified Off-the-Shelf) 아이템이라는 다른 범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OTS 아이템에는 운 체제, 프로세서 및 장치 마이크로코드, 기능 라이브

러리가 있다. 이러한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맞춤형 개발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 

또한, 특히 예산 및 일정 제약에 직면했을 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강

하다. 정부에서는 유사하지만 훨씬 더 비싼 제품을 맞춤 개발하는 대신 상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

  12.1절 계약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서는 OTS 및 재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더 

자세히 다룬다. OT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이전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기로 결정

하기 전에 많은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OTS 소프트웨어는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추가 분석, 테스트, 글루웨어 코드 개발 및 기타 활동으로 인해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이 절에서는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의 OTS 소프트

웨어에 대한 추가 분석 및 테스트에 대한 권장 사항도 제공한다.

  12.2절 계약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서는 내부에서 개발하지 않은, 계약자가 만든 맞춤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슈를 설명한다.

7.4.4 언어, 개발 도구 및 운영체제 선택  

  설계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 소프트웨어 생성에 사용되는 도구 및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OS(운 체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언어, 도구 및 OS 선택이 

소프트웨어 안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운 체제는 다른 운 체제보다 “안전” 특성이 더 

많다. 몇몇 도구를 사용하면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할 때,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후보 언어 간의 메모리 

크기(풋프린트)와 알고리즘 실행 속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특정 프로세서 및 개발 

플랫폼에 대해 언어를 지원하는 도구(컴파일러, 통합 개발 환경 등)가 있는지, 해당 언어에 대한 

교육 및 경험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용한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필수 응용프로

그램이나 컴포넌트를 개발할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안전함(safeness)”이 최우선 요인이 되어야 

한다.

  “안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소스코드에서 오브젝트 코드로의 변환이 엄격하게 검증될 수 있는 

언어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안전 서브셋(safe subsets)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컴파일러는 종종 

인증 받으며, 소스코드를 오브젝트 코드로 올바르게 변환하는 것을 보증한다. 더 일반적인 의미

에서, “안전한” 언어는 좋은 프로그래밍 관행을 지키고 실행 시간이 아닌 컴파일 시간에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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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언어이다. 안전한 언어는 엄격한 데이터 타입, 배열의 경계 검사, 포인터 사용 제한과 같은 

여러 특징이 있다.

  4.6절 안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래밍 원칙에는 개발자와 안전 엔지니어를 위한 안전-필수 코딩 

사례에 대한 기술 개요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코딩 사례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

(language constructs)의 사용을 제한한다.

  11.1절에서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준을 소개한다. 일부 언어는 

안전-필수 응용 분야에 적절해서 리스크를 낮추지만, 그 밖에는 덜 “안전”하며 만일 선택한다면 

소프트웨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과 테스트가 필요하다. 해당 절은 적절한 경우

에서의 언어의 안전 서브셋과 소프트웨어 개발 시의 일반적인 오류(“버그”)를 기술한다.

  언어를 선택할 때 언어 “환경”(컴파일러, 통합 개발 환경(IDE), 디버거 등)도 고려해야 한다. 

컴파일러가 인증되었는가? 컴파일러에 대한 알려진 결함(defect)이나 오류 목록이 있는가? 코드 

편집기가 언어별 용어의 색상을 강조하거나 변경하여 문제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가? 준수성을 

강제하기 위해 컴파일러에서 경고를 오류로 발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가?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하고 소스코드의 어셈블리 코드를 볼 수 있는 디버거가 있는가?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안전한 소프트웨어 생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최고의 언어는 좋은 

프로그래밍 관행을 시행하고, 컴파일러가 버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소프트웨어를 쉽게 

검증하게 만드는 요소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함”과 신뢰성은 요구

사항 및 설계의 정확성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은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며 언어의 “가장 안전한” 것조차도 뒤엎을 수 있다. 안전을 포함한 모든 요소의 

균형을 기반으로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운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및 개발 도구를 선택할 때 살펴봐야할 사항에 대한 제안 사항은 

11장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에 설명하 다. 

11.1  프로그래밍 언어

11.2  컴파일러, 편집자, 디버거, IDE 및 기타 도구

11.3  CASE 도구 및 자동 코드 생성

11.4  운 체제

7.4.5 언어 제약사항 및 코딩 표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관한 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부 측면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표준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을 수 있다(그 때문에 컴파일러마다 서로 다르다). 그것들은 

시스템에 유해하거나 원하지 않는 기능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다(너무 오래 인터럽트를 비활성화 

하는 등). 또는 그것들은 단순히 “나쁜 관행(bad practice)”(종종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많은 

결점을 초래하는 기능 및 구조)일 수 있다.

  설계가 실제 코드로 구현되기 전에, 선택한 언어의 잠재적 문제와 같은 것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초기 언어 선택 프로세스 일부로 수행할 수 있다.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특정 

언어 구조를 회피하도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재교육하는 것 보다는 “좋은 관행”을 사전에 

시행하는 것이 훨씬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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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 표준은 이러한 언어 제약사항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코딩 표준은 어떤 소프트웨어 

구조, 라이브러리 기능 및 기타 언어별 정보를 반드시 사용하거나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보통은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안전한” 서브셋을 만들어낸다. 코딩 표준은 

소프트웨어 설계자가 사용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 특정 언어의 

“안전한” 버전일 수도 있다.

  프로세스 컴파일러는 내부적으로 고수준의 언어를 기계 연산자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며 머신 

연산자가 정의되지 않았거나 컴파일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적 메모리 

할당을 구현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언어 사양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러마다 다르다. 

심지어 특수 목적의 컴파일러도 프로세스가 구현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할당된 

메모리 위치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그것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전역 아이템이 초기화되는 순서이다. 코딩 표준은 이미 초기화된 

전역 아이템에 의존하는 다른 전역 아이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코딩 표준에 동의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프로

그래머가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머는 표준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안전에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코딩 표준이 논의되는 모든 회의에 소프트웨어 설계자 및 소프트웨어 리더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사람들이 참석해야 한다. 

  코딩 표준에는 들여쓰기 패턴 및 주석 형식과 같은 소스코드의 모양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별도의 코딩 스타일 문서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가 코딩 스타일에 동의하지 않아 코딩 표준이 보류되는 문제를 방지한다. 여러 면에서 

사소하지만 코딩 스타일 요구사항은 다른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전형적인” 오류가 코드에 삽입되기 어렵게 만들고, 인스펙션 중에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합의된 코딩 표준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소프트웨어 공식 인스펙션과 비공식 리뷰에 

사용한다. 인스펙션 과정에서 표준에 부합하도록 강제하고 “스타일” 이슈는 안전 문제만큼 높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스타일 이슈는 코드의 가독성에 심각한 향을 미치거나 프로

젝트에서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무시될 수 있다.

  일부 개발 도구는 코딩 표준을 강제할 수 있다. 개발 도구를 선택할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1.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

7.4.6 방어적 프로그래밍  

  방어적 프로그래밍(defensive programming)은 소프트웨어가 자신에게 던져진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gracefully)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즉, 결함이 고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 기술 및 알고리즘의 모음이다. 당신이 관심 가지는 결함

(faults/defects)이 소프트웨어에 있을 수도 있고(예: 부정확한 로직), 시스템의 다른 프로그램

(예: 유효하지 않은 메시지 송신), 하드웨어 결함(예: 센서가 잘못된 값을 반환함), 운 자 오류

(예: 명령을 잘못 입력함)에 있을 수도 있다.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어떤 것이든 던질 수 있는 

적대적인 환경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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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를 설계해야 한다. 

  방어적 프로그래밍의 간단한 예는 입력 변수에 대한 범위 체크를 하는 것이다. 변수가 1~10 범위에 

있어야 한다면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이를 확인한다. 입력 변수가 해당 범위를 벗어나면 소프트

웨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전체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한 가지 옵션은 해당 함수에서 처리를 중지하고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범위를 벗어난 값을 미리 설정된 기본 값으로 바꾸는 것이다. 세 번째 옵션은 예외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상위 수준의 에러 핸들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또 다른 한 가지 옵션은 계속 진행

하여 결함(잘못된 입력 숫자)이 결국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는다.

  방어적 프로그래밍의 또 다른 예는 호출 체크(“come from” check)이다. 크리티컬 루틴은 그

것들이 특정 순간에 실행되어야 하는지 테스트한다. 검사가 유효하지 않다면 그 치명적 루틴이 

실행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오류 메시지를 발행한다. 이러한 “호출” 체크를 구현하는 방법은 이전 

과정마다 비트 플래그를 설정하는 것이다. 적절한 비트가 모두 설정되면 크리티컬 루틴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허가된다.

  결함(defects/faults)과 오류 처리를 위한 전략은 프로그램 초기에 고려해야 한다. 각 함수(루틴, 

메소드 등)는 입력 변수를 체크하거나, 함수 호출 과정에서 변수를 넘기기 전에 변수 체크를 하

는가? 상위 수준의 에러 핸들링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전달되는가? 특정 결함이 허용되며, 고장이 

발생할 때(또는 발생하면) 이에 따른 고장이 처리되는가? 선택한 전략과 상관없이 일관성이 중요

하다. 모든 함수, 메소드, 모듈, 유닛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같은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7.4.2절은 결함 및 고장 감내성을 다룬다. 방어적 프로그래밍은 여러 면에서 그 전략보다는 

수준이 낮다. 그러나 실제 구현 세부 사항을 더 많이 다루며 언어 특화적이다. 방어적 프로그래밍은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계획해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지 않고 여기서 논의된다.

  8.4.1절에서는 방어적 프로그래밍 체크리스트의 개발을 요구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코드를 개발

하는 동안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것이다. 언어 별 문제 역 및 모범 사례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프로그래밍 전략도 이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

7.4.7 통합 테스트 계획

  이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주요 컴포넌트(유닛)는 정의되어 있다. 유닛의 통합 순서와 

실행할 통합 테스트를 결정할 때이다. 일부 유닛은 실행을 위해 실제 하드웨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 개발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하드웨어 일부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느라 통합 

테스트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안전-필수 컴포넌트를 통합시킬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통합 테스트는 유닛 간의 예기치 않은 

상호작용을 찾는 시점이다. 안전-필수 유닛이 먼저 통합되고 비-필수 유닛이 나중에 통합되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각 유닛이 추가될 때 안전-필수 유닛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테스트를 권장한다. 안전-필수 유닛의 조기 통합은 프로세스 후반에 통합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테스트를 거친다는 장점이 있다. 각 추가 테스트는 결함(defects)을 찾을 수 있는 



NASA-GB-8719.13 (한글판)148

가능성을 열어준다. 무결함(defect-free) 테스트를 할 때마다 안전-필수 유닛의 신뢰(confidence)가 

높아진다.

7.4.8 복잡도(Complexity)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인터페이스의 복잡도를 평가해야 한다. 복잡도 수준이 코드의 이해 

가능성, 신뢰성 및 유지관리성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복잡한 데이터 및 명령 

구조를 철저하게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 복잡한 소프트웨어는 유지하기 

어렵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추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로를 치

하게 고려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복잡한 데이터 및 명령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고난도의 프로그램 

뒤얽힘(interweaving)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한 언어 및 구조적 메트릭이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한다. 

다음 참조는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침을 제공한다.

1. “Software State of the Art: selected papers”, Tom DeMarco, Dorset House, NY, 2000.

2. “Black-Box Testing: Techniques for Functional Testing of Software and Systems”, 

Boris Beizer, Wiley, John & Sons Inc., 1995

3. “Applying Software Metrics”, Shari Lawrence Pfleeger and Paul Oman, IEEE Press, 1997

4. “A Framework of Software Measurement”, Horst Zuse, Walter deGruyter, 1998

5. “Metrics and Models in Software Quality Engineering”, Stephen Kan, Addison 

Wesley, 1995

6. “Object-Oriented Metrics: Measures of Complexity”, Brian Henderson-Sellers, 

Prentice Hall, 1996

7. “Software Metrics: A Rigorous and Practical Approach”, Norman E. Fenton, PWS 

Publishing, 1998

8. “Function Point Analysis: Measurement Practices for Successful Software Projects”, 

David Garmus and David Herron, Addison, 2000

  언어적 측정은 내용에 관계없이 텍스트의 일부 속성(예: 코드 라인 수, 기능 점수, 문장의 수, 

연산자의 수 및 유형, 토큰의 총 수 및 유형 등)을 평가한다. Halstead의 Metrics는 이러한 여러 

인자에 대한 잘 알려진 척도이다.

  구조적 메트릭은 소프트웨어 내의 제어 흐름 및 데이터 흐름에 초점을 맞추며 일반적으로 

그래픽 표현으로 매핑할 수 있다. 링크 및/또는 호출 수, 노드 수, 중첩 깊이 등과 같은 구조적 

관계를 조사하여 복잡도를 측정한다. McCabe의 Cyclomatic Complexity 메트릭은 이러한 유형의 

복잡도 평가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사용되는 메트릭이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가 항상 구조화된 복잡도 메트릭에 쉽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참조 6 

(상단)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의 복잡도 메트릭을 설명한다. 이러한 메트릭은 다음과 같다: 

클래스당 가중치 메소드, 상속 트리의 깊이, 자식(서브클래스)의 수, 객체간 커플링 정도, 객체의 

응집도, 그리고 평균 메소드 복잡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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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술에 사용되는 리소스는 상세 설계, 고급 언어 기술(description), 모든 소스코드나 

슈도코드(pseudocode) 그리고 자동화된 복잡도 측정 도구이다. 이 프로세스의 산출물에는 복잡도 

측정치, 예측 오류 추정치, 추후의 분석을 위해 식별한 높은 복잡도 또는 단순화를 위한 고려사항 

등이 있다.

  이러한 메트릭을 제공하는 몇 가지 자동화된 도구가 있다. 복잡도의 수준과 유형은 추가 분석 

또는 테스트가 필요한 역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 때로는 매우 복잡한 구조(예: case 문)가 실제로 더 단순하고, 간단한 프로그래밍 방법일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 동안 오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권장 사항 :

  설계 제품에 McCabe 또는 Halstead와 같은 하나 이상의 복잡도 추정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자동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설계, 슈도코드 또는 프로토타입 코드를 도구로 

실행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가 없다면 상세 설계에서 치명적인 역에 대해 

조사하고, 깊은 중첩, 전달해야 할 파라미터 많은 경우,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집약적이고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예비 코드를 조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참조는 복잡도를 추정할 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복잡도 제한을 강제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복잡도를 제한하면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McCabe는 사이클로매틱 복잡도 한계를 10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했지만, 최대 15가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제한값을 10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프로젝트보다 여러 운 상의 이점을 가진 프로젝트에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련된 

직원, 정형(formal) 설계,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적 프로그래밍, 코드 워크쓰루,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즉, 개발 그룹에서 10 이상의 복잡도를 선택

할 수 있겠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에 입각하여 선택하고 더 복잡한 모듈에 추가적인 테스팅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한다.” [93]

  복잡도는 개별 모듈이나 클래스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인터페이스의 복잡도는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유형의 복잡도이다. 모듈 수가 증가하면(아마도 개별 모듈 복잡도에 대한 제한 때문일 

수 있음) 인터페이스 수도 증가한다. 소프트웨어의 다른 요소도 복잡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의 거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통해 

다른 부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특히 프로그램을 읽어서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복잡도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92].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를 줄이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다. 이것은 모든 다양한 유형의 복잡도(모듈, 

인터페이스, 통신 등)의 균형과 관련있다. 종종 한 역의 복잡도를 줄이면 다른 역의 복잡도가 

증가한다. 정확한 균형은 프로젝트 팀에서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잘 이해되지 않거나, 상세한 

인스펙션이나 리뷰를 하지 않을 예정이거나, 철저히 테스트하지 않을 수 있는 역에 대한 복잡도는 

제한해야 한다. 팀이 경험했거나, 잘 이해했거나, 엄격한 리뷰 및 테스트를 거친 소프트웨어에는 

더 높은 복잡도가 용인될 수 있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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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기능 점수(Function Points)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즈 메트릭은 소프트웨어 코드 라인 수(SLOC, Software Line Of 

Code)인데, 측정하기는 쉽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특정 기능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코드 

라인 수는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C++보다 어셈블리 언어에서 더 많은 라인 수가 

필요하다. 라인 수를 집계하는 것은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행될 수 있으며, 사전 

코딩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기능 점수는 코딩의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닌 최종 사용자에 초점을 맞춘 SLOC를 대체하는 측정

이다. 기능 점수 분석은 1979년 IBM의 Allan Albrecht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983년에 개정되었다. 

FPA 기술은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능을 정량화한다.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가 다루고자 하는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초기 요구사항 

정의에서 온전한 운 에 이르기까지 개발 프로젝트의 수명 전반에 걸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기능 점수의 메트릭은 다음 요소 개수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사용자 입력(user inputs)은 소프트웨어에게 응용프로그램-지향 데이터를 제공한다.

 사용자 출력(user outputs)은 사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지향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서, 

화면, 오류 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보고서 내의 개별 데이터 항목은 별도로 계산되지 않

는다.

 사용자 질의(user inquiries)는 온라인 입력이며, 온라인 출력 형태의 즉각적인 소프트웨어 

응답을 생성한다. 검색 엔진에 질문을 입력하는 것이 질의가 될 수 있다.

 파일(files)에는 물리적 파일과 논리 파일(정보의 그룹)이 모두 포함된다.

 외부 인터페이스(external interfaces)는 다른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계 판독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이다.

  가중치(weighting) 요인은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를 기반으로 한다.

  David Garmus와 David Herron의 “Function Point Analysis: Measurement Practices for 

Successful Software Projects”(7.4.8절의 참조 8)은 기능 점수 계산 및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International Function Point Users Group (IFPUG, http://www.ifpug.org/)은 기능 점수 사용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7.4.8.2 기능 점수 확장                  

  기능 점수는 비즈니스(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지향적이므로, 실시간, 프로세스 제어 및 임베

디드 소프트웨어와 같은 시스템 및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확장이 필요하다.

  특징 점수(Feature Points)는 그러한 확장 중 하나이다. 이 메트릭은 알고리즘 복잡도를 고려

한다. 특징 점수 값은 가중 기능 점수 요소와 가중 알고리즘 수의 합계이다. 알고리즘에는 매트

릭스 반전(inverting a matrix), 비트 스트링 디코딩 또는 인터럽트 처리와 같은 작업이 포함된다. 

특징 점수는 Capers Jones가 1986년에 개발했다.

  “3D 기능 점수”는 실시간 및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해 Boeing에서 개발했다. Boeing 접근 

방식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및 제어 관점을 통합한다. 데이터 관점은 기본적으로 

표준 기능 점수이다. 기능 관점에서는 변환(transformations) 횟수를 측정하는데 변환 횟수는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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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출력 데이터로 변환하는 내부적인 연산의 수다. 제어 관점은 상태 간의 전환

(transitions) 횟수로 측정된다.

7.4.9 유지관리성과 신뢰성을 위한 설계  

  유지관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성 관점에서 설계의 품질을 평가

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 기준을 합칠 수 있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이전에 개발된 메트릭은 

사이클로매틱 복잡도, 코드 라인 수, 주석 비율을 포함한다. 객체 지향 메트릭에는 클래스당 

가중치 메소드, 클래스에 대한 응답, 메소드의 응집력 부족, 객체간의 커플링, 상속 트리의 깊이 

및 자식 수가 포함된다. 유지관리성 지수(Maintainability Index)는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SEI)가 개발했으며 널리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의 조합을 사용하여 계산

한다[103].

  기본적으로 이러한 메트릭이 하는 것은 설계의 품질 평가이며, 품질은 소프트웨어가 장기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많은 메트릭이 설계의 부분들을 평가하고 값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응집도는 클래스 내의 어떤 메소드가 다른 메소드와 관련이 있고 

잘 엮여서 함께 동작하는 정도를 말한다. 응집도 값이 높으면 클래스 세분화가 양호함을 나타낸다. 

응집도 부족 또는 낮은 응집도는 더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메트릭과 더불어 프로젝트는 유지관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기 위해 다음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조기 계획 - 소프트웨어 수정 사항 및 방법 예상

 모듈식 설계 - 서브셋을 정의한다; 기능을 단순화한다(1 개 기능/모듈)

 객체 지향 설계

 통일된 규칙

 명명 규칙

 코딩 표준

 문서화 표준

 공통 도구 세트

 형상 관리

  유지관리 단계(10.5절)도 중요하다. JSC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비용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를 초과하며, 전체 시스템 비용의 80~90 %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들어

가는 것으로 추정한다. 만일 이 단계가 제대로 계획되지 않으면 개발 단계에 투입된 추가 노력이 

낭비된다. 유지관리 단계가 조기에 계획되어 유지관리성이 소프트웨어에 빌트인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변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에서 유지관리로의 전환을 포함한 

유지관리 단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계획에는 유지관리가 수행되는 방법, 허용되는 변경 유형, 

유지관리의 각 측면을 책임지는 사람, 유지관리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 필요한 자원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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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메트릭을 모으고 이를 적절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IEEE 표준 982.2-1988에는 소프트

웨어 신뢰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39개의 메트릭이 나열되어 있다. IEEE 표준에서는 

이들을 모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적용할 항목을 결정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서로 다른 

수명주기 단계에서 서로 다른 메트릭을 모으고 메트릭과 단계를 상호 참조하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권장한다. 이 표준은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먼저 올바르게 해야 한다 - 숙련되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초기 사용자 참여; 

최신의 방법, 언어 및 도구를 사용한다.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수정해야 한다 – 리뷰, 인스펙션, 프로토타이핑,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결함을 조기에 감지한다; 신뢰성은 제품으로 테스트될 수 없다.

 모니터링 해야 한다 - 메트릭을 수집한다; 메트릭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목표를 명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AIAA/ANSI R-013-1992에는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추정하기 위한 11 단계의 일반적인 절차가 

있다:

 응용프로그램 식별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할당

 고장 정의

 운  환경 특징 정의

 테스트 선택

 모드 선택

 데이터 수집

 파라미터 추정

 모델 검증

 분석 수행

  또한 이 문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또는 관리 활동에 대한 분석 절차의 세부사항을 

제공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소프트웨어 신뢰성 엔지니어링 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서의 6장에서 많은 소프트웨어 신뢰성 추정 모델을 소개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IEEE Technical Council on Software Engineering (TCSE) Committee on 

Software Engineering Reliability Engineering의 웹 사이트(http://www.tcse.org/sre )에 있다. 

  취해진 접근 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가 신뢰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증거를 문서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신뢰성 사례(reliability case)를 작성할 수 있다. 

신뢰성 사례는 현존하는 문서여야 하며, 신뢰성과 관계된 소프트웨어 개발의 다양한 단계에서 

수행된 작업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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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정보를 위한 문헌:

 IEEE Std 1219-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Maintenance

 “Realities of Software Sustainment vs. Maintenance”, Crosstalk magazine, May 1997

 Review of “Practical Software Maintenance”, Journal of Software Maintenance and 

Practice, May 2000

 “A JPL Software Reliability Study and a Windows-based Software Reliability Tool” 

by Allen P. Nikora/JPL

 “The Prediction of Faulty Classes Using Object-Oriented Design Metrics” by Emam 

and Melo, November 1999,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A Practical Software-Reliability Measurement Framework Based on Failure Data” by 

Minyan, Yunfeng and Min, IEEE 2000 Proceedings Annual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Symposium

 “Software Quality Metrics for Object Oriented System Environments”, 

http://ourworld.compuserve.com/homepages/qualazur/$swmesu2.htm

 “Software Reliability Cases: The Bridge Between Hardware, Software and System 

Safety and Reliability”, IEEE 1999 Proceedings Annual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Symposium

 “Maintainability Index Technique for Measuring Program Maintainability”, 

http://www.sei.cmu.edu/activities/str/descriptions/mitmpm.html

 “Software Design For Maintainability” from JSC

 IEEE Std 982.2-1988 IEEE Guide for the Use of IEEE Standard Dictionary of 

Measures to Produce Reliable Software

 AIAA/ANSI R-013-1992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Reliability

7.5 설계 분석  

  소프트웨어 예비(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구현할 고수준의 설계를 

개발한다. 6.5절에서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은 이 프로세스의 일부인 고수준 소프트

웨어 설계에 통합된다. 설계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체에서 사용될 안전 설계 특징 및 방법(예: 방지책, 트랩, 인터락, 어썰션)의 식별을 포함한다.

  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및 다양한 

소프트웨어 계층(운 체제, 장치 드라이버, 응용프로그램, API 등)에 할당된다. 이러한 상위 수준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형상 항목(CSCIs, Computer Software Configuration 

Items)에 해당한다. 이후 개별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CSCs, Computer Software 

Component)가 상위 수준 컴포넌트 내에서 식별된다.

  CSCs의 일부는 안전-필수 요구사항 또는 특징을 구현하거나 다른 안전-필수 CSCs와 함께 

작동한다. 이러한 CSCs는 안전-필수로 지정된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안전 기능을 구현하거나 

안전 기능에 잠재적으로 향을 미치거나 다른 모든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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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정상 작동 중에는 안전-필수 데이터 역에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 

기록이 가능하다면 안전-필수이다. 해당 컴포넌트의 오작동은 시스템 안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안전 분석은 설계를 대상으로 수행되며, 잠재적 위험원을 식별하고 안전-필수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분석한다. 안전과 관련된 테스팅이 수행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초기 테스트 계획을 

검토한다. 더 자세한 정보가 생기면 이전에 시작된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을 업데이트한다.

  상세(크리티컬) 설계 단계 동안 소프트웨어 산출물(설계 문서)이 크게 발전한다. 이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엄격한 분석을 수행 가능하게 한다. 상세 설계 분석은 상세 설계서, 에뮬레이터, 

슈도코드 프로그램 기술 언어(PDL, Program Description Language) 결과물과 같은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CASE 도구의 코드 생성기가 생성한 예비 코드도 평가해야 한다.

  최종 코드에 사용되는 많은 기술은 설계 결과물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코드와 유사한 상세 설계에는 최종 코드에 적용하기로 계획된 분석을 처음으로 적용할 것이 권장

된다. 이를 통해 수정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최종 코드에 도달하기 전에 더 많은 오류를 잡아

낼 수 있다.

7.5.1 이전 분석 업데이트 

  이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이 컴포넌트에 할당되기 시작한다. 단일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종종 단일 개발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목적, 다기능의 엔터티 

세트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여러 컴포넌트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듈로 

나눠질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체크리스트는 모든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나열되는 소프트

웨어 요구사항 단계 동안에 만들어져야 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모든 안전 요구사항이 설계에 통

합되어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드에 통합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전의 많은 분석들은 필요한 세부 사항이 부족한 채로 시작될 수 밖에 없었다. 설계 프로세스 

동안에 이러한 분석을 다시 논의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표 7-4 이전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

분석 가이드북 절(section)

예비 위험분석(PHA) 2.3.1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위험분석 2.3.4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플로우-다운 분석 6.6.1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 6.6.2

타이밍, 사이징 및 처리량 6.6.6

소프트웨어 FTA(Fault Tree Analysis) 6.6.7

소프트웨어 FMEA 6.6.8

제어 흐름 및 정보 흐름 분석 6.6.3.2, 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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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 치명도 분석                

  일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안전-필수지만 일부는 아니다. 치명도 분석을 기반으로 안전-필수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각 컴포넌트에 치명도(criticality) 지표가 이제 반드시 할당되어야 한다( 

6.6.2절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 참조). 설계 단계의 안전 활동은 식별된 위험원을 위험원에 향을 

미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CSCs)와 관련시키는 것이다.

  모든 안전-필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해당 컴포넌트와 관련된 안전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매트릭스를 개발해야 한다.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컴포넌트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필수 컴포넌트와 공유하는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안전-

필수 컴포넌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컴포넌트가 포함된다. 안전-필수로 지정하는 것은 이 분석에서 

식별된 모든 컴포넌트(클래스, 모듈, 서브 루틴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엔터티)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7.5.1.2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리스크 평가  

  안전-필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CSCs)가 식별되면 리스크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한다. 모든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대해 설계 수준 이상의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두를 동일한 깊이로 분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개별 안전-필수 컴포

넌트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한다:

• 시스템 리스크 지표(표 2-3)

• 위험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제어 정도, 또는 다른 제어나 완화에 대한 향 정도

• 다중화 제어의 양(예: 소프트웨어에 대한 백업으로서의 하드웨어 제어)

• 컴포넌트의 복잡도

• 시스템의 타이밍 치명도

  6.6.2절 요구사항 치명도 분석 및 7.5.1.1절 치명도 분석은 각 컴포넌트가 안전-필수인지 

여부에 “예” 또는 “아니요”를 할당하지만,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프로세스는 더 

나아간다. 각 안전-필수 컴포넌트는 앞서 소개한 표 3-3 소프트웨어 리스크 매트릭스의 5

단계 등급에 따라 개발 활동, 분석 및 검증 활동 정도에서 우선한다.

이 활동의   목적은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거나(소프트웨어 안전 활동(표 3-5)에 의해 

결정된 것 이상으로) 더 적은 노력이 필요한 안전-필수 컴포넌트를 식별하는 것이다. 많은 

기술과 분석이 소프트웨어 전체에 걸쳐 적용되지만 일부는 다양한 수준의 개별 컴포넌트

에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전-필수 설계 또는 코드 요소에 대해서는 공식 인스

펙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활동 내에서 각 컴포넌트에 대한 인스펙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리스크가 높은 컴포넌트는 설계 및 코딩의 모든 단계에서 인스펙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리스크가 낮은 컴포넌트에는 코드 인스펙션만 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심각도(severity)와 고장 확률에 대한 결정은 때때로 안전 그룹과 프로

젝트 사이에서 논쟁의 근원이 된다. 의견 충돌은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무엇이 진정한 

안전-필수인지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의 “승인” 획득은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일찌감치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개발 주기의 후반에 프로젝트가 안전 코드나 테스트를 추가하도록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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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문제를 방지한다. 

7.5.1.3 소프트웨어 FTA 및 소프트웨어 FMEA  

  이제 요구사항 단계에서 생성된 예비 소프트웨어 폴트 트리(Fault Tree)를 확장할 수 있다. 

광범위한 기능은 적어도 상위 수준에서는 일부 컴포넌트로 구체화 될 수 있다. 게다가 시스템을 

이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요구사항 단계에서 확인된(credible) 고장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상위 위험원에 대한 추가 원인이 트리에 추가될 수 있다.

  이제 개별 컴포넌트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명시되었다. 소프트웨어 FMEA(SFMEA)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된 이해를 반 하기 위해 업데이트될 수 있다. SFMEA는 설계 단계 동안에 더 상세한 

정보가 가용한 만큼 개선될 것이다. 특히 비-필수 컴포넌트와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상호작용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비-필수 컴포넌트는 그 자체로 안전

-필수 컴포넌트가 된다.

7.5.2 설계 안전 분석   

  자, 추가로 분석할 SCCSCs 목록이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컴포넌트의 설계를 분석하여 모든 

안전 요구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수용불가능한 위험원을 초래

하는 부분과 조건을 찾기 위해 설계를 리뷰해야 한다. 이는 확인된(credible) 결함 또는 고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들이 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수행된다.

  다음 유형의 이벤트 및 고장을 고려해야 한다:

 입력/출력 타이밍

 복합 이벤트

 순서를 벗어난 이벤트

 이벤트 고장

 잘못된 이벤트

 부적절한 정도(magnitude)

 잘못된 극성(polarity)

 부정적인 환경

 멀티태스킹 시스템의 데드락

 하드웨어 고장

  공식 인스펙션(6.5.5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공식 인스펙션 참조) 또는 설계 리뷰를 활용하여 

이 프로세스를 보강할 수 있다. 설계가 리뷰될 때 다양한 검토자 그룹과 “what if” 질문을 하면 

소프트웨어 내 약점(또는 강점)을 식별할 수 있다. 설계 측면의 프로토타입, 애니메이션 또는 

시뮬레이션은 소프트웨어가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다.

7.5.2.1 설계 리뷰  

  설계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설계 리뷰(design review)가 수행된다. 리뷰는 

종종 공식적이며(예: 예비설계리뷰(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및 중요설계리뷰(CDR, 

Critical Design Review)) 전체 시스템에 대해 수행된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PDR 및 CD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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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거나, 그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리뷰의 일부로서 수행될 수도 있다.

  모든 리뷰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설계는 적용 가능한 모든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설계에서 잠재적인 오류를 줄이기 위해 “모범 사례”를 사용하는가? 

안전-필수 컴포넌트가 나머지 소프트웨어와 적절하게 분리되어 있는가? 이 시점은 만약 필요하

다면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할 시점이다.

  적용성(applicability) 매트릭스, 준수성 매트릭스 및 준수성 체크리스트는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리뷰 결과물은 엔지니어링 변경 요청, 위험원 

보고서(위험원 제어 및 검증에 향을 미치는 설계 결정을 담아내기 위한) 및 조치 아이템이다.

7.5.2.2 프로토타입 및 시뮬레이션  

  안전 시스템의 일부 측면에서는 응답시간 또는 데이터 변환 속도와 같은 특정 제약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초기에 프로토타입이나 시뮬레이션을 생성하면 소프트웨어(그리고 

시스템)가 해당 제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은 일반적으로 “약식으로 간단하게” 하며 시스템이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고객의 입력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안전-필수 정보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혼란스러운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운 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프로토타입화하고 최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운 자는 위험 명령 시퀀스를 시도할 수 있으며, 그 프로세스가 예상과 

다를 경우 인터페이스 또는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전체나 일부에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타이밍이나 처리량과 같은 

일부 제약 조건을 테스트할 수 있다. 전체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다양한 고장 시나리오를 “시도”

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스템에 설계된 안전 특성에 대한 

예비적인 검증이 가능하며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은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필요한지를 알아낼 수 

있다.

  문서화된 테스트 결과는 예상 행위를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행위를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이 테스트는 프로토타입 또는 시뮬레이션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소프트웨어의 행위는 다를 

수 있다. 프로토타입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함을 확인하 다면, 요구

사항을 반드시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7.5.3 독립성 분석  

  안전-필수 CSCs는 비-필수 기능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독립성 분석(independence analysis)은 

이를 검증하는 수단이다. 안전-필수 CSCs의 출력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CSCs는 그 

자체로 안전-필수로 지정된다. FCR(결함 봉쇄 역) 무결성이 위태로워진 역도 식별된다. 그 

결과와 더불어 안전-필수 컴포넌트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도 

식별될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해 안전-필수 기능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매핑하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하드웨어 호스트와 FCR에 매핑한다. 각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모든 입/출력을 검사해야 한다. 

직접 전달되는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글로벌이나 공유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컴포넌트가 실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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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포함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비-필수 CSC가 FCR의 위반에 의한 

직접적 혹은 공유 메모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필수 CSC를 수정한다면 그 자체로 안전-필수

이다.

  컴포넌트의 정확한 정의는 소프트웨어 개발 타입에 따라 달라진다. 구조적 또는 절차적 개발

에서는 함수와 모듈을 컴포넌트로 사용한다. 상위 수준의 컴포넌트는 파일(함수 모음) 또는 응용

프로그램일 수 있다. 의존성은 호출 구조(어떤 모듈이 어떤 모듈을 부름)와 글로벌 또는 공유 

데이터에 액세스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객체 지향 개발에서는 클래스를 주 컴포넌트로 사용

할 것이다. 패키지는 상위 수준 컴포넌트의 한 예이다. 클래스 간의 상호작용은 상속, 합성(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컴포넌트임), 메소드 호출 시퀀스 및 공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에 따라 

결정된다.

  이 분석에 사용되는 리소스는, 독립적이어야 하는 안전-필수 기능(MWF 및 MNWF)의 정의

(6.5.3절 위험 명령), 설계 서술과 제어 흐름 및 데이터 다이어그램이다.

  유효한 FCRs 달성을 위한 설계 변경과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보통(moderate)

7.5.4 설계 산출물의 공식 인스펙션(Formal Inspections)  

  이전 요구사항 단계에서 시작된 공식 인스펙션의 프로세스(예: 6.5.5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공식 인스펙션)는 설계 단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예비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 공식 인스

펙션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주요 내역에 초점을 맞춰 모든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모듈화와 

독립성을 검증해야 한다. 세부 수준에서 슈도코드 또는 프로토타입 코드를 인스펙션에 사용할 

수 있다.

  설계 인스펙션의 경우에 설계 산출물에 적합한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요구사항 

단계 및 이전 인스펙션에서 얻은 “경험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설계 산출물을 인스펙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안전-필수 컴포넌트를 다루는 설계 

측면만 인스펙션 하도록 프로젝트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

필수와 필수 코드 사이의 예기치 않은 상호작용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에서 보통(moderate)

7.5.5 정형 기법과 모델 체킹   

  정형 기법(formal methods)(4.2.2.3절과 6.6.4절)은 오직 소프트웨어 명세를 생성하는 데만 

사용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 작업은 요구사항 단계 동안 완료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정형 명세(formal specification)는 소프트웨어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이 증가

하면서 “구체화”될 것이다.

  정형 기법 “설계” 또는 모델은 완전한 아키텍처 설계이거나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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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성될 수 있다. 일반 설계와 병행하면(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와 정형 기법이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면 대개 팀이 분리됨) 개발팀에서 만든 설계가 정형 기법 팀의 설계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델 체킹(model checking)(6.6.5절)을 사용하여 설계가 여전히 요구되는 속성을 충족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7.5.6 설계 로직 분석  

  설계 로직 분석(DLA, Design Logic Analysis)은 소프트웨어 설계의 수식, 알고리즘, 제어 

로직을 평가한다. 로직 분석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안전-필수 역을 검사한다. 안전-필수 

역을 식별하는 기술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수행하는 각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기능이 안전 요구사항 중 하나에 대응되거나 안전 요구사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면 필수로 

간주해야 하며 로직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로직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은 설계 설명서와 로직 

흐름을 비교하고 불일치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

  최고의, 완전히 엄격한 DLA는 정형 기법(FM, Formal Methods)을 사용한다. FM의 비용이 

높은 것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비용이나 치명도가 낮아 FM이 적절하지 않다면 더 간단한 DLA를 

사용할 수 있다. 덜 공식적인 DLA에서는 사람 조사관(inspector)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필수 

소프트웨어 제품(예: PDL, 프로토타입 코드)을 리뷰하고, 수작업으로 로직을 추적한다. 검사할 

안전-필수 로직에는 고장 감지 및 진단(failure detection and diagnosis), 다중화 관리

(redundancy management), 가변 경보 제한(variable alarm limits) 및 명령 방지책 논리적 전제

조건(command inhibit logical precondition)이 포함될 수 있다.

  상용의 자동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분석기는 이 활동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

으로 결점과 오류, COTS 도구와 COTS의 공통 우려사항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보통(moderate)에서 높음(high)

7.5.7 설계 데이터 분석  

  설계 데이터 분석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의 각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설명과 용도를 평가한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의 구조 및 의도된 사용이 안전 요구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설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설계 로직의 각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사용과 

설명을 비교하는 것이다.

  인터럽트와 데이터에 대한 향은 안전-필수 역에서 반드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석을 통해 인터럽트와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다른 루틴에서 사용하는 필수 데이터 항목을 변경

하지 않는지 검증해야 한다.

  각 데이터 아이템의 무결성은 환경 및 호스트와 관련하여 평가해야 한다. 공유 메모리 및 동적 

메모리 할당은 데이터 무결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 아이템은 승인되지 않은 응용프로

그램에 의해 덮어 써지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EMI 및 방사능이 메모리에 미치는 향을 

시스템 안전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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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보통(moderate)

7.5.8 설계 인터페이스 분석  

  설계 인터페이스 분석에서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가 시스템의 다른 컴포넌트에 

대해 적절한 설계인지를 검증한다. 인터페이스는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의 인터페이스이거나, 

하드웨어와, 또는 운 자와의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이 분석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인터

페이스, 특히 제어와 데이터의 연결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검증한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요구사항이나 설계 문서 또는 별도 문서의 일부일 수 있음)는 인터페이스가 평가되는 소스이다.

  다루어야 할 인터페이스의 특성에는 프로세스 간 통신 방법, 데이터 인코딩, 오류 검사 및 동

기화가 있다. 

  분석 시 체크섬, CRCs 및 오류 수정 코드의 유효성과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구현되는 오류 

검사 또는 수정의 정교함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예측된 비트 오류율(predicted bit error rate)에 

적합해야 한다. 전체 시스템 오류율을 정의하고 각 인터페이스에 할당해야 한다.

  인터페이스 문제의 예:

 발신자가 7번 비트를 패리티로 사용하여 8비트 워드를 전송하지만 수신자는 0번 비트를 

패리티로 알고 있다.

 발신자는 10Hz 속도로 업데이트를 전송하지만 수신자는 1Hz 속도로 업데이트 한다. 

 발신자가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메시지를 수신 프로세스가 이해하지 못한다. 

 인터페이스 데드락이 데이터 전송을 막는다(예: 수신기가 “발신 준비 완료”를 무시하거나 

인식할 수 없음).

 사용자가 잘못된 주소에서 데이터를 읽는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공유 메모리에 데이터를 넣을 때 “빅 엔디안(big endian)” 순서로 넣

었지만, 이를 사용할 프로세스가 “리틀 엔디안(little endian)”이라고 생각하고 읽는다. 

 C와 같은 언어에서 데이터 유형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 발신자는 수신자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데이터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강력한 데이터 유형이 있다면 컴파일러가 이를 알아

차릴 것이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보통(moderate)

7.5.9 설계 추적성 분석  

  이 분석은 각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다루며, 각 소프트웨어 요소에 적절한 치명도 

수준이 할당되었는지 확인한다. 안전 요구사항을 설계 전반에 걸쳐(그리고 궁극적으로 소스코드 

및 테스트케이스에 대해) 추적하는 것은 놓친 요구사항이 없는지, 안전이 “설계”되었는지, 코딩 

단계에서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 는지, 모든 안전 요구사항이 테스트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다. 안전 요구사항 추적성 매트릭스(safety requirement traceability matrix)는 이 분석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6.4.2절 요구사항 추적성 및 검증을 참고하라.

  일부 요구사항은 시스템 제약사항(constraints) 또는 제한사항(restrictions)을 다루며, 여기에는 

실제 세계와 환경적 한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추적성 분석의 일부는 제안된 설계 솔루션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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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 분석의 일부로 새로운 제약사항이 발견되면 요구사항 

보완을 위해 다시 위로 전달되어야 한다.

  설계 자료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해 알려진 또는 예상되는 모든 제한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 제약사항은 소스코드를 개발할 사람들에게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고려할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데이트 타이밍, 처리량 및 사이징 제한사항(6.6.6절 타이밍, 처리량 및 사이징 분석에 

따라)

 수식(equation) 및 알고리즘 제한

 입력 및 출력 데이터 제한(예: 범위, 해상도, 정확도)

 설계 솔루션 제한

 센서 및 액추에이터 정확도 및 캘리브레이션 

 소음, EMI

 디지털 단어 길이(양자화/반올림 노이즈/오류)

 액추에이터 전력 또는 에너지 용량(모터, 히터, 펌프, 메커니즘, 로켓, 밸브 등)

 에너지 저장 장치 용량(예: 배터리, 추진제 공급 장치)

 인적 요인, 인적 역량 및 한계[47]

 물리적 시간 제약 및 응답시간

 의도하지 않은(off-nominal) 환경(페일 세이프 대응)

 기계적인 시스템의 마찰, 관성, 반발

 실제 시스템 동작에 대한 모델 및 제어 법칙의 유효성

 시간에 따른 시스템 동작의 변화에   대한 조정: 마모, 하드웨어 마모, end-of-life 성능 

vs. beginning-of-life 성능, 저하된 시스템 동작 및 성능.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

7.5.10 소프트웨어 요소 분석  

  안전-필수가 아닌 각 소프트웨어 요소가 위험원을 유발하거나 원인이 될 수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한다. 소프트웨어 요소를 검사할 때 최소한 다음의 아이디어를 고려해야 한다:

요소가 위험원을 유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연결되는가?

요소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요소와 연결되는가?

소프트웨어 요소가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필요한 리소스를 묶을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 요소가 무한 루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 요소가 안전-필수 데이터와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하여 주소와 관련된 오류가 

안전-필수 정보를 덮어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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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반전 또는 데드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필수 작업에 향을 미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 요소가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시스템 성능이나 타이밍에 

향을 미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 요소가 안전-필수 컴포넌트에서 호출하는 기능을 호출하는가? 안전-필수 

컴포넌트가 향을 받도록 해당 기능의 모든 측면을 변경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 요소가 안전-필수 컴포넌트와 동일한 플랫폼 및 동일한 파티션에 있는가?

Benefit Rating: 중간(medium) Cost Rating: 보통(moderate)

7.5.11 RMA(Rate Monotonic Analysis)  

  RMA(Rate Monotonic Analysis)는 운  중인 시스템이 타이밍과 처리량 요구사항을 만족

하는지 여부를 선험적으로 예측하는 수학적인 방법이다. RMA는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정적으로 

할당하는 시스템에서 작동한다. 여기에는 거의 모든 상용 운 체제가 포함된다. RMA를 사용

하려면 각 태스크에 대해 타이밍 정보를 측정하거나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드 

리얼타임 데드라인(절대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데드라인)이 있는 시스템에게 RMA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Sha and Goodenough의 참고문헌[48]와 [49]를 참조한다. NASA 

New Millennium 프로젝트의 일환인 지능형 자율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Flight 소프트웨어를 통합

에 RMA를 사용한 사례 연구는 참고문헌[50]에서 다룬다.

Benefit Rating: 중간(medium) Cost Rating: 높음(high)

7.5.12 동적 플로우그래프 분석  

  동적 플로우그래프 분석(Dynamic Flowgraph Analysis)은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으며 평가의 

실험 단계에 있는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다. 기존의 6.6.7 SFTA(Software Fault Tree Analysis)의 

이점을 기반으로 한 몇 가지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DFM(Dynamic Flowgraph Methodology)은 고신뢰성 평가 및 검증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의 동작을 모델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방법론적인 접근법이다. 

이 방법론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목표가 있다: 1)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식별한다; 그리고 2) 시스템 기능 동작 분석을 기반으로 적절한 테스트 전략을 식별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방법론은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모델링 프레임워크의 모델은 

분석될 시스템의 로직을 나타내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물리적 변수와 시간적 특징 사이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개발된다.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Garrett, Yau, Guarro and Apostolakais의 논문[51]에 나와 있다.

Benefit Rating: 낮음(low) Cost Rating: 높음(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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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3 마르코프 모델링(Markov Modeling)  

  마르코프 모델링 기술은 복잡한 시스템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일부 분석가는 이러한 기술을 

소프트웨어 집약적인 시스템에 적용했다. 이 기술은 신뢰성, 가용성 및 유지관리성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련의 장비의 확률적 동작을 연속적인 시간인, 동종의, 이산 상태(discrete 

state) 마르코프 프로세스로 모델링한다. 특정 매크로 상태에 있는 시스템의 통계적 확률을 계산

할 수 있으며 이 통계는 각각 다른 미션 단계에 대한 시스템 신뢰성과 가용성의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의미 있는 (랜덤) 고장 통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신뢰성 모델링 기술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의문스럽다. 또한 소프트

웨어 고장은 하드웨어 컴포넌트 고장과 달리 종종 독립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오류는 

경계심이나 프로그래머 기술 수준과 같이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인적 요인에 의존한다.

Benefit Rating: 낮음(low) Cost Rating: 높음(high)

7.5.14 요구사항 상태 머신 

  요구사항 상태 머신(RSM, Requirements State Machine)은 유한 상태 머신(FSM,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도 한다. RSM은 상태와 상태 간의 전환을 보여주는 시스템 또는 서브

시스템의 모델 또는 묘사이다. 이것의 목표는 모든 가능한 상태와 그 전환을 식별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RSM 분석은 그 자체로 또는 구조적 설계(structured design) 환경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예: 객체 지향 설계(4.2.2.2) 그리고 정형 기법(4.2.2.3)).

  시스템 개발에 정형 기법(Formal Methods)이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RSM은 수반되는 모든 세부 사항에 향을 받지 않고 구현 아키텍처에 대한 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시맨틱 분석 기준을 이 표현에 적용할 수 있고, RSM의 행위를 확인하고 그 

행위가 허용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낮은 수준의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

  요구사항 상태 머신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E에 나와 있다.

Benefit Rating: 낮음(low) Cost Rating: 높음(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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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구현   

  소프트웨어 구현(코딩) 과정에서 안전 위험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제어가 실제로 실현된다. 

안전 요구사항은 설계를 통해 코딩 수준으로 전달된다. 관리자와 설계자는 그들이 프로그래머에게 

할당하는 프로그램 세트와 코드 컴포넌트와 관련된 모든 안전 문제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안전-필수 설계 및 코딩 할당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프로그래머는 명시적인 안전과 

관련된 설계 요소를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 제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코드가 가져오는 오류의 유형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오류를 경고하기 위해 코딩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코드 분석은 소프트웨어가 검증된 설계를 올바르게 구현하며 안전 요구사항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소스코드가 있으면 소프트웨어의 크기, 복잡도 및 자원의 사용량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이러한 값을 단지 경험에 기반 하여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분석 결과, 

“추측”이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코드 분석의 결과는 상당한 재설계(redesign)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코드 분석의 주요 목적은 코드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설계를 통해 추적 

가능함)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분석을 수행할지와 누가 분석을 수행할지는 초기 프로젝트 협상의 일부 다. 테일러링된 

계획 세트(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보증, 안전)에는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다. 표 8-3의  

목록에는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기법들과 분석들이 있으며 광범위한 테일러링 제안들을 제공한다. 
 

  일부 코드 분석 기법은 설계 분석에서 사용한 기법을 그대로 쓴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와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최종 코드가 기대했거나 예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수행된 분석은 상세 설계에 대한 실제 코드가 아닌, 코드와 

비슷한(code-like) 제품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중 대부분이 반복적인 두 번째 분석을 

거치게 된다. 
 

  단일 패키지에서 하나 이상의 이러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상용 도구가 몇 개 있다. 이러한 

도구는 로직 분석기, 경로 분석기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그 도구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COTS 도구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안전 분석에 유효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 COTS 도구는 이전 단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결함을 밝혀내는 데 종종 유용

하다.

  확정적인 공식 코드 분석은 코드의 최종 버전에 대해 수행된다. 대부분의 코드 분석이 코드의 

초기 버전에 대해 수행되지만, 최종 버전에서의 완전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안전을 위해, 최종 

버전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프와 같은 문제를 감지하기 위한 “인스트루먼트(instruments)”

(예: 추가적인 코드)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드에 이러한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스트루

먼트를 추가하지 않고 외부에서 코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명령어 세트 에뮬레이터에서 코드를 

실행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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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작업 및 분석
 

  표 8-1 소프트웨어 구현 작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작업

소프트웨어 보증(SA) 또는 

IV&V 작업
안전 특성을 포함하여, 
설계를 구현하는 소스코드를  
만든다.

안전-필수 코드에 대한 소스
코드 공식 인스펙션에 참여
한다.

소스코드 공식 인스펙션에 
참여한다. 

개별 소스 유닛으로 단위 테
스트를 수행한다. 안전-필수 
유닛을 위한 테스트 절차를 
준비하고 따른다. 

소프트웨어 보증의 분석 결
과에서 모든 안전상의 의미
(safety implication)을 리뷰
한다. 

단위 테스트가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테스트 하는지, 실
제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소스코드를 형상 관리 시스
템에서 관리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적절히 문서화 한다.  
[4.5절]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로 지
정된 것을 확인하고 프로그
래머가 이를 특별히 다루는
지 확인한다. 

공식적인 단위 테스트를 
입회한다. 

코딩 표준과 체크리스트를 
준수한다.
[8.4.1절]

안전-필수 유닛에 대한 단위 
테스트 계획 및 결과를 검토
한다. 

이전의 분석 결과를 리뷰하
고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
한다.

공식 인스펙션 및 비공식 코
드 리뷰에 참여한다.
[8.5.7절]

이전의 분석 결과를 리뷰하
고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
한다.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
기 위해 소프트웨어 형상 관
리 시스템을 감사한다. 

베이스라인 시스템에 대한 
변경은 공식적인 변경 프로
세스를 따른다.
[4.5.1절]

안전-필수 변수나 데이터를 
위해 프로그램 슬라이싱을 
한다. 
[8.4.4절]

프로세스를 따르고 코딩 표
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감
사한다. 

디버깅을 위한 프로그램 슬
라이싱
[8.4.4절]

Ⅲ단계 안전 리뷰를 위한 
안전 데이터 패키지

공식적인 변경 프로세스에 
참여한다(변경통제위원회).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
[8.5.6절]

소프트웨어 변경 프로세스를 
감사한다. 

코드 로직 분석
[8.5.1절]

코드 데이터 분석
[8.5.2절]

코드 인터페이스 분석
[8.5.3절]

사용되지 않은 코드 분석
[8.5.4절]

프로그램 슬라이싱
[8.4.4절]

인터럽트 분석
[8.5.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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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문서화 및 마일스톤
 

  다음 표는 개발 과정 중 구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되는 문서이다. 

  표 8-2 소프트웨어 구현 문서화

문서(Document) 소프트웨어 안전

소스코드
(Source Code)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주석 블록 또는 다
른 메커니즘을 통해) 지정되어야 한다. 안전 요구사항
에서부터 이를 구현하는 소스코드까지의 추적성은 
명확해야 한다. 

단위 테스트 계획 및 절차
(Unit Test Plans and Procedures)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유닛은 공식적인 단위 테스트 
계획 및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필수 유닛의 단위 테스트는 랩 노트북 등에 비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다.

단위 테스트 보고서
(Unit Test Reports)

안전-필수 단위 테스트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단위 테스트에 대한 보고서는 
일지(log book)의 메모 등에 비공식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다.  

공식 인스펙션 보고서
(Formal Inspection Reports)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내의 모든 결함은 수정
(correction) 및 테스트를 통해 추적되어야 한다.

분석 보고서
(Analysis Reports)

안전과 관련된 측면 또는 안전 우려사항을 식별한
다.

추적성 매트릭스
(Traceability Matrix)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모듈, 클래스, 메소드 등)와 단위 
테스트케이스에 추적성을 추가한다.

 

  구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코드 리뷰 또는 공식 인스펙션

 Ⅲ단계 안전 리뷰 또는 인수자나 프로그램에 특화된 안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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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테일러링 가이드라인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최대, 보통, 최소)을 결정하는 방법은 3.2절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테일러링을 참조한다. 

  표 8-3 구현 단계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기법 또는 분석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수준

최소(MIN) 보통(MOD) 최대(FULL)

8.4.1 코딩 체크리스트 및 표준 ★ ★ ★

8.4.2 단위 테스트(안전-필수 유닛에 필수)
8.5.8 안전-필수 단위 테스트 계획

✓✓ ✓✓ ★

8.4.4 안전-필수 데이터의 프로그램 슬라이
싱

✓ ✓ ✓✓
8.5.1 코드 로직 분석 ⦰ ⦰ ✓
8.5.2 코드 데이터 분석 ✓ ✓✓ ★

8.5.3 코드 인터페이스 분석 ✓ ✓✓ ★

8.5.4 사용되지 않은 코드 분석 ✓ ✓✓ ★

8.5.5 인터럽트 분석 ✓ ✓✓ ★

8.5.6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 ✓ ★ ★

8.5.7 소스코드의 공식 인스펙션 ✓✓ ★ ★

8.5.9 최종 타이밍, 처리량, 사이징 분석 ✓✓ ★ ★

          

권고 코드
✯ 필수 ✓✓ 매우 권고됨
✓ 권고됨  ⃠ 권고하지 않음

  표 9-4에 단위(또는 통합) 테스트 중에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테스트와 테일러링 가이드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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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8.4.1 코딩 체크리스트 및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코딩 및 구현에 코딩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야 한다. 코딩 체크

리스트는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됨에 따라(예: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구현과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리

스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프로그래머가 자주 발생하는 결함을 찾도록 상기시

켜주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코딩 표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피해야 하는 안전하지 않은 기능이나 절차를 식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또한 프로그래밍 스타일 정보, 이름 지정 형식, 주석 형식, 그리고 다양한 컴포

넌트 간의 일관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른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코딩 표준은 설계 단계(또는 

더 이전) 중에 지정되어야 하며 코딩 (구현) 단계 전체에 걸쳐 사용되어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안전 체크리스트(Safety Checklists). 소프트웨어 안전 체크리스트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이 나열된다. 이 체크리스트를 “리마인더”로 사용하여, 모든 

안전 기능 및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코드에 통합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추적성 

매트릭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매트릭스는 요구사항을 설계 요소로, 그리고, 궁극적으

로는 소스코드 컴포넌트로 맵핑해야 한다.

 방어적 프로그래밍 체크리스트(Defensive Programming Checklist). 이 체크리스트는 방어적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기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체크리스트에는 일반

적인 그리고 언어에 특화된 기법과 관행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관행은 해야 하는 것

(예: C++ 클래스 소멸자를 항상 가상으로 선언)일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예: 

memcpy 라이브러리 루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일 수도 있다. 코딩 표준, 부록 H.14(안

전 프로그래밍), 부록 H.5(일반 관행) 및 부록 H.6 ~ H.12(언어에 특화된 관행)는 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개인적인 경험 및 기타 리소스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코드 리뷰 체크리스트(Code Review Checklist). 이 체크리스트는 개발자가 자신의 코드 

또는 동료 개발자의 코드를 리뷰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프로젝트 코딩 

표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오류를 포함하는 “마스터” 목록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주석 블

록을 끝내는 것을 잊는 것과 같은 개인의 “일반적인” 오류를 포함하도록 체크리스트를 개인

화한다. 이것은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이자,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상기시키

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공식 인스펙션 중에는 더 정형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야 한다

(8.5.7절 참조). 이는 코딩 표준과 가장 일반적인 오류를 강조한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들은 

개별 개발자, 이 가이드북 또는 텍스트북 및 기사와 같은 다른 출처에서 수집될 수 있다.

 요구사항 체크리스트(Requirements Checklist). 종종 이 개발 단계에서, 누락된 요구사항이 

식별되거나 결함 감지 및 복구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 요구사항이 추가된다. 다양한 기능

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지만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기능은 구현되지 않았다

고 보는 것이 맞다.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누락된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누락된 요구사항이 식별되면 적절한 형상 제어를 유지하기 위해 구현에 들어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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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요구사항 명세를 “거꾸로 채워나가(back-filling)”면서(업데이트하여) 통합해야 한다. 

만약 적어도 요구사항 단계에서 정형 기법(Formal Methods)이나 공식 인스펙션(Formal 

Inspection)을 사용했다면,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할 가능성은 낮다. 

 자동화 도구(Automated tools). 스타일 체커, 컨택스트 센서티브(Context-sensitive) 편집기, 

Lint, 프로파일러와 같은 코딩 표준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화 도구는 11.2절에

서 설명한다.

8.4.2 단위 테스트   

  단위 수준의 테스트는 유닛 내의 함수가 정의되는 상세 설계 단계에서 계획된다. 이러한 테스

트는 코드가 컴파일되기만 하면 수행할 수 있다. 코드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테스트는 유닛이 새로 반복 개발될 때마다 다시 실행된다. 일반적으로는 개발자가 단위 테스트

를 수행하지만 그룹의 다른 개발자가 단위 테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단위 테스트

는 유닛이 오류 없이 컴파일된 후 시작된다.
 

  단위 테스트는 유닛이 통합된 후에는 도달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수준에 대해 테스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닛이 시스템에 통합되고 나면 유닛의 가능한 입력값에 대해 테스트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단위 테스트는 구현 문제나 소프트웨어 변경이 필요한 성능 이슈

를 식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찍 식별할수록 해결에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이 수준의 코드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모든 안전-필수 유닛에 대해 특별한 안전 테스트를 설계

해야 하며, 이 테스트는 안전 테스트 요구사항의 커버리지를 입증해야 한다(9.4.7절 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트 참조). 각 안전 테스트에는 합격/불합격 기준이 있어야 한다. 테스트 계획 또는 소프

트웨어 관리 계획은 단위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안전-필수 컴포

넌트에 대한 리뷰 및 보고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한다. 안전-필수 아이템의 단위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테스트의 공식적인 정도(formality)는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수준(최대, 보통, 최소)과 추가적

인 테일러링에 따라 달라진다. 안전-필수 유닛은 시스템에 통합되기 전에 항상 최소한 한 번은 

공식적으로 테스트(서면 테스트 계획, 입회 테스트, 서면 테스트 보고서)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

어 안전 활동을 최대 수준으로 한다면 모든 단위 테스트는 공식적일 수 있으며, 보통 수준이라

면 안전-필수 유닛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유닛을 공식적인 단위 테스트로 고려해야 한다.

  비공식적인 단위 테스트가 에드혹(ad-hoc)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테스트는 여전히 숙고되어

야 하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문서는 랩 노트북, 소프트웨어 개발 폴더 또는 테스트 코드 내의 

주석일 수 있다. 핵심은 테스트가 수행되었고 테스트가 철저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위 테스트에는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에는 컴포

넌트 내부에 대해 알아야 하는 모든 테스트가 포함된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컴포넌트의 입/출력

만 확인하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에 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화이트박스 테스트에는 경로 및 

분기 커버리지, 루프 구현 및 명령문 실행을 체크하는 것이 포함된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입력 

도메인(값), 출력 범위 및 에러 핸들링을 확인한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의 단위 테스트는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프로시저와 함수를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클래스 메소드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클래스의 생성(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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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destruction) 및 복사도 테스트해야 한다.

  많은 운 체제와 언어에서 자동화된 테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테스트가 수차례 실

행되는 경우 이러한 자동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또한 테스트 절차에서의 

인적 오류 가능성을 없앤다. 이렇게 하면 사람에 의한 랜덤 에러 컴포넌트는 없어지겠지만 도구에 

의한 시스템적인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즉, 자동화된 테스트가 실행될 때마다 동일한 

오류가 발생함).

  개발자는 단위 테스트 중에 발견된 버그 목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목록은 개발자가 자

신의 공통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학습 도구이다. 이러한 오류를 코드 리뷰 체크리스트에 

다시 입력하여 개발 사이클의 초기에 (테스트가 아닌 리뷰 시) 발견되도록 한다. 개발자가 발견한 

결함(defect)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팀에서 발견한 버그 목록을 다른 개발자 및 QA 

부서와 공유하면 교육 및 프로세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그로부터 파생된 메트릭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려고 할 때 집중해

야 할 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은 적절한 수의 테스트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8.5.6

절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을 참조한다.

Benefit Rating : 높음(high)              Cost Rating : 낮음(low)에서 보통(moderate)

8.4.3 리팩토링  

  리팩토링(Refactoring)은 규정된 방식으로 객체 지향 코드를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설계를 보다 

유연하고/하거나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객체 설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이다. 이렇

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효율성과 유지관리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리팩토링이 여

기에 포함된 이유는 이 기술이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팩토링”이라는 용어는 수식을 동등한 것(equivalence)으로 인수 분해하는 수학에서 유래했다. 

인수는 동일 문장을 더 깔끔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소프트웨어 리팩토링에도 동등성이 있어야 

한다. 즉, 시작 시점의 산출물과 리팩토링 후의 최종 산출물이 기능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실제로 리팩토링이란 코드를 더 명확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우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한 표현식은 일반적으로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컴포넌트로 변경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팩토링은 좋은 것이다. 리팩토링은 컴포넌트를 간단하게 만들거나 복잡한 표현을 효율적으로 

줄여준다(리팩토링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짐).

  리팩토링의 몇 가지 이점은 다음과 같다.

 중복 코드 통합

 코드를 더 잘 읽을 수 있게 함(일반적으로 “이유”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줌)

 사용하지 않는 간접 참조 제거

 필요한 변경 사항에서 기존 로직 분리

 한 알고리즘을 다른 알고리즘으로 교체

 프로그램이 더 빨리 실행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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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Rating : 중간(medium)                       Cost Rating : 보통(moderate)

  그러나 안전-필수 코드에 리팩토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리팩토링된 유닛이 

원본과 기능적으로 같은지를 회귀(regression) 테스트를 통해 보여야 한다. 같지 않다면 코드가 

리팩토링으로 잘못되어졌거나 원래 잘못되었던 것이 현재는 수정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수정해

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다. 

  리팩토링이 너무 많으면 원래 코드에서 수행된 코드 인스펙션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 안전–

필수 유닛을 리팩토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리팩토링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코드를 다시 인스

펙션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원래의 공식 인스펙션팀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

8.4.4 프로그램 슬라이싱(Slicing)  

  소프트웨어로부터 잘못된 결과를 받는다면 프로그램 슬라이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프

로그램을 역으로 추적하여 관심 있는 변수에 향을 미치는 모든 명령문만 표시하는 기술이다.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에서 슬라이싱은 관심 있는 명령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슬라이싱은 주로 디버깅(오류의 원인 찾기) 및 리엔지니어링(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에 사용되지만 안전-필수 데이터의 “계보(lineage)”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다. 슬라이싱 도구를 사용하여 안전-필수 변수에 향을 미치는 모든 문장을 

추출한 다음 결과를 조사하면 중요하지 않은 다른 데이터와의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나 오류를 

알아낼 수 있다. 슬라이싱된 코드에 대해 공식 인스펙션을 수행할 수도 있다.

  슬라이싱은 정적 및 동적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1982년에 도입된 정적 슬라이싱은 소스 

코드(컴파일 타임)에서 수행된다. 원래는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한 서브셋이어야 했지만, 지금은 항

상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적 슬라이싱은 관심 있는 변수에 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문장을 

보여준다. 동적 슬라이싱은 1988년경에 처음 등장했으며 프로그램이 운 되는 동안(런타임) 작

동한다. 정적 슬라이싱이 관심 있는 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장을 표시하는 반면, 

동적 슬라이싱은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 변수에 향을 주는 문장만 표시한다. 

  손으로 하는 프로그램 슬라이싱은 지루한 일이며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도구가 생겨나고 있다. 

  어떤 문장이 안전-필수 데이터에 향을 줄 수 있는(또는 주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슬라이싱은 의도하지 않게 해당 데이터에 향을 줄 수 있는 결함 있는 코드를 찾을 수도 있다. 

프로그램 슬라이싱은 중요하지 않은 코드가 안전-필수 데이터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8.5 코드 분석

8.5.1 코드 로직 분석  

  코드 로직 분석은 코딩된 프로그램에 표현된 작업의 순서를 평가하여 코딩된 소프트웨어에서 

로직 오류를 감지한다. 이 분석은 논리 재구성, 수식(equation) 재구성, 메모리 디코딩을 통해 

수행된다.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분석을 적용한다. 시스템 

기능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있다면 해당 컴포넌트도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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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재구성(logic reconstruction)은 코드로부터 순서도를 도출하여 이를 설계 자료 설명 

및 순서도와 비교한다.

 수식 재구성(equation reconstruction)은 코드의 수식을 설계 자료들이 제공한 수식과 비

교하여 수행한다.

 메모리 디코딩(memory decoding)은 명령이 데이터로 위장된 경우에도 중요한 명령 시퀀스

를 식별한다.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은 각 명령이 유효한지 그리고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이 

유효한지 결정해야 한다. 메모리 디코딩은 다른 코드들이 추가되지 않은(un-instrumented) 

최종 코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분석은 자동화된 도구가 별로 없어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지루한 작업이다. 설계에서 코드에 

이르기까지 구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 공식 인스펙션과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 분석과 동일한 오류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Benefit Rating : 낮음(low)                                 Cost Rating : 높음(high)

8.5.2 코드 데이터 분석  

  코드 데이터 분석은 코딩된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구조와 사용법에 집중한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아이템을 정의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코드 데이터 분석의 목표는 이러한 데

이터 아이템이 올바르게 정의되고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코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 아이

템의 사용법과 값을 설계 자료에 제공된 설명과 비교함으로서 수행한다.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필수 데이터를 부주의하게 변경하거나 덮어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야 한다. 예를 들면, 인터럽트 처리가 안전-필수 데이터를 방해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안전-필

수 선언 변수의 “타이핑(typing)”을 확인한다.

Benefit Rating : 중간(medium)                        Cost Rating : 보통(moderate)

8.5.3 코드 인터페이스 분석  

  코드 인터페이스 분석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내부 및 외부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여러 코드 세그먼트들로 구

성된다. 이러한 코드 세그먼트는 각자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하드웨어,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

넌트, 작업자와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이러한 각 인터페이스는 잠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코드 인터페이스 분석은 인터페

이스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파라미터가 인터페이스 간에 올바르게 전달

되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크기, 측정 단위, 바이트 시퀀스 및 바이트 내 비트 순서가 인터페이

스의 모든 면에서 같은지 확인한다.

Benefit Rating : 높음(high)                            Cost Rating : 보통(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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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미사용 코드 분석  

  실제로 흔한 코딩 오류는 논리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코드, 즉, 실행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절대 충족되지 않는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미사용 코드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1. 소프트웨어 설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오류의 전조가 될 수 있다. 

2. 불필요한 복잡도를 유발하고 종종 제한된 리소스인 메모리 또는 대용량 스토리지를 차지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코드에는 해당 코드가 실수로 실행되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루틴이 포함될 

수 있다(예: 하드웨어 고장(failure) 또는 단일 이벤트 장애(SEU, Single Event Upset)로 

인해 실행될 수 있다. SEU는 반도체를 통과하는 고속 아원자 입자(핵 또는 우주 환경에

서 일반적임)에 의해 발생하는 상태 전이이다).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식별하기 위한 특별한 분석 기술은 없지만 다른 유형의 코드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종 식별된다. 공식 인스펙션, 코드 로직 분석 또는 코드 커버리지 분석기 

도구를 사용한 단위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코드를 찾을 수 있다.

  코드의 모든 부분이 시스템의 가능한 모든 운  모드 내에서 언젠가는 결국 실행(테스트)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enefit Rating : 중간(medium)                        Cost Rating : 보통(moderate)

8.5.5 인터럽트 분석   

  인터럽트 분석은 소프트웨어가 인터럽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분석의 주요 초점은 

인터럽트가 프로그램 흐름 및 데이터 손상에 미치는 향이다. 인터럽트가 우선순위 역전으로 이

어지거나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 또는 안전-필수 태스크가 완료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인터

럽트가 일정 시간 동안 잠긴다면(locked) 시스템이 수신된 인터럽트를 스택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가?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변

경할 수 있는가?

  인터럽트 분석을 수행할 때 코드의 다음 역을 고려한다.

 인터럽트가 금지(잠금)된 프로그램 세그먼트/컴포넌트. 인터럽트가 얼마나 금지될 수 있는지, 

시스템이 이 기간 동안 인터럽트를 버퍼링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버퍼링 용량을 체크하

려면 예상 인터럽트 비율 및 최대 인터럽트 비율이 필요하다. 인터럽트 손실로 인한 향

을 식별하고 발생가능한 무한 루프를 찾아야 한다.

 재진입(re-entrant) 코드. 재진입 코드는 상태 정보의 손실 없이 인터럽트 되도록 설계된

다. 재진입 컴포넌트에 각 인터럽트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데이터 및 

시스템 상태가 올바르게 복원되었는지 확인한다. 재진입이 필요한 컴포넌트가 이처럼 구현

되었는지 확인한다.

 인터럽트 가능한(interruptible) 코드 세그먼트/컴포넌트.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타이

밍에 크리티컬한 역이 인터럽트로부터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인터럽트 되어서는 안 되는 

명령 시퀀스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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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Rating : 높음(high)                                 Cost Rating : 낮음(low)

 우선순위. 실시간 태스크의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살펴본다. 시간이 크리티컬한 이벤트의 

실행이 보장되는지 검증한다. 운 자 인터페이스도 고려한다. 인터페이스가 중요하거나 

크리티컬한 정보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는가?

 정의되지 않은 인터럽트. 정의되지 않은 인터럽트가 수신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시되는가? 

오류 처리가 필요한가?

8.5.6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코드 커버리지 분석이라고도 함)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이다.

 일련의 테스트케이스에 의해 실행되지 않는 프로그램 역 식별

 커버리지를 넓히지 못하는 중복적인 테스트케이스 식별

 코드 커버리지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 제공

  다양한 유형의 “커버리지(coverage)”를 측정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테스트 커버리지가 사용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사용된다. 표 9-4는 안전

-필수 코드에 대해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에 따라 확인해야 할 커버리지 유형을 권

장한다.

  소프트웨어 복잡도와 요구되는 테스트의 양은 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연구

와 일반적인 업계 경험에 따르면 순환 복잡도 측정값은 소프트웨어 모듈의 오류와 관련이 있다.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모듈이 복잡할수록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더 높다.”[93] 복잡

한 컴포넌트에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테스트 시 이러한 컴포넌트에 초점을 맞춰

야 하지만 다른 모든 컴포넌트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테스트 커버리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문장 커버리지(statement coverage)는 각 실행 가능 명령문이 실행되는지 검증한다. 문장 

커버리지의 가장 큰 단점은 루프, 논리 연산자, 스위치 문과 같은 일부 제어 구조에 대해

서는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테스트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문장보다 결정문과 더 

관련 있다. 

 결정 커버리지(decision coverage)는 제어 구조(예: if, while)에서 테스트된 불리언 식이 

참(true)과 거짓(false)으로 평가되었는지 검증한다. 여기에는 스위치 문의 케이스, 예외 

핸들러 및 인터럽트 핸들러가 포함된다. 이 커버리지의 단점은 쇼트-서킷(short-circuit) 

연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리언 표현식 내의 분기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조건 커버리지(condition coverage)는 결정 커버리지와 유사한데, logical-and 및 logical-or

로 구분된 각 불리언 하위 표현식이 있는 경우 해당 하위 표현식에 대해 참(true) 또는 

거짓(false)의 결과를 검증한다. 조건 커버리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하위 표현식을 평가한다.

 다중 조건 커버리지(multiple condition coverage)는 불리언 하위 표현식의 가능한 모든 

조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보고한다. 조건 커버리지와 마찬가지로 하위 표현식이 logical-and 

및 logical-or로 구분되는 경우이며, 이 커버리지의 단점은 특히 매우 복잡한 불리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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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에 필요한 최소 테스트케이스 세트를 결정하는 것이 지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로 커버리지(path coverage)는 각 함수에서 가능한 각 경로를 거쳤는지 검증한다. 경로란 

함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분기에 대한 고유 시퀀스이다. 루프에는 무한한 경로가 있으

므로 이 방법은 제한된 수의 루프 가능성만 고려한다. 경로 커버리지는 매우 철저한 테

스트를 요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심각한 단점이 있다: 1) 경로의 수가 

분기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이며 2) 데이터 관련성으로 인해 많은 경로를 실행할 수 없다.

 함수 커버리지(function coverage)는 각 함수 또는 프로시저가 호출되었는지를 보고한다. 

예비 테스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모든 역에서 적어도 일정 수준의 커버리지를 보장

하는 데 유용하다.

 콜 커버리지(call coverage)는 각 함수 호출이 실행되었는지 검증한다.

 루프 커버리지(loop coverage)는 각 루프 바디가 0번, 정확히 한 번, 두 번 이상(연속적

으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한다. 이 방법은 while 루프 및 for 루프가 두 번 이상 

실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레이스 커버리지(race coverage)는 멀티 스레드가 동시에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는지 여부

를 보고한다.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동기화 실패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계 연산자 커버리지(relational operator coverage)는 관계 연산자(<, <=, >, >=)에서 경계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보고한다. 가설은 경계 테스트케이스가 off-by-one 오류(역주: 

값이 1보다 적거나 1보다 많아 발생하는 오류)를 찾아내고, <= 연산자 대신 <를 사용한 것과 

같은 잘못된 관계 연산자를 사용한 경우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을 위한 도구는 많이 있으며 종종 자동화된 테스트 도구와 결합되거나 

통합될 수 있다. 테스트 도구는 운 체제와 언어에 따라 다르다. 커버리지 도구는 종종 소스코

드의 삽입(추가적인 코드를 넣는 것)을 필요로 한다. 9.5.1절은 사용가능한 도구 목록(샘플)을 

제공한다.

8.5.7 소스코드의 공식 인스펙션  

  6.5.5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공식 인스펙션에 소개된 공식 인스펙션은 최소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다른 복잡하거나 중요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해 공식 인스펙션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한다. 공식 인스펙션은 코드 컴포넌트 및 프로그램 세

트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론 중 하나이다. 여러 사람의 눈과 생각으

로 코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면 오류와 누락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코드의 인스펙션을 쉽게 하기 위해 공식 인스펙션 과정에서 사용할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야 

한다. 체크리스트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리뷰 중인 컴포넌트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

 리뷰 중인 컴포넌트에 대한 설계 세부 정보

 코딩 표준(하위규칙(subset)/가장 중요한 규칙(most important))

 언어에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오류들

 언어에 특화된 프로그래밍 오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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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H에는 언어에 독립적이거나 언어에 특화된, 공통적인 오류의 샘플 체크리스트가 포함되

어 있다.

Benefit Rating : 높음(high)                            Cost Rating : 보통(moderate)

8.5.8 안전-필수 단위 테스트 계획  

  단위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 수행되므로 소프트웨어 보증 또는 안전 

부서에 의해 리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전-필수 유닛은 더 공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테스트 계획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보증 및 소프트웨어 안전 부서에서 리뷰

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테스트 계획은 공식적으로 인스펙션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보증 및 소프트웨어 안전 부서에서는 안전-필수 유닛의 테스트에 입회해야 한다. 

이러한 테스트에 대한 공식 테스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를 소프트웨어 보증 및 

소프트웨어 안전 부서에서 리뷰해야 한다.

  이 공식적인 활동은 쓸모없는 문서를 더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초기에 문제가 발견될수록 해

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또한 안전-필수 코드의 일부 측면은 통합된 후에는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단위 테스트는 특정 안전-필수 컴포넌트를 철저히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일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절한 안전 테스트를 입증하려면 문서화가 요구된다.

8.5.9 최종 타이밍, 처리량 및 사이징 분석  

  코딩 단계가 완료되면 타이밍, 처리량 및 사이징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컴포

넌트의 크기(스토리지 크기)는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의 양과 마찬가

지로 쉽게 측정된다. 사용된 최대 메모리와 타이밍 및 처리량 파라미터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한 

테스트를 실행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 중 일부는 테스트 단계까지 지연될 수 있다(기능 

또는 부하/스트레스 테스트에 공식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테스트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타이밍, 처리량 및 사이징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코드가 적절하게 안정되는 시점에 간

단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수정하기가 더 쉽고 저렴하다.

Benefit Rating : 높음(high)                                 Cost Rating : 낮음(low)

8.5.10 이전의 분석 결과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FTA 및 소프트웨어 FMEA

  개발된 설계에 대해 코딩 단계에서 변경된 사항을 리뷰한다. 종종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설계 문제 또는 누락된 요소가 발견된다. 이 단계에서 설계가 수정되었을 때 소프트웨어 

FMEA 및 FTA를 리뷰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한다.

복잡도 측정(Complexity Measurement)

  이제 코드가 존재하므로 복잡도 메트릭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복잡한 코드에 대해서는 사람

이 평가해야 한다. 일부 논리 구조(예: case 문)는 소프트웨어의 이해도를 실제로 향상시키지만 

복잡한 것으로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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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소프트웨어는 오류 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오류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소

프트웨어가 불안정해지거나 예측할 수 없는 동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능하면 복잡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 모듈화(Modulartiy)는 복잡도를 줄이는 데 유용한 기법이다. 캡

슐화를 사용하여 “사용자”(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로부터 데이터와 기능을 숨기고 예

상치 못한 실행을 방지할 수도 있다.

  복잡한 것으로 표시된 소프트웨어는 안전-필수가 아니더라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공식 인스펙션 및 논리/데이터/제약 조건 분석을 수행할 주요 후보이다.

설계 추적성 분석(Design Traceability Analysis)

  7.5.9절 설계 추적성 분석의 상세 설계에 적용된 설계 제약 조건의 기준은 최종 코드를 사용

하여 업데이트될 수 있다. 코드 단계에서, 분석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수행하여 실제 소프트웨어 

동작 및 성능을 특징지을 수 있다.

  프로세싱 하드웨어 플랫폼의 물리적 한계를 다루어야 한다. 컴퓨팅 리소스와 가용 메모리가 

안전-필수 기능 및 프로세스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절차에서 타이밍, 사이징 및 처리량 

분석을 반복해야 한다(8.5.9절 참조).

  특정 언어(예: Ada)의 언더플로우 또는 오버플로우로 인해 소프트웨어 “예외” 또는 오류 메

시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가능한 한 설계를 통해 제거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막지 못하는 경우, 응용프로그램의 에러 핸들링 루틴은 자동 복구, 사용자 질의(재시도 등) 또는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이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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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테스트  

  테스트는 실제 또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동작 실행하는 것이다. 소프트

웨어 테스트는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프로그램 동작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이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단위 수준 이상의 소프트웨어 테스트(통합 및 시스템 테스트)는 일반적으

로 매우 소규모인 팀을 제외하고는 개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소프트웨어가 요구된 모든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지, 비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지 확인한다. 안전 테스트(safety testing)는 프로그램 

약점을 찾고, 안전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극단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안전 테스트는 개발자 테스트를 중복 수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완하는 것이다. 

  특별한 안전 테스트 기술의 한 가지 예는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fault injection)으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예: 샌프란시스코의 BART)를 테스트하고 보안 테스트 및 COTS 검증에도 성공적

으로 사용되었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결함을 코드에 삽입하고 응답을 관찰한다. 또한 모든 

경계 및 성능 요구사항도 명시된 범위보다 낮거나 높은 수준에서 테스트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예상 운  범위를 벗어나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실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 테스트 활동은 안전-필수 항목으로 분류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반

드시 해당 항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안전-필수 컴포넌트가 파티션이나 방화벽을 

통해 다른 컴포넌트와 분리된 경우에는 파티셔닝의 무결성을 반드시 테스트해야 한다. 또한, 

비안전-필수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도 수행해야 한다. 안전-필수 기능에 향을 미치거나 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도 안전-필수임을 기억해야 한다. 안전 테스트는 모든 안전 요구사항이 올바르

게 구현되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실제 안전 테스트는 독립적으로 또는 개발자의 테스트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수행될 수 있다.

  통합 테스트는 종종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행되며 시스템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실제 하드웨어

에서 수행된다. 그러나 위험 명령이나 운 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먼저 테스트되어야 한다. 당

신은 우연한 사고로 로켓 엔진을 시동하거나 무기를 발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테스트 중에 발견된 모든 문제는 불일치 보고서에 분석 및 문서화되고 테스트 보고서에 요약

되어야 한다. 불일치 보고서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설명, 권고 솔루션 및 문제의 최종 처리가 

포함된다. 이러한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일정 수준의 성숙도(예: 베이스라인 또는 

베타 버전)에 도달한 후에 만들어진다. 식별된 문제로 인한 변경은 승인 또는 거부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변경통제위원회를 거친다. 이러한 문제 보고서들을 추적해야 하며, 

경 진은 과거 및 현재 소프트웨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에 따라, 결함 정보가 결함 추적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프로젝트의 문제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 프로젝트를 위한 

“교훈” 및 개선사항의 출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옮겨갈” 

때 일부 결함도 지속적인 추적을 위해 문제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시스템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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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결함(예: 불완전한 비행 하드웨어에서 구동될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재현할 수 없는 

문제) 또는 광범위한 향을 미치는 수정사항(예: 향을 받는 많은 컴포넌트 또는 인터페이스)

은 “공식적인” 문제 보고서를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9.1 작업 및 분석

  표 9-1  시스템 테스트 작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작업

소프트웨어 보증(SA) 또는 

IV&V 작업

개별 소프트웨어 유닛을 완
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통합한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테스트한다.

안전-필수 기능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 계획 및 절차에 
관한 공식 인스펙션에 참여
한다. [9.5.2절]

테스트 계획 및 절차에 관한 
공식 인스펙션에 참여한다. 
[9.5.2절]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시스
템과 통합하고 프로세스 전반
에 걸쳐 테스트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보증 부서의 분석 
결과에서 안전상의 의미(safety 
implication)를 리뷰한다. 

완성도 및 요구사항 커버리
지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분석한다. [9.5.4절]

통합 테스트 및 시스템 테스
트를 위한 서면 테스트 절차
를 만들고 따른다. *

모든 안전 요구사항이 적절
하게 테스트되었는지 검증한다
(안전 검증 매트릭스).

모든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테스트되었는지 검증한다.
[9.5.1절]

시스템을 변경할 때마다 
회귀 테스트를 수행한다. *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테스
트와 특별한 안전 테스트에 
입회한다. [9.4.8절]

문제 보고서를 리뷰한다.

테스트 계획 및 절차의 공식 
인스펙션에 참여한다. 
[9.5.2절]

문제 보고서에서 안전상의 
의미(safety implication)를
리뷰한다.

모든 통합 테스트 또는 
최소한 안전-필수 유닛와 
관련된 테스트에 입회한다. 
[9.4.8절]

테스트 완료 시 
테스트 보고서를 준비한다.

신뢰성 모델링 
[9.5.3절]

모든 시스템 테스트에 
입회한다.
[9.4.8절]

COTS 소프트웨어가 예상대로 
동작하는지 검증한다.

이전 분석을 리뷰하고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한다.

이전 분석을 리뷰하고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한다.

소스코드, 실행 파일, 테스트 
계획 및 절차, 테스트 데이터
에 대해 공식적인 형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4.5절]

안전 검증 추적 로그 종료

결함이 발견되면 문제 보고 
및 수정 조치 절차를 따른다.

 * 테스트는 별도의 테스트 그룹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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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문서화 및 마일스톤

  다음 표에 테스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문서를 나열하 다.

표 9-2 소프트웨어 테스트 문서화

문서 소프트웨어 안전 섹션

통합 테스트 계획
테스트는 안전-필수 유닛과 비안전-필수 유닛 또는 
시스템 간의 연결을 테스트해야 한다. 

시스템 테스트 계획
극단적이지만 가능한 환경(과부하, 기타 스트레스 
요인)을 테스트하여 시스템이 모든 있을만한 환경 
내에서 계속 안전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테스트 보고서

테스트가 계획대로 완료되었고 모든 안전-필수 요
소가 적절하게 테스트 되었는지 검증한다. 소프트
웨어 테스트 계획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안전-필수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한 결과를 보고한
다. 위험원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데 안전-필수 
결과(findings)를 사용해야 한다.

형상 관리 감사 보고서
형상 관리 시스템이 특히 안전-필수 요소에 적절
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한다.

공식 인스펙션 보고서
안전-필수 요소와 관련된 모든 결함은 중대한 것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반드시 수정해야 함)

분석 보고서
모든 안전과 관련된 측면 또는 안전 우려사항을 
식별한다.

문제 또는 장애 보고서
(수정 조치 포함)

문제 또는 장애 보고서에서 안전상의 의미(safety 
implication)를 리뷰해야 한다. 추가 위험원을 유발
하지 않거나 기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
웨어에 악 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수정 조치를 
검증해야 한다.

추적성 매트릭스
요구사항이 테스트케이스까지 추적 가능한지 검증
한다. 모든 안전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테스트되었
는지 검증한다.

  테스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다.

 테스트 준비 리뷰(Test Readiness Review)

 안전 검증 추적 로그 종료(Safety Verification Tracking Log Closeout)(Ⅲ 단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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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안전 활동 단계

최소 보통 최대

일반적인 센서 입력 세트 √√ ★ ★

특정 기능 테스트 √√ ★ ★

볼륨 및 통계 테스트 ⦸ √ √√

극한값 입력 테스트 √√ ★ ★

각 센서의 모든 모드 테스트 √√ ★ ★

9.3 테일러링 가이드라인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최대, 보통, 최소)을 결정하는 방법은 3.2절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의 테일러링을 참조한다. 

  표 9-3 테스트 단계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기법 또는 분석 안전 활동 단계

최소(MIN) 보통(MOD) 최대(FULL)

9.4.3 통합 테스트 √ √√ ★

9.4.5 시스템 및 기능테스트
(테스트 횟수는 테일러링 가능)

★ ★ ★

9.4.6 회귀 테스트
(테스트 양은 테일러링 가능)

★ ★ ★

9.4.7 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트 ★ ★ ★

12.1.4 OTS 분석 및 테스트 √ √√ ★

9.5.1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 √ √√ ★

9.5.2 테스트 계획 및 절차에 대한 공식 
인스펙션

√ √√ ★

9.5.3 신뢰성 모델링 ⦸ √ √√

9.5.4 테스트 결과 분석 ★ ★ ★

권고 코드
★ 필수 √√ 매우 권고됨
√ 권고됨 ⦸ 권고하지 않음

  아래 표에는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테스트가 나열되어 있다. 비용(cost)과 이익(benefit)에 따라 

권장할 테스트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테스트를 수행할지는 프로젝트에 특화된 요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도구 또는 분석 소프트웨어의 가용성, 도구 또는 분석 소프트

웨어의 비용, 팀 구성원의 수 및 그들의 지식 수준 그리고 일정은 수행되는 테스트 수에 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이다. 추가 테일러링을 위한 시작점으로 다음 표의 테일러링 권장 사항을 

사용한다.

  표 9-4 동적 테스트(단위 또는 통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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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안전 활동 단계

최소 보통 최대

모든 문장이 한 번은 실행됨 √√ ★ ★

모든 분기를 최소 1회 테스트 √√ ★ ★

모든 조건문(predicate)이 테스트됨 √ √√ ★

모든 루프를 0, 1, 다수, 최대-1, 최대, 최
대+1 회 실행

√√ ★ ★

모든 경로를 실행 √ √√ ★

모든 메모리 할당을 테스트 ⦸ √ √√

모든 메모리 참조를 테스트 ⦸ √ √√

입력의 모든 매핑을 체크 ⦸ √ √√

모든 타이밍 제약을 검증 √ √√ ★

최악의 인터럽트 시퀀스를 테스트 √ √√ ★

중요한 인터럽트 체인을 테스트 √ √√ ★

I/O 역에서 데이터 포지셔닝을 테스트 √ √√ ★

연산의 정확성을 체크 ⦸ √ √√

모든 컴포넌트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행 ★ ★ ★

모든 컴포넌트의 구동(invocation)을 테스트 √√ ★ ★

  표 9-5 소프트웨어 시스템 테스트

기법 안전 활동 단계

최소 보통 최대

시뮬레이션(테스트 환경) √ √√ ★

부하 테스트[9.4.5] √√ ★ ★

스트레스 테스트[9.4.5] √√ ★ ★

경계 값 테스트 √ √√ ★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9.5.1] √ √√ ★

기능 테스트[9.4.5] ★ ★ ★

성능 모니터링 √ √√ ★

재난 테스트[9.4.5] √ √√ √√

고장 저항(resistance to failure) 테스트[9.4.5] √ √√ ★

“레드팀” 테스트[9.4.5] ⦸ √ √√

회귀 테스트 [9.4.6]
(원래 테스트 수준에 맞게 테일러링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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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터, 개발자 및 프로젝트 관리에 매우 유용한 도구는 시스템(서브시스템 및 소프트

웨어 포함)의 모든 테스트 활동을 높은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정보는 컬럼의 

헤더에 모든 다양한 수준의 테스트를 나열하는 큰 테이블 형태로(종종 월-차트로) 

표시될 수 있다. 각 테스트 수준을 구분하는 적절한 데이터(예: 책임자, 발생시기, 

테스트 목적, 테스트 데이터의 특성, 테스트 실행을 위해 사용되는 환경, 만들어지는 

제품, 진입 및 종료 기준)이 표의 행에 배치된다.

9.4 소프트웨어 통합 및 테스트

  다음과 같은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 통합 테스트

    * 단위 통합 및 테스트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

  ∙ 시스템 테스트

    * 기능 테스트

    * 성능 테스트

    * 부하 테스트

    * 스트레스 테스트

    * 재난 테스트

    * 안정성 테스트

    * 인수 테스트

    * “레드팀”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는 하나의 테스트가 아니라 수행 가능한 테스트의 모음이다. 이러한 테스트는 

전체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을 사용하여 수행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시스템 테스트의 포인트는 모든 기능을 테스트하고, 그 한계를 알고, 결함 

및 고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이해되도록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이다.

9.4.1 테스트 기법 및 고려 사항  

  이 절은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소개를 제공한다. 이 절에는 다양

한 테스트에 대한 설명, 테스트케이스 작성 방법, 결함 발견 시 수행할 작업, 빠듯한 테스트 일

정을 처리하기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익숙하다면, 안전에 특화

된 정보로 이어지는 9.4.2절로 건너뛰어도 된다.

  이 절은 모두 Rick Hower가 만든 FAQ, © 1996-2000에서 허가를 받아 가져왔다. 이 웹 

사이트는 “Software QA and Testing Frequently-Asked-Questions”, http://www.softwarereqa

test.com/이며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훌륭한 소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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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고려해야 하는가?

블랙박스 테스트(Black box testing) - 내부 설계 또는 코드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요구사항과 기능을 기반으로 테스트 한다.

화이트박스 테스트(White box testing) – 응용프로그램 코드의 내부 로직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코드 문장, 분기, 경로 및 조건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테스트 한다.

단위 테스트(unit testing) - 가장 '작은' 규모의 테스트로 특정 기능 또는 코드 컴포넌트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내부 프로그램 설계 및 코드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적

으로 테스터가 아닌 프로그래머가 수행한다. 응용프로그램이 엄격하게 코딩되고 잘 설계된 

아키텍처를 가지지 않는 한 항상 쉽게 수행되지는 않는다. 테스트 드라이버 모듈이나 테스

트 하네스(test harness)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점진적 통합 테스트(incremental integration testing) -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이 완료되기 전에 응용프

로그램 기능의 다양한 측면이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독립적이거나 필요

에 따라 테스트 드라이버가 개발되어야 한다. 프로그래머 또는 테스터가 수행한다.

통합 테스트(integration testing) - 응용프로그램의 결합된 부분이 함께 올바르게 작동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한다. '부분'은 코드 컴포넌트, 개별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상의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응용프로그램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테스트는 특히 클라이

언트/서버 및 분산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기능 테스트(functional testing) - 응용프로그램의 기능 요구사항에 맞춰진 블랙박스 형식의 

테스트이다. 이 형식의 테스트는 테스터가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코드 릴리즈 전에 프로그

래머가 코드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물론 모든 테스트 단계에 적용됨).

시스템 테스트(system testing) - 전체 요구사항 명세를 기반으로 하는 블랙박스 유형의 

테스트로, 시스템의 모든 결합된 부분을 다룬다.

엔드-투-엔드 테스트(end-to-end testing) - 시스템 테스트와 유사하다; 테스트 중 비교적 

대규모인(macro)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통신 사용, 다른 하드웨어

나 응용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 상호작용 하는 것과 같이 실제 사용을 모방한 상황에서 

완전한 응용프로그램 환경의 테스트를 포함한다. 

새너티 테스트(sanity testing) - 일반적인 초기 테스트 작업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이 

본격적인 테스트 작업을 수용할 만큼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5분마다 시스템을 중단시키거나 시스템을 크롤링하여 느리게 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파괴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현재 상태에서 추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정상' 상태가 아닐 수 있다.

회귀 테스트(regression testing) - 소프트웨어나 그 환경을 수정 또는 해결한 후 다시 테

스트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재-테스트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은(특히 개발주기가 끝날 

무렵에) 어려울 수 있다. 자동화된 테스트 도구는 이 유형의 테스트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인수 테스트(acceptance testing) - 사용자 또는 고객의 명세를 기반으로 하거나 제한된 기

간 동안 사용자/고객의 사용을 기반으로 한 최종 테스트이다.

부하 테스트(load testing) - 시스템 응답시간의 저하 또는 실패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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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웹 사이트를 테스트하는 것과 같이 과부하 상태에서 응용프로그램을 테스트한다.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ing) - 종종 '부하' 및 '성능' 테스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부하가 많거나, 특정 작업 또는 입력의 과도한 반복, 큰 숫자 값 입력, 크고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등의 환경에서의 시스템 기능 테스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성능 테스트(performance testing) - 종종 '스트레스' 및 '부하' 테스트와 같은 의미로 사용

된다. 이상적으로 '성능' 테스트(및 다른 '유형의' 테스트)는 요구사항 문서나 QA 또는 테

스트 계획에 정의되어 있다.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ing) - '사용자 친화성' 테스트. 이것은 분명히 주관적이며 최종 

사용자나 고객에 따라 다르다. 사용자 인터뷰, 설문조사, 사용자 세션의 비디오 녹화 및 기타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래머와 테스터는 일반적으로 사용성 테스터로 적합치 않다.

설치/제거 테스트(install/uninstall testing) - 전체, 부분 또는 업그레이드 설치/제거 프로

세스를 테스트한다.

복구 테스트(recovery testing) - 시스템이 충돌, 하드웨어 오류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문제

에서 얼마나 잘 복구되는지 테스트한다. 

보안 테스트(security testing) - 시스템이 알려지지 않은 내부 또는 외부 액세스, 고의적 

손상 등에 대해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테스트한다. 정교한 테스트 기법이 필요할 수 있다.

호환성 테스트(compatibility testing) -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운 체제/네트워크 등의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한다.

사용자 인수 테스트(user acceptance testing) - 소프트웨어가 최종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 

만족스러운지 결정한다.

비교 테스트(comparison testing) - 경쟁 제품과 소프트웨어 약점 및 강점을 비교한다.

알파 테스트(alpha testing) - 개발이 거의 완료될 때 수행되는 응용프로그램 테스트이다. 

이 테스트 결과로 사소한 설계 변경이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나 

테스터가 아닌 최종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이 수행한다.

베타 테스트(beta testing) - 개발 및 테스트가 본질적으로 완료되고 최종 릴리즈 전에 최종 

버그 및 문제를 찾아야 할 때 수행되는 테스트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나 테스터가 아닌 

최종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이 수행한다.

9.4.1.2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개발하고 실행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단계이다.

요구사항, 기능 설계, 내부 설계 명세 및 기타 필요한 문서를 확보한다. 

예산 및 일정 요구사항을 확보한다.

프로젝트-관련 인력과 책임, 보고(reporting) 요구사항, 필요한 표준 및 프로세스(예: 릴리

즈 프로세스, 변경 프로세스 등)를 결정한다.

응용프로그램의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테스트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한다.

단위, 통합, 기능, 시스템, 부하, 사용성 테스트 등 테스트 접근 방식 및 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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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환경 요구사항(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등)을 결정한다.

테스트웨어 요구사항(기록(record)/재생(playback) 도구, 커버리지 분석기, 테스트 추적, 문

제/버그 추적 등)을 결정한다.

테스트 입력 데이터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태스크, 태스크의 책임자 및 업무(labor)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예상 일정, 타임라인, 마일스톤을 설정한다.

동등 클래스, 경계 값 분석, 오류 클래스에 해당 입력값을 결정한다.

테스트 계획 문서를 준비하고 리뷰/승인한다.

테스트케이스를 작성한다.

테스트케이스에 대한 리뷰/인스펙션/승인이 필요하다.

테스트 환경 및 테스트웨어를 준비한다. 필요한 사용자 설명서/참조 문서/형상 가이드/설

치 가이드를 확보한다. 테스트 추적 프로세스를 셋업한다. 로깅 및 아카이빙 프로세스를 

셋업한다. 테스트 입력 데이터를 셋업 또는 확보한다. 

소프트웨어 릴리즈를 확보하고 설치한다. 

테스트를 수행한다.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문제/버그를 추적하고 수정한다. 

필요에 따라 재 테스트한다.

수명주기 동안 테스트 계획, 테스트케이스, 테스트 환경 및 테스트웨어를 유지관리하고 업

데이트한다.

9.4.1.3 '테스트케이스'란 무엇인가?

  테스트케이스는 응용프로그램의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판별하기 위해 입력, 동작 또는 

이벤트 및 예상 결과를 기술한 문서이다. 테스트케이스에는 테스트케이스 식별자, 테스트케이스 

이름, 목표, 테스트 조건/설정(setup), 입력 데이터 요구사항, 단계 및 예상 결과와 같은 세부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테스트케이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응용프로그램의 운 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야 하므로, 테

스트 개발 프로세스가 응용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나 설계의 문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개발주기 초기에 테스트케이스를 준비하는 것이 유용하다.
 

9.4.1.4 버그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버그를 고칠 수 있는 개발자에게 알리고 할당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된 후 수정 사항을 다시 

테스트하고, 수정 사항이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 테스트 요구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문제 추적 시스템(problem-tracking system)이 있다면 이 시스템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캡슐화 해야 한다. 다양한 상업적 문제 추적/관리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해당 도구 목록이 있는 웹 리소스는 '도구' 절 참조). 다음은 추적 프로세스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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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버그를 이해하고, 심각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필요한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완전한 정보

버그 식별자(번호, ID 등)

현재 버그 상태(예: '재시험을 위해 릴리즈 됨', '신규' 등)

응용프로그램 이름 또는 식별자 및 버전

버그가 발생한 함수, 컴포넌트, 기능(feature), 객체, 화면 등

환경 사양, 시스템, 플랫폼, 관련 하드웨어 사양

테스트케이스 이름/번호/식별자

버그에 대한 한 줄 설명

버그에 대한 전체 설명

테스트케이스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테스트케이스/테스트 스크립트/테스트 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버그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단계에 대한 설명

테스트에 사용되는 파일/데이터/메시지 등의 이름 및/또는 설명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파일 발췌(excerpts)/오류 메시지/로그 파일 발췌/스크린

샷/테스트 도구 로그

심각도   추정치(1-5 또는 '치명적임'-'낮음'과 같은 5단계 범위가 일반적임)

버그의 재현 가능성

테스터 이름

테스트 날짜

버그 리포팅 날짜

문제가 할당된 개발자/그룹/조직의 이름

문제 원인에 대한 설명

수정 사항에 대한 설명

수정된 코드섹션/파일/컴포넌트/클래스/메소드

수정 날짜

수정 사항이 포함된 응용프로그램 버전

재시험을 담당하는 테스터

재시험 날짜

재시험 결과

회귀 테스트 요구사항

회귀 테스트를 담당하는 테스터

회귀 테스트 결과

  보고 또는 추적 프로세스는 다양한 단계에서 적절한 직원에게 통지(notification)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테스터는 재시험이 필요한 시기를 알아야 하고, 개발자는 버그가 발견된 

시점과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관리자는 보고/요약할 능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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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5 철저한 테스트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위험원 분석을 통해 테스트가 집중되어야하는 위치를 결정한다. 응용프로그램의 모든 가능한 

측면, 모든 가능한 이벤트의 조합, 모든 의존성,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위험원 분석이 적절한 방법이다. 위험

원 분석을 위해서는 판단 기술, 상식,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다.(가용하다면 정형 기법도 사용할 

수 있다.)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의 의도된 목적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사용자에게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무엇인가?

안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기능은 무엇인가?

사용자에게 가장 큰 재정적 향을 미치는 기능은 무엇인가?

응용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이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가?

개발주기의 초기에 응용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을 테스트 할 수 있는가?

코드의 어느 부분이 가장 복잡하여 오류에 가장 취약한가?

응용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급하게 또는 패닉 모드에서 개발되었는가?

유사한/관련된 이전 프로젝트의 어떤 측면이 문제를 일으켰는가?

유사한/관련된 이전 프로젝트의 어떤 측면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었는가?

요구사항 및 설계의 어떤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잘못 고려되었는가?

개발자들은 응용프로그램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종류의 문제가 가장 나쁜 평판을 유발하는가?

어떤 종류의 문제로 인해 고객 서비스 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다수의 기능을 쉽게 커버할 수 있는 테스트 유형은 무엇인가?

시간 요구 비율 대비 최고의 하이-리스크-커버리지 테스트는 무엇인가?

9.4.2 테스트 환경   

  구조적 테스트 절차에 따라 테스트가 수행되고 결과가 모니터링 되는 통제된 환경에서, 또는 

소프트웨어가 간섭 없이 실행되는 데모 환경에서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제어된 테스트(Controlled testing)는 실제 또는 시뮬레이션된 컴퓨터에서 행동에 향을 미치는 

특화된 기법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이것은 테스트 절차(스크립트)를 개발하고 따

르며,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는 일반적인 테스트 모드이다. 자동 테스트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다음 절에서 설명할 모든 통합 및 시스템 테스트는 제어된 테스트이다.

  실제 시스템이 아닌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때 시뮬레이터의 정확도(fidelity)를 신중하게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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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시뮬레이터가 “실물”에 얼마나 가까운가? 시뮬레이터는 얼마나 정확한가? 시뮬레이터 

자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검증되었는가?

  데몬스트레이션 테스트(Demonstration testing)는 소프트웨어가 운 되는 컴퓨터 및 환경과 

동일한 컴퓨터 및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며, 사용자에게 시스템 작동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내부 동작이 완전히 소프트웨어의 제어 하에 있는 자율 

시스템도 시연될(demonstrated) 수 있고, 특히 인수 테스트에서 시연될 수 있다. 

  안전 테스트(Safety testing)는 최종 시스템(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 테스트는 모든 위험원 제어 또는 완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다른 요소가 소프트웨어 위험원의 제어 또는 완화를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극단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조건에서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다.

  형상 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는 모든 시스템 테스트와 [서브]시스템 통합 및 테스

트에 대해 미디어 및 문서의 유일한 배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개발자의 장비에서 최신 프로그

램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시스템 테스트의 한 측면은 반복가능성(repeatability)

으로, 이는 테스트 중인 소프트웨어가 알려진, 고정된 소스로부터 나온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다.

9.4.3 통합 테스트

  통합(integration)은 소프트웨어 유닛이라는 조각의 “퍼즐”을 맞추는 프로세스이다. 최종 결과

는 완전한 시스템이며 최종 통합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시스템 기능 테스트이다.

  유닛의 통합 순서는 유닛이 식별되는 아키텍처 설계의 마지막에 결정되어야 한다. 유닛의 통

합에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백본(최소 기능)을 생성하고 백본에 추가하

거나 가장 어려운 컴포넌트를 먼저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통합 순서를 결정할 때 하드웨어 일

정도 고려해야 한다. 하드웨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초반에 통합하기로 한 경우, 하드웨어 일

정이 늦어진다면 소프트웨어 통합이 지연될 수 있다.

  스텁(stub)과 드라이버(driver)는 통합된 섹션 외부에서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사용된다. 스텁은 통합된 섹션 아래에 있는(통합된 섹션에서 호출하는) 유닛에 해당된

다. 드라이버는 통합된 섹션을 호출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나타낸다.

  통합 테스트는 통합된 유닛의 기능을 검증하는 블랙박스 테스트이다. 통합 테스트는 “상위 수

준”의 블랙박스 단위 테스트이며, 여기서의 “단위”는 새로운, 통합된 전체 시스템이다.

  안전-필수 유닛이 통합되어감에 따라 특수한 안전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

는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면 테스트할 수 없는 기능을 테스트해야 한다. 또한 몇몇 안전 테스

트를 조기에 실행하여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

9.4.4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통합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는 통합 테스트 전략을 약간 달리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통합 

되면 기본 소프트웨어 설계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 시스템은 그저 시스템이다. 그러나 

시스템이 통합되면 전체 클래스가 한 번에 추가된다. 통합 테스트 중에 수행되는 보통의 “기능” 

테스트 외에 다음 테스트도 고려한다.

 객체 A가 B의 생성자(constructor)를 호출하여 객체 B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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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B의 소멸자(destructor)를 호출(invoke, 역주: 포인터를 얻어와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것)하여 

B를 삭제한다. 여기서 메모리 누수를 확인하라!

 A가 B에게 “메시지”를 보낸다(B의 메소드를 호출함). B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라

(생성되지 않았거나 이미 폐기됨). 에러 핸들링 시스템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각 클래스는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다른 클래스와의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해야 한다.

  객체 지향 테스트 방법은 보다 전통적인 테스트의 성숙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OO 소프트

웨어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다음 리소스는 OO 테스트와 

관련된 몇 가지 유용한 정보 또는 링크를 제공한다.

 “Testing Object-Oriented Software”(도서), David C. Kung, Pei Hsia 및 Jerry Gao, 

1998년 10월 ISBN 0-8186-8520-4

 객체 지향 테스트에 대한 Cetus 링크 : http://www.cetus-links.org/

 1995년의 최신 기술 : http://www.stsc.hill.af.mil/crosstalk/1995/04/i dex.html

9.4.5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는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통합되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여러 유형의 테스트가 

실행된다. 모든 테스트가 모든 시스템에 유용한 것은 아니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특정 요구사

항을 테스트하거나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를 선택해야 한다.

 기능 테스트(Functional tests)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은 요구사항에 명세된 모든 기능이 수행되는지, “작동하지 않아야 하는” 기능이 수

행되지 않는지 검증한다. 시스템 테스트에는 실제로 더 많은 유형의 테스트가 포함되지만, 

종종 완전한 엔드-투-엔트(end-to-end) 기능 테스트가 시스템 테스트로 지정되기도 하

며, 기능 테스트의 축소된 버전이 종종 인수 테스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필수 테스트

(Mandatory Test)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s)는 시스템이 고장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계한다. 용량 테스트(성능)로 시스템이 요구된 수의 파일을 저장

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 테스트로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수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

는 측면으로는 CPU 사용량, I/O 응답시간, 페이징 빈도, 메모리 사용량, 가용 메모리 양 

및 네트워크 사용량이 있다. 시스템의 최대 사용량이 고장 지점(breakdown point)에 가까

울수록 시스템이 사용 중에 고장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능하면 충분한 여유를 두도록 

한다.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매우 권고함

 안정성 테스트(Stability tests)는 이벤트 시퀀스에 대한 민감도, 간헐적인 불량 데이터, 메

모리 누수, 시스템을 장기간 운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찾는다. 장기간 

운영해야 하거나 사용자 접근이 제한된 시스템에 매우 권고함

 고장에 대한 저항 테스트(Resistance to Failure tests)는 소프트웨어가 오류에 얼마나 적절

하게(gracefully) 대응하는지 테스트한다. 오류는 로컬에서 감지 및 처리되어야 한다. 센서 

또는 기타 장치의 잘못된 입력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용자 입력도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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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류 메시지가 있으나 무시됨). 오류 주입 테스트가 이 범주에 속한다.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매우 권고함

 호환성 테스트(Compatibility tests)는 소프트웨어가 인터페이스 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 

및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필수 테스트

 성능 테스트(Performance testing)는 용량(Capacity), 정확도(Accuracy), 응답시간(Response 

time), 가용성(Availability) 및 처리량(Throughput)과 같은 “CARAT” 파라미터를 검증한다. 

용량은 레코드 수, 사용자 수, 디스크 공간 등이다. 정확도는 알고리즘 결과 및 정 도에 

대한 검증이다. 응답시간은 실시간 시스템에서 종종 중요하며 명세에 포함된다. 가용성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실패 빈도, 오류 발생 시 수리시간에 기반한다). 처리량은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단위 시간당 최대 또는 평균 이벤트 수이다. 부하 테스트는 성능 

테스트의 한 형태이다. 성능을 위한 필수 테스트, 특히 리소스가 제한된 경우 등과 같이 

다른 경우에도 매우 권고함


 재난 테스트(Disaster testing)는 물리적 하드웨어 장애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대응을 확인

한다.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동안 전원 플러그를 뽑는 것이 한 예다. 재난 테스트는 소프트

웨어를 수정해야 하는 역이나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한 역(예: 소프트웨어가 점진적으로 

셧다운(gracefully shutdown) 될 수 있도록 하는 백업 배터리)을 시사한다. 안전-필수 

컴포넌트에 권고함


 핫 백업 및 웜 백업 테스트(Hot and warm backup testing)에는 “핫(hot)” 또는 “웜

(warm)” 백업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에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주(primary) 시스템이 실패하게 하고(플러그를 뽑는 등), 필요한 백업이 실제로 

온라인 상태인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핫 또는 웜 백업 시스템이 필요한 시스템에 

권고함


 설치 테스트(Installation test)는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설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사용자가 설치해야 하는 시스템에 권고함


 병렬 작업 테스트(parallel operations testing)는 다운 타임이 0에 가까운 현재 운  중인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될 때 필요하다. 새로운 교체 시스템은 검증되는 동안 

운  중인 시스템과 병렬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운  입력 

데이터 스트림을 두 시스템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테스트 시스템의 출력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에 저장되어야 하며, 운  중인 시스템의 출력 데이터와 섞이지 

않아야 한다. 다운 타임이 없는 시스템에 권고함


 “레드 팀” 테스트(“Red Team” testing)는 완전히 스크립트하지 않는, “코드를 망가뜨리기 

위한” 유형의 테스트이다. 다른 모든 테스트가 완료된 후 실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예: 시뮬레이터)에서만 수행된다. 테스터는 실행되는 하드웨어(또는 관련 하드웨어)를 

실제로 손상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원하는 모든 것을 수행한다. 이것은 

일종의 랜덤 테스트이다.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프로그램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장은 소프트웨어 또는 운  절차에서 무언가를 변경해야 함을 나타낸다. 시간이 허락

하거나 테스트 팀이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원하는 경우 권고함



제9장 테스트

NASA-GB-8719.13 (한글판) 192

회귀 테스트에는 변경된 코드 및 상호작용하는 모든 모듈에 대해 

기능, 성능, 스트레스 및 안전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9.4.6 회귀 테스트(Regression Testing)  

  베이스라인(첫 번째 릴리즈)이 설정된 후 시스템이 변경될 때마다 회귀 테스트를 실행하여 이

전 기능이 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오류가 추가되지 않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

요하다! “수정된(fixed)” 코드가 원래의 오류에 새로운 오류를 추가할 수 있다. 시스템이 용량 

한계에 일부 가까워지면 수정된 코드로 인해 오류가 드러날 수 있다. 성능 문제, 경쟁 조건 또는 

이전에 분명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전체 시스템과 안전 테스트의 전체 스위트(suite)를 완전한 회귀 테스트로 

다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적당히 복잡한 시스템에서조차, 이러한 테스트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테스트의 서브셋으로 회귀 테스트 스위트를 구성한다. 

그러나 적절한 서브셋을 선택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art)이다.

  최소화(minimization)는 회귀 테스트 선택에 대한 한 가지 접근 방식이다. 목표는 코드 변경 

및 수정된 블록을 커버하는 최소한의 테스트를 회귀 테스트 스위트로 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

식의 기준은 테스트에 의해 어떤 문장이 수행되는지에 대한 커버리지이다. 특히 변경된 코드의 

모든 문장이 실행되어야 하며 모든 수정된 블록은 적어도 한 번은 테스트되어야 한다.

  커버리지(coverage) 접근 방식은 최소화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커버리지 기준을 기반으로 

하지만 테스트 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변경되거나 향을 받는 프로그램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모든 시스템 테스트가 사용된다.

  안전한(safe) 접근 방식은 커버리지 기준을 덜 강조하고, 대신 수정된 프로그램이 원래 프로그

램과 다른 출력을 생성하도록 하는 모든 테스트를 선택하기 위해 애쓴다. 안전한 회귀 테스트 

선택 기법은, 잘 정의된 특정 조건에서 실행되기만 한다면, 수정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테스트를 (원래 테스트 스위트에서)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서브셋을 선택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슬라이싱(Program slicing)은 실행할 테스트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

다. 슬라이싱은 변수에 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문장 또는 변수와 관련된 모든 문장을 찾는다. 

변경 사항에 따라 슬라이싱은 수정으로 인해 향을 받을 수 있는 컴포넌트를 보여줄 수 있다.

  요구사항 관리 프로그램(6.4절)은 실행해야 할 테스트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변경 

사항이 특정 요구사항, 특히 안전 요구사항에 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테스트하는 

모든 테스트케이스를 실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추적성의 한 측면은 어떤 테스트케이스가 어떤 

요구사항을 테스트하는지 아는 것이다.

  회귀 테스트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이 무엇이든 신중하게 고려한 프로세스여야 한다. 

오류 누락의 위험과 회귀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매우 사소한 

코드 변경은, 그것이 소프트웨어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속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회귀 테스트가 

덜 필요하다. 또한 이전에 오류를 발견했던 회귀 스위트 테스트,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는 

테스트 및 성능 테스트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한다. 당신은 변경 후에도 적어도 변경 전과 마찬

가지로 시스템이 실행되기를 원할 것이다! 안전-필수 코드 또는 안전-필수 코드와 동일한 플랫

폼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사소한 변경일지라도 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트를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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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트  

  프로젝트에는 위험원이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제거되거나 통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과 관련된 테스트 설명, 절차, 테스트

케이스, 관련 자격(qualifications) 기준을 문서화하고 리뷰하는 것이 포함된다. 안전 요구사항(방지

책(inhibit), 트랩(trap), 인터락(interlock), 어썰션(assertion) 등)의 구현을 검증해야 한다. 소프트

웨어 기능이 명세된 환경(극한 환경 포함)과 명세된 비정상 및 스트레스 조건 모두에서 안전하

게 작동하는지 검증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고장 감내 시스템은 모든 예측되고 확인된

(credible) 두 가지 고장 시나리오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것 외에도, 소프트웨어가 실현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잘못

된 입력값에 의해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통해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필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의 진입(entry) 및 실행

과 연관된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출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거티브 테스트 및 

No-Go 테스트도 사용해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의도된 기능만 수행하고 관련 없는 기능은 수행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트는 다른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로 수행

될 수도 있다. 어디에서 수행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안전 기능을 검증하고 소프트웨어의 다른 

요소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악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EEE 1228-1994,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에서는 다음의 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트를 요구한다.

 중요한 소프트웨어 요소의 올바른 실행을 입증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단위 테스트

 중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닛이 명세된 대로 함께 실행됨을 입증하는 인터페이스 테스트

 하나 이상의 시스템 컴포넌트의 실행을 입증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형상 항목(CSCI) 테

스트

 전체 시스템 내에서 소프트웨어 성능을 입증하는 시스템 레벨 테스트

 소프트웨어가 예상치 못한 입력 값 또는 과부하 조건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위험원

을 유발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새로운 위험원과 같은 조건을 도입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회귀 테스트

  소프트웨어 보증 또는 시스템 안전 조직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안전 조직은 안전-필수 컴

퓨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모든 수준의 테스트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테스트에는 비공식 테

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및 소프트웨어 인수 테스트가 포함된다.

9.4.8 테스트 입회(Test Witnessing) 

  소프트웨어 보증 조직은 안전-필수 컴포넌트의 테스트가 반드시 승인된 테스트 계획, 설명, 

절차, 스크립트 및 시나리오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고 그 결과가 정확하게 로깅, 기록, 문서화, 

분석 및 보고되게 해야 한다. 안전 담당자도 필요시 또는 적절하게 여기에 참여하거나 증인으로서 

입회해야(witness) 한다. 소프트웨어 보증 조직은 결함과 불일치가 수정되고 적절하게 다시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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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입회(Witnessing)를 통해 통합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 인수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 테스트에서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수행되는지 검증한다. 시스템 인수 테스트

는 실제 운  조건이나 실제와 유사한(realistic)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테스트 입회자(the test witness)는 테스트 전에 테스트 절차를 숙지할 책임이 있다. 중요한 

본질에 대한 질문은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답변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조직은 안전-

필수 요소가 테스트되는 테스트 절차에 주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보증(또는 소프트웨어 안전) 조직은 적절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모든 부적합 

사항이나 문제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부적합 사항을 완료까지 추적하는 것은 중

요한 작업이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9.4.9 시스템 검증을 위한 컴퓨터 모델의 사용   

  유한(finite) 요소 분석 프로그램(예: Nastran 또는 Ansys)과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모델

은 시스템 설계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CAD 프로그램과 직접 인터페이스 된다. 이러한 소프트웨

어 패키지는 선형 및 비선형 스트레스 분석에서 다양한 정상(steady) 상태와 동적 특성 분석, 충

돌(crash) 테스트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모델링 프로그램

은 어린이 장난감에서 로켓 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을 조사하는 데 사용된다. 설계를 평가

할 때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지속 확대될 것이며, 이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제한 또는 제거하여 잠재적인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모델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오용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분석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가는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말 최소한으로, 결과에 

대한 “새너티 체크(sanity check)”를 수행해야 한다. 안전-필수 분석의 경우 모델링 도구를 

공식적으로 검증하거나 테스트해야 한다. 또한 분석가는 이러한 “가상 설계 환경”의 적절

한 적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필수 하드웨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용자는 잘 훈련되고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인증 받아야(소프트웨어 

공급 업체가 인증을 제공하는 경우)한다. 부하, 제한, 자료 속성과 같은 모든 프로그램 

입력 파라미터는 적절한 모델링 및 분석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몰입형 가상 환경 기술(가상 현실)은 안전-필수 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에 사용될 만큼 성숙

해졌다. 가상 환경은 사용자가 다중 감각 입력 및 출력 장치를 통해 모델링되는 가상 단어와 상

호작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환경이다. 가상 환경은 모델링 중인 시스템의 안전한 운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모델링된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 준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00].

9.5 테스트 분석   

  테스트 단계에서 두 가지 세트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1. 테스트 유효성(validity)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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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스트 결과 분석

  사전 분석은 최소한 안전-필수 MWF(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기능)와 MNWF(절대 동작해서

는 안 되는 기능)에 대한 테스트 커버리지를 고려해야 한다.

9.5.1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  

  코드가 적다면 100% 테스트 커버리지를 달성(즉, 코드의 가능한 모든 상태 및 경로를 실행)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상태를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러하지만 그 보

다도, 컴퓨터 프로그램 상태의 순열(permutation)의 엄청난 수로 인해 100%의 테스트 커버리지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종종 불확실한 수의 환경 변수가 너무 많아 완전히 시뮬레

이션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가능한 시스템 테스트 세트에 대한 정보는 9.4.5절 시스템 테스트를 참조한다. 테스트 커버리

지 분석은 시스템 테스트와 회귀 테스트(9.4.6절)에 대한 적절한 커버리지를 검증해야 한다. 

  테스트 계획 프로세스의 일부로 최적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평가하기 위해 몇몇 분석이 권장

된다. 특정 고장 확률을 가진 시스템이 주어진 수의 테스트를 통과할 확률을 계산하려는 이론이 

있는데, 이는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평가(Evaluation of Safety-Critical Software)”[52]에서 

논의하고 있다.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은 테스트 시작 전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최소한, 계획된 테스트

가 프로그램의 모든 경로를 포함하는지, 모든 분기가 실행되었는지, 각 명령문이 적어도 한 번 

실행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경계 조건이 정상(nominal) 및 잘못된 입

력 값뿐만 아니라 모든 입력 값에 대해 테스트되는지 검증한다.

  커버리지 분석을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아래 목록이 

자동화된 도구의 전부는 아니며, 특정 도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C++ Test and Jtest, Parasoft, http://www.parasoft.com/

 CodeTEST, Metrowerks, http://www.metrowerks.com/

 Code Warrior Analysis Tools, Metrowerks, http://www.metrowerks.com/

 Cantata, IPL(for C code), http://www.iplbath.com/products/tools/pt200.shtml

 C-Cover, Bullseye; Win32 and Unix; C and C ++

 XPEDITER, Compuware; Win32; C, C ++, Java and Visual Basic(VB)

 PureCoverage, Rational; Win32 and Unix; C, C ++, Java and VB

 TestWorks, Software Research; Win32 and Unix; C, C ++ and Java

 LiveCoverage, Paterson Technology; Win32; C, C ++ and VB

 DACSTM-Object Coverage, DDC-I Inc; Ada; Qualified for FAA verification

 CoverageScope, Real-Time Innovations; VxWorks

 GCOV, GNU; Linux; C and C ++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또는 안전 엔지니어)은 수행할 모든 테스트 목록을 생성해야 한다. 9.4

절 소프트웨어 통합 및 테스트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테스트에 대해 설명한다. 테스트 

체크리스트는 개발 및 안전 담당자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실수로 누락된 테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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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누가 테스트를 참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보증 조직에서 시스템 테스트에 입회(witness)하지만 소프트웨어 안전 조직에서도 

일부를 입회해야 할 수 있다. 관련된 사람들의 목록이 있으면 테스트를 다시 실행해야 할 가능

성을 줄임과 동시에 누군가가 잊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목록이 있으면 관

련된 사람들이 테스트 수행 전에 테스트 절차를 잘 알게 할 수 있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

9.5.2 테스트 계획 및 절차에 대한 공식 인스펙션  

  테스트 계획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초기에 작성해야 한다. 요구사항이 알려지면 요구사

항을 검증하는 방법을 다루는 테스트 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 최소한, 기능 테스트, 인수 테스

트 및 비정상(off-nominal)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테스트 절차는 테스트 대상, 테스트 수행 방법 및 예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이다. 테스트 절

차는 테스트에서 검증된 특정 요구사항을 참조해야 하므로, 단계를 체크하고 기재할 수 있는 란이 

필요하며, 안전 검증 단계를 포함한 중요 섹션에는 입회자를 위한 서명란이 있다.

  안전 엔지니어는 안전 최소 수준의 프로젝트에 대해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 절차를 리뷰해야 

한다. 더 높은 안전 수준인 경우 계획과 절차는 공식 인스펙션 받아야 한다(공식 인스펙션은 

6.5.5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공식 인스펙션에서 논의된다). 리뷰 또는 인스펙션의 목표는 다

음과 같다.

 안전 방지책 또는 안전 제어가 테스트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지 검토한다.

 안전 제어 또는 완화가 적절하게 테스트되었는지 검토한다(테스트에 포함된 경우).

 요구사항을 테스트 중인 컴포넌트로 추적하고 테스트가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검증하는지 

확인한다. 

  테스트가 끝나면 모든 요구사항을 검증하고 모든 안전 기능을 테스트해야 한다.

Benefit Rating: 높음(high) Cost Rating: 낮음(low)에서 보통(moderate)

9.5.3 신뢰성 모델링  

  소프트웨어 신뢰성(Software reliability)은 소프트웨어 안전에 기여한다. 소프트웨어가 고장 없이 

장기간 운 되는 경우, 운 (실패하지 않은) 모드가 위험원을 초래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간동안 소프트웨어는 “안전”할 것이다.

  ANSI 표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신뢰성은 “지정된 환경에서 지정된 시간동안 컴퓨터 프로그

램이 고장 없이 동작할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신뢰성 모델링은 지정된 시간 내의 고장 확률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이다.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델링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주어진 시스템에서 주어진 시간 간격(time interval)동안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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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는 연속 고장(successive failure) 사이의 예상 기간은 얼마인가?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델은 여러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예측 모델(prediction model)은 시스템

이 완료되었을 때 시스템의 신뢰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예측 모델은 요구사항 단계, 설계 또는 

구현 단계에서 일찍 개발될 수 있다. 예측 모델이 대답하려고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신뢰성 

목표 또는 요구사항에 도달할 수 있는가? 실제로 시스템이 얼마나 신뢰할만한가? 예측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로는 현재 시스템의 고장 데이터(테스트 중인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프

로세스에서 얻은 메트릭, 유사한 시스템에서 얻은 고장 데이터가 있다.

  추정 모델(estimation model)은 일반적으로 테스트 단계에서 현재 소프트웨어를 평가한다. 발

견된 결함 및 다른 요인을 기반으로 모델은 소프트웨어가 운  중일 때 여전히 남아있는 결함 수 

또는 고장 사이의 시간을 추정한다. 추정 모델에는 신뢰성 증가 모델(reliability growth models), 

입력 도메인 모델(input domain models), 결함 시드 모델(fault seeding models)이 포함된다.

  40가지가 넘는 다양한 예측 및 추정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델이 존재한다. 모델의 정확성은 

모델, 프로젝트 및 분석가의 전문 지식에 따라 다르다.

  문제와 우려사항을 포함한 신뢰성 모델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G에 나와 있다.

Benefit Rating: 낮음(low)에서 중간(medium) Cost Rating: 보통(moderate)에서 높음(high)

9.5.4 테스트 결과 분석  

  테스트가 수행(및 입회)되면, 무엇이 수행되었는지, 결과가 예상 결과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또

는 다른지)를 설명하는 테스트 보고서가 작성된다. 안전 엔지니어는 이러한 테스트 보고서와 문

제 해결 보고서를 사용하여 모든 안전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검증한다. 또한 테스트 결과 분

석은 식별된 모든 위험원이 제거되었거나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되었는지를 검증

한다. 테스트 안전 분석 결과는 진행 중인 시스템 안전 분석 활동에 제공된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모든 테스트 불일치는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 및 수정되어야 한다.

9.5.5 테스트 리소스

 http://www.chillarege.com/authwork/TestingBestPractice.pdf는 테스트, 테스트 개발, 프

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Software Testing Hotlist, Resources for Professional Software Testers 

(http://www.io.com/~wazmo/qa/)는 테스트 정보를 위한 아주 좋은 참조 사이트다.

 The Software QA and Testing Resource Center(http://www.softwareqatest.com/)는 테

스트 및 QA 프로세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한다.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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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거나 운  환경에 배치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단된다. 하지만 이상적이지 않은 우리의 세계에서는 종종 운  중에 결함(오류 및 고장)이 발견

된다. 운  중인 소프트웨어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고치기 위해 변경될 수 있고, 새로운 하드웨어와 

동작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해서도 변경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 그 외 유지관리에는 예상치 못한, 원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시스템이 잘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 소프트웨어 한 부분의 변경은  

소프트웨어의 다른 역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변경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에 대한 향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안전-필수 시스템에서는 최신의 픽스(fix)나 업그레이드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배포(10.4절) 뿐만 아니라 운  및 유지관리 작업에 대해 

다룬다.(10.5절)

10.1 작업 및 분석

 표 10-1 운영 및 유지관리 작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작업

소프트웨어 보증(SA) 또는 

IV&V 작업

소프트웨어의 결함의 원인과 
수정 방법을 결정한다.

문제 보고서에 대해 안전 
향도를 평가한다.

소프트웨어 결함의 
원인 파악을 지원한다.

운  소프트웨어의 변경 및 
업그레이드를 제안한다.

제안된 변경에 대해 안전 
향도를 평가한다.

COTS 및 제안된 변경에 대한 
향도를 평가한다.

COTS[10.5.1]

변경 향도 분석
[10.5.2]

승인된 변경사항을 구현한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회귀테스트에 입회한다.

회귀테스트에 입회한다.

변경 사항이 구현된 후 
회귀 테스트를 수행한다.

COTS 변경에 대해 안전 
향도를 평가한다.

소프트웨어 패치와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COTS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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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문서화 및 마일스톤

  다음 표는 운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보여준다.

 표 10-2 운영 및 유지관리 문서화

문서(Document) 소프트웨어 안전

운  또는 사용자 매뉴얼
위험 명령이나 위험한 운 을 식별한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버전 기술 문서
(VDD, Version Description Document)

VDD 전체에서 안전-필수 컴포넌트를 명확하게 식별
한다.

인수 데이터 패키지
(Acceptance Data Package)

안전-필수 요구사항의 추적성 매트릭스

모든 위험원 제어에 대한 검증 매트릭스

소프트웨어 문제 보고서 및 변경 요청

문제 또는 장애 보고서나 소프트웨어 변경 요청에 
대해 안전상의 의미(safety implication)을 리뷰해야 
한다. 모든 수정 조치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추가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 검증해야 하고, 다른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악 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증해야 한다.

추적성 매트릭스
변경 사항이 구현된 후 소프트웨어 내역을 반 하기 
위해 업데이트 한다.

  운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인수 리뷰(Software Acceptance Review)

 비행 규약 승인 리뷰(Flight Article Acceptance Review)

 선적 전 리뷰(Pre-Ship Review)

 운  준비 리뷰(Operations Readiness Review)

10.3 테일러링 가이드라인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최대, 보통, 최소)을 결정하는 방법은 3.2절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테일러링을 참조한다. 이러한 기술과 분석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점과 비용 등급(Benefit and 

Cost rating)이 함께 제공된다. 이 등급은 정량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며, 따라서 권위 있는 연구 결과로 활용하기 보다는 가이드로만 사용해야 한다. 

표 10-3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기법 또는 분석 안전 활동 등급
최소 보통 최대

10.5.2 소프트웨어 변경 향 분석 ✔✔ ★ ★

권고 코드
★ 필수 ✔✔ 매우 권고됨
✔ 권고됨 ⦸ 권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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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소프트웨어 인수 및 배포  

  소프트웨어가 인수 테스트를 통과하면 독립 실행되는 형태(stand-alone)로 또는 보다 큰 시스템의 

부분으로 출시될 수 있다.

  인수 데이터 패키지(ADP, Acceptance Data Package)는 소프트웨어 출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 패키지에는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음의 아이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안전-필수 아이템을 설치하기 위한 자세한 설명(instruction)

 소프트웨어가 인증받은 하드웨어 환경에 대한 정의

 누락된 설계 특성이나 테스트되지 않은 특성과 같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모든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슈

 위험한 활동에 대한 운 상의 제약사항 설명 - 모든 공개된, 수정되었으나 테스트되지 않은, 

또는 수정되지 않은 안전-관련 문제 보고서를 나열한다. 허용 가능한 운  성능 한계와 

사용상의 환경 제한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모든 운 상의 절차 및 운 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 - 고장 진단 및 복구 절차를 포함

한다. 

 품질 보증 조직과 IV&V 조직에서 확인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인증(가능한 경우) 

 안전 요구사항의 모든 면제 목록 및 면제 문서의 사본

 안전 테스트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인수 테스트 결과

 안전-필수 아이템에 대해 승인된 변경 요청사항 목록 및 변경 요청서 사본 

 안전-관련 문제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사본

 시스템 출시와 함께 사용할 소프트웨어 빌드 버전이 설명된 버전 기술 문서(VDD) - 각 

CSCI별로 VDD가 있거나 여러 CSCI에 대해 한 개의 상세한 VDD가 있을 수 있다.

10.5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하드웨어 유지관리와 전혀 다르다.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마모7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의 목적은 

하드웨어와 다르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 알려지거나 운  중 발견된)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고객, 사용자 또는 운 자의 요청에 따라) 특성(feature)과 기능(capability)을 추가 또는 

제거하기 위해

 하드웨어의 변경, 마모 또는 고장을 보정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맞추기 위해 

 COTS 패치나 업그레이드와 같이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변경에 맞추기 위해 

7 소프트웨어는 “마모”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운 되면 메모리 누수, 프로그램 오류 또는 
다른 효과들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시작 해야 
한다. 장시간 운 되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NASA-GB-8719.13 (한글판)201

  제안된 변경사항은 변경통제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변경사항 구현 이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변경

사항은 문제에 대한 결과이거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요청사항의 결과일 수 있다. 안전 분석가는 

제안된 변경사항이 기존의 위험원 제어를 방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안전 문제는 형상 통제가 부족하여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 

이해하는 코드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패치”는 소프트웨어를 “요구되는 시점에 그때그때” “고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소프트웨어가 여러 번 문서화되지 않고 패치되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며 입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기가 완전히 불가능해져,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유지관리성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클린” 코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소프트웨어의 수명은 설계 당시 종종 고려되지 않거나 예측되지 않는다. 몇몇 소프트웨어는   

우주나 지상에서 수 년 동안 운 되어야 한다. 만약 코드가 쉽게 변경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면 

몇 번의 수정과 업그레이드를 거치면 결국 스파게티 코드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유지관리성을 

위한 설계는 7.4.9절에서 논의하 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동작을 보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동작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의 

크기가 “커져서”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초과하거나 다루기 힘들어질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운 에 들어간 후에는 형상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모든 제안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해 요구사항 (재)개발부터 코드 (재)테스트까지에 이르는, 이전에 수행하 던 모든 

수명주기의 개발 및 분석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회귀 테스트에는 모든 안전-필수 테스트케이스, 

전체 시스템 테스트 스위트의 서브셋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위한 모든 추가적인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동일한 오프라인 유사 환경

(또는 시뮬레이터)에서 최종 검증 테스트(final verification testing)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우주선 비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련 이상상황(anomalies) 및 문제/장애 보고서를 분석하면  

소프트웨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분석에는 관찰, 

문서화, 측정, 출시 후 고장 및 이상상황(예기치 못한 동작 포함)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행 경험을 통해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 테스트, 운 하는 방법과, 지금까지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이었던 상황을 회피, 감지 및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10.5.1 COTS 소프트웨어   

  상용 기성(COTS, Commercial Off-the-shelf) 소프트웨어는 종종 유동적이다. 픽스(fixes), 패치 

및 업그레이드가 흔히 일어난다. 수명이 짧은(1년 미만)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경우 원래의 

COTS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모든 업그레이드를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COTS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수정한 픽스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다. 또한 수명이 긴 소프트 

웨어는 다른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COTS 소프트웨어를 업그

레이드해야 한다.

  12.1절에서는 COTS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유지

관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벤더가 버그-픽스에 얼마나 대응하는가? 버그-픽스 패치 또는 새 버전이 가용할 때 벤더

에서 이를 알려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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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얼마나 호환되는가? 과거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API가 크게 변경

되었는가? 업그레이드 후에도 OTS(Off-the-shelf)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계속 

작동하는가? 매번 업그레이드를 반복할 때마다 글루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가?

  ⦁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가?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가? 소스코드를 구입

했거나 소프트웨어가 약간 수정된 경우에도 지원이 계속 제공되는가?

  ⦁ 심각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기술 지원이 가용하고 적절하며 접근 용이한가? 당신이 제품을 수정하면 벤더가 당신을 지원

하는가?

  ⦁ 업그레이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벤더에서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가? 많은 

벤더가 최신 버전만 지원하거나 이전의 한 두 가지 정도의 버전만 지원한다.

  ⦁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ICD(Interface Control Document) 또는 유사한 문서가 적절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문서화 되지 않은” API 함수가 있는가?

  COTS 업그레이드에 관한 가장 우선이자 최선의 선택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해당 소프트

웨어를 변경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업그레이드하지 않기로 계획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COTS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드가 있다는 

것은 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년 후 업체가 폐업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이유로, COTS 소프트웨어를 

형상 관리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2년 전에 실행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버전을 

재구성해야 한다면 필요한 모든 조각들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버전의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및 기타 COTS 소프트웨어가 이전 버전과 거의 동일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꼭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 변경사항을 평가하고 변경사항이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향을 평가

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정확히 무엇이 변경되고 있으며 그 변경이 소프트웨어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변경사항이 

실제로 미치는 향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 수 있는가?

  ⦁ 기능이 변경되었는가? 추가된 기능이 있는가? 제거되었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능이 

있는가?

  ⦁ 인터페이스(API)가 변경되었는가?

  ⦁ COTS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 글루웨어를 변경해야 하는가?

  ⦁ 소스코드를 구입한 경우 픽스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료도 받을 수 있는가?

  ⦁ COTS 업그레이드에 하드웨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동작하지 않을 무언가가 있는가?

  ⦁ 업그레이드 후에 더 많은 용량(메모리, 스토리지 등)이 필요한가?

  ⦁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시행될 때까지 시스템을 중단해도 

되는가? 업그레이드 후 처음에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변경사항의 초기 검증(initial verification)을 위해, 그리고 안전이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시뮬레이터나 다른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를 테스트 할 수 있는가?



NASA-GB-8719.13 (한글판)203

10.5.2 소프트웨어 변경 영향 분석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한 향 분석(impact analysis)은 제안된 소프트웨어 변경이 이뤄질 때 

소프트웨어, 문서 및 기타 소프트웨어 제품의 어떤 부분이 향을 받는지를 결정한다. 변경으로 인해 

무엇이 향을 받는지 알면 변경이 시행된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픽스나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부분을 고장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향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정보는 변경 계획, 변경 시행 및 변경 효과 추적에 활용할 수 있다. 

향 분석은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재적인 변경 효과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한다.

  향 분석의 주요 목표는 제안된 변경사항의 향을 받는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식별하는 것

이다. 향 분석은 소프트웨어 명세, 설계 문서 및 소스코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객체

(SLO)를 이용하여 시작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SLO는 소프트웨어 변경과 관련하여 분석되며 그 

결과는 변경 프로세스에서 다루어야 할 아이템의 목록이다. 이러한 분석 정보는 계획된 변경의  

결과와 변경 시행 접근 방식 간의 절충점(trade-off)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향 분석 기법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상호참조된 목록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주어진 변수 또는 프로시저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 슬라이싱을 사용하여 주어진 변수의 값에 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하위   

집합을 확인한다.

  ⦁ 관련 파일을 열고 닫음으로써 프로그램을 브라우징 한다.

  ⦁ 추적성 관계를 사용하여 변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식별한다.

  ⦁ 형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찾는다.

  ⦁ 설계 및 명세를 컨설팅하여 변경 범위를 결정한다.
 

  소스코드에 대한 의존성 분석(dependency analysis)은 향 분석의 한 유형이다. 기본적으로 

이 분석은 “무엇이 무엇에 의존하는가” - 어떤 객체, 모듈, 변수 등이 다른 모듈에 의존하는지를 

결정한다. 의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프로그램 슬라이싱(8.4.4절)

  ⦁ 데이터 흐름 분석(8.5.2절)

  ⦁ 제어 흐름 분석(8.5.1절)

  ⦁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8.5.6절)

  ⦁ 상호 참조(6.5.7절) 및 추적성 매트릭스(6.4.2절 및 7.5.9절) 

  ⦁ 브라우징(소스코드 및 문서)

  대부분의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분석 도구는 소스코드 의존성을 지원한다. 도구의 예로는 프로

그램 슬라이서, 상호참조기(cross-referencer), 데이터 흐름 및 제어 흐름 분석기, 소스코드 비교기,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기 및 대화형 디버거가 있다. 이러한 도구는 분석가가 제안된 변경 결과를 

식별하는 데 있어 자동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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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성 분석은 SLO간의 정의된 관계를 사용하여 향도를 결정한다. 이 분석에 사용되는 도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추적성 기능이 있는 요구사항 관리 도구(6.4절)

  ⦁ 쿼리 기능이 있는 SLO 데이터베이스

  ⦁ 향 분석 도구

  ⦁ 브루트-포스(Brute-force, 추적성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직접 분석하는 방법)

  향의 정도는 향을 받는 컴포넌트의 수와, 특정 컴포넌트가 변경될 때 각 컴포넌트가 얼마나 

향을 받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향도 결정 분석은 향 식별을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 트랜지티브 클로저 알고리즘(Transitive closure algorithm)은 객체 및 관계 그래프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길이가 0 이상인 경로를 통해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객체를  

구한다. 이 알고리즘은 특정 컴포넌트가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찾아낸다.

  ⦁ 추론(inferencing)은 규칙을 사용하여 객체 간의 관계를 특성화한다. 추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실(fact) 데이터베이스, 이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추론하는 방법, 검색 관리를 위한 

몇몇 수행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듈 목록과 모듈 호출 정보(A가 

B를 호출, B가 C 및 D를 호출 등)가 포함될 수 있다. 호출 정보가 주어지면 A에 대한  

변경이 B, C 및 D에(B에는 직접적으로, C와 D에는 간접적으로) 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슬라이싱(8.4.4절)은 변경의 향을 받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문서가 아님)의  

일부분만을 보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향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는 변경의 정도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향 분석의 이러한 측면을 위한 특정 기술은 없다. 평가는 변경의 정도, 변경된 사항, 잠재적인 

결과(및 그 결과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추론을 지능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험으로, 다음 유형의 변경은 예상치 못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거나 대체로 

더 위험하다.

  ⦁ 많은 모듈에 향을 미치는 변경

  ⦁ 인터페이스, 특히 시스템 전체에서 사용되는 하위-수준 인터페이스에 향을 미치는 변경

  ⦁ 요구사항 변경

  ⦁ 하위-수준 모듈, 클래스 또는 시스템 전체에서 사용되는 기타 컴포넌트에 대한 변경

  이 절의 많은 부분이 본 주제에 대한 논문을 모아둔 “Software Change Impact Analysis” 

[104] 라는 서적에서 인용하 다. 많은 논문들이 사실상 튜토리얼이거나 일반적인 것이다. 다른 

논문들에서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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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  

  이 장에서는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운 체제, 도구 및 개발 환경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안전과 관련하여 

특정(대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다양한 신기술도 살펴본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선택은 어떤 프로젝트에서든지 필수이다. 이 장에서는 100여개 이상의 가용 

언어 중 일부를 살펴본다. 이러한 언어는 안전-필수 또는 임베디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며, 일부는 인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어서 소개한다. 각 언어별로 안전-관련 장점에 대해 논의

하고 어떤 점을 피해야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소개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실행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컴파일러, 도구, 

통합개발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s), 자동 코드 생성, 운 체제(특히   

실시간 운 체제(RTOS))의 이슈를 살펴본다.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증

하는 것은 여전히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는 역에 대한 일이다. 이 가이드북에서는 

분산 컴퓨팅,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PLD(programmable logic devices), 임베디드 웹 기술을 

고려한다. 운  중 또는 개발 단계에서의 인간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도 보다   안

전한 소프트웨어를 위한 요소이다. 

11.1 프로그래밍 언어

11.2 컴파일러, 편집기, 디버거, 통합개발환경(IDE) 및 기타 도구

11.3 CASE 도구 및 자동 코드 생성

11.4 운 체제

11.5 분산 컴퓨팅

11.6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PLD)

11.7 임베디드 웹 기술

11.8 AI 및 자율 시스템

11.9 소프트웨어 안전의 인적 요인(Human Factors)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8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 응용프로그램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하면 버그가 생길 수 있다. 

(응용프로그램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복잡도(complexity) -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근의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의 복잡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윈도우즈 유형의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서버 및 분산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통신, 막대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응용프로그램의 엄청난 사이즈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복잡도를 기하 

8 위 목록은 ‘Software QA and Testing Frequently Asked Questions.’(http://www.softwareqatest.com 
© 1996-2000년 릭 하우어(Rick Hower))의 허가를 받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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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리고,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잘못 엔지니어링 하면 

프로젝트가 단순해지지 않고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프로그래밍 오류 – 프로그래머들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다.

   요구사항의 변경 - 고객은 요구사항 변경이 미치는 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설계, 엔지니어의 일정 변경, 다른 프로젝트에 미치는 향, 이미   

완료된 작업의 재실행 또는 폐기, 향을 미칠 수 있는 하드웨어 요구사항 등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사소한 변경이 많거나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프로젝트 

각 파트 간에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의존성들이 상호작용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변경사항 추적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직원의   

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 급변하는 일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요구사항 변경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 경 진은 그에 따른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QA와 

테스터는 불가피한 버그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테스팅을 

조정하고 계획해야 한다. - FAQ의 파트 2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참조하라.

   시간 압박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스케줄링은 매우 어려우며 종종 많은 추측을 필요로 

한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고 위기 상황이 닥치면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자존심 -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말 대신에

        ‘복잡도가 높아질 것이고 결국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되는대로 해보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다.’

        ‘오래된 스파게티 코드가 처음부터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말을 좋아 한다

           ‘문제없어, 괜찮아’

        ‘식은 죽 먹기야’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

        ‘이전 코드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쉬울 거야’

      만약 '문제없어'라는 말하는 것이 너무 많다면, 그 결과는 버그이다.

   잘 문서화되지 않은 코드 - 잘못 작성되었거나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은 코드를 유지하고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결과적으로 버그가 발생함). 대부분의 조직에서 경 진은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문서화하거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실은 대개 반대이다: 그들은 대부분 코드를 빨리 만드는 데 포인트를 

두며 만약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직업 안정성(직업을 잃지 않음)이  

생기는 것이다(쓰기가 어렵다면 읽기도 어려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 시각화 도구, 클래스 라이브러리, 컴파일러, 스크립팅 도구 등의 

자체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문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해 버그가 생기기도 

한다. 

 

가능하면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리스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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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한 내용을 실행가능한 코드로 변경하기 위해 선택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시스템의 안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언어는 특정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 엄격한 개발, 검토 및 테스트가 

중요하다. 어떤 언어는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안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도 있다. 어떤 언

어를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의 장단점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11.1.1절  안전을 위해 설계된 언어의 서브셋(subset)에 대해 설명

11.1.2절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몇몇 불안전한 사항(insecurities)에 대해 언급

11.1.3절  언어 선택 시의 평가 방법 제시

11.1.4절  언어 소개(Ada, Assembly, C, C++, C#, Forth, Fortran, Java, LabVIEW, Pascal, 

Visual Basic)

11.1.5절  대부분의 언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잡다한 문제를 논의

11.1.6절  본 장에 대한 요약 및 권장사항 제시

11.1.1 언어에서의 안전 서브셋(safe subsets)

  언어에서의 안전 서브셋이란 오류가 발생하기 쉽거나 정의되지 않거나 제대로 정의되지 않는 

등의 언어의 특정한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다. 때때로 이런 서브셋은 특정 벤더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고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해 확장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표준 서브셋은 없으며, 이   

서브셋을 만들기 위해 “코딩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코딩 표준”을 사용한다는 것은 컴파일러가 

서브셋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의 정의를 서브셋으로 제한하는 주요한 2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일부 기능이 애매하게 정의됨

   2) 일부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오류가 발생하기 쉬움

  언어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며,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관리   

가능한 크기와 복잡성을 가지는 경우, 해당 언어는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복잡도가 과도하면 특정 언어의 기능을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논리적 건전성과 복잡성의 문제는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에서 왜 언어를 특정   

서브셋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더 안전한” 언어 서브셋을 위한 컴파일러의 경우, 종종 소스코드에서 오브젝트 코드로 정확

하게 변환할 수 있는지를 인증 받는다. 이러한 서브셋은 대개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승인되기  

전에 활발한 연구와 검증을 거친다. 

공식 언어 서브셋 외에도, 안전에 특화된 코딩 표준은 안전-필수 코드의 주석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소프트웨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특정 언어 기능의 사용을 금지한다. 코딩 

표준에서 프로그래밍 스타일에 대한 요구사항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것들은 별도의 

코딩 스타일 문서에 넣어야 한다. 프로그래머가 동일한 스타일을 사용하기를 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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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안전-필수 코딩 표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스타일과 표준이 뒤섞인 

“스타일 전쟁(style war)”은 일부 프로그래머들이 문서 전체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

11.1.2 모든 언어에서의 공통적인 불안전 사항(insecurities)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의나 구현에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최신 언어(또는 기존 언어 

표준의 업데이트 버전)는 이전 세대 언어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기능을 추가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새로운 불안정 요소가 더해지기도 한다.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는 실질적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류이다. 특히, 초기화되지 않았거나 잘못 초기화된 포인터(포인터를 

지원하는 언어에서)는 종종 위험한 오류를 유발한다. 이러한 실수는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데, 명시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면 단위 테스트에서는 그런 실수를 표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오류의 전형적인 징후는 성공적으로 동작되던 프로그램이 다른 환경 조건에서는 예상 

대로 실행되는 않는 것이다.

   · 메모리 관리에 관한 문제.  메모리를 할당 해제하기 위한 호출이 이루어지면 포인터가   

해제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할당되어 사용되던 메모리도 해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특정 메모리 블록에 대해 할당 해제 호출이 한 번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의 또 다른 측면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메모리가 할당 해제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시스템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

   · 명시되지 않은 컴파일러 동작.  피연산자의 계산 순서는 언어 표준에서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컴파일러 제작사에 의해 맡겨진다. 컴파일러가 평가하는 순서에 따라 연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좋지 않은 프로그래밍 관행이다! 계산 순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특정 컴파일러”의 “특정 버전”에서만 올바른 값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프로그램이 

다른 벤더 또는 다른 버전에서 컴파일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외의 명시되지 

않은 동작으로는 전역 변수 또는 정적 변수의 초기화 순서가 있다. 

11.1.3 평가(assessment) 방법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교함에 있어 제조사간의 구현 차이를 다루지는 않겠다. 대체적으로 컴파일러를 

구현하는 방식은 표준에서 의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표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제조사에 

의해 해석된다. 컴파일러가 생성할 수 있는 상태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구현이 표준을 100% 준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여기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특정 언어별로 흔한 오류도 함께 

논의한다.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는 어떤 언어로든 작성할 수 있다. 특정 언어를 이용하여 보다 안전한 

코드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코딩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서두르며 코딩 표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안전한” 언어는 개발 과정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표준을 강제하고 일반적인 오류를 검사하는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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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를 평가할 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임의의 위치로 점프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임의 메모리 위치를 덮어쓰지 못하게 하는 언어의 기능이 있는가?

    정적 코드 분석이 가능하도록 언어의 의미가 충분히 정의되어 있는가?

    표준 내에 정수 및 부동 소수점 산술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가?

   타깃 프로세서에서 실행될 때 운  프로그램이 산술 모델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변수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 타이핑(typing) 수단이 있는가?

   런타임에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이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가?

    모듈을 따로 컴파일하고 모듈 간 타입 체킹(type checking)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언어가 이해하기 쉬워, 설계자와 프로그래머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증명된 것처럼 안전한 언어의 속성을 가진 언어의 서브셋이 

있는가?

* 강력한 타이핑(typing)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형을 다른 형으로 변환할 때 명시적인 데이터 형 변환(data 

type conversion)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11.1.4 언어

  100개가 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으며 매년 더 많은 언어가 개발되고 있다. 많은 언어가 

학교에서 연구 프로젝트 성격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잘 정립된 언어는 제한적이다. 여기서는 

아래의 언어들을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며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의 장단점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 Ada83, Ada95 및 안전 서브셋(safe subsets)

  · Assembly 언어

   · C

 · C++

  · C#

  · Forth

  · FORTRAN

   · Java

  · LabVIEW

   · Pascal

  · Visual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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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 Ada83 및 Ada95 언어

  Ada는 군사 및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초기 

Ada83부터 1997년까지 Ada는 국방부에 의해 모든 무기 관련 및 미션-크리티컬 프로그램에서 

강제되었다. 현재는 의무는 아니지만, Ada는 여전히 군사 프로젝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안전-필수 상용 소프트웨어는 Ada로 개발되고 있다. Ada는 국제 우주 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의 기본 언어이기도 한다. Ada 언어는 안전과 신뢰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고 Ada의 목표는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오류를 최대한으로 찾는 것이다.

  Ada 표준은 ANSI/MIL-STD-1815A “Ada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참조 매뉴얼”로 1983년 

2월 17일에 처음 공개되었다. 이 최초 버전은 현재 Ada83이라고 불린다. Ada 표준의 첫 주요 

개정판은 1994년 12월 21일 ISO/IEC 8652:1995(E)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Ada95로 

알려져 있다. Ada95는 Ada83의 많은 안전 결함을 시정하고 언어에 완전한 객체 지향 기능을 

추가하 다. 

  주목할 만한 Ada의 서브셋은 SPARK 언어(http://www.sparkada.com/spark.html )이다. 

SPARK는 안전 또는 비즈니스 무결성을 위해 정확한 작동이 필수적인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하도록 설계되었다. SPARK 프로그램은 어떤 Ada 컴파일러를 선택하는지에 상관없고 절대 잘못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SPARK에는 패키지, 프라이빗 타입, 타입드

(typed) 상수, 구조화된 값을 가진 함수, 라이브러리 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Ada 스트럭처가 포함되어 있다. 태스크, 예외, 제너릭 유닛, 액세스 

타입, use 절, 타입 앨리어싱(별칭), 어나니머스(anonymous) 타입, 레코드 선언의 기본값, 디폴트 

서브프로그램 파라미터, goto 문 및 선언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SPARK는 높은 무결성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논리적 건전성, 포멀 정의의 단순성, 표현력, 보안, 검증 

가능성, 제한된 공간 및 시간 요구사항, 최소 런타임 시스템 요구사항을 필수적으로 가진다.

  Ada95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있다.

   ∙ 객체 지향(object orientation)

Ada95는 객체 지향의 모든 표준 요소(객체 캡슐화, 상속, 다형성)를 지원한다. 캡슐화는 

정보를 알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 요소로부터 정보를 “숨기기” 때문에 정보가 예기치 않게 

변경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속과 다형성은 소프트웨어의 확장성에 기여한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은 객체 지향의 “장점” 중 하나이다. 이전에 테스트한 객체는 원래 객체를 “분해/ 

망가뜨리지” 않고 새 기능으로 확장될 수 있다.

   ∙ 강력한 타입(strongly typed)

Ada는 데이터 타이핑(typing)을 강제한다. 즉, 명시적으로 변환하지 않으면 부동소수점  

숫자가 필요할 때 정수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문자 포인터를 사용하여 정수 배열에 액세

스할 수도 없다. 강력한 데이터 형 변환은 프로그래머가 의도와 다르게 구현한 코드를 찾아

준다. 형 변환을 요구하는 것은 컴파일러가 암묵적인(그리고 아마도 정의되지 않은) 형 변환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를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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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위 체킹(range checking)

배열, 문자열 및 다른 차원의 요소에 대한 범위 체킹이 제공된다. 이는 배열 외부의 메모리를 

실수로 덮어 쓰는 것을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컴파일러가 오류를 찾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런타임 예외(RTE, Run Time Exception)가 발생된다. 또한 null에 대한 참조 확인도 지원

한다. 

   ∙ 멀티태스킹 및 스레드 지원

태스킹(tasking)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스레드 및 동시성(concurrency) 이슈 처리를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보호된 객체를 통해 낮은 오버헤드와 데이터-지향 동기화 메커니즘을 제공

한다. 중단된 프로세스의 “정리”와 비동기식 제어 전송도 지원한다. 

   ∙ 소스코드의 명확성

Ada 코드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일반적인” 언어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읽기 쉽다. 

종종 자신이 이전에 작성한 코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은 맥락이 잊혀져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코드가 읽기 쉬우면 이런 문제가 줄어든다. 또한 코드를 리뷰

하거나 검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혼합된(mixed) 언어 지원

Ada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모듈의 사용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Ada가 아닌 루틴에 액세

스하기 위해서는 “래퍼(wrapper)”를 만들면 된다. 이를 통해 검증이 잘 된 레거시 코드를 

최신 Ada 코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실시간 시스템 지원

Ada95에서는 실시간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 하드 데드라인을 정의할 수 있다. 보호된 

타입은 “낮은 오버헤드” 타입의 세마포어를 제공하며 동적 태스크 우선순위를 사용하면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컴파일 타임이 아닌 런타임에 설정할 수 있다.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에서 낮은 

우선순위 태스크가 사용 중인 리소스를 필요로 할 때, 데드락을 방지하기 위한 우선순위 역전은 

제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RM(Rate Monotonic)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 분산 시스템 지원

Ada95 분산 시스템의 “단위”를 파티션이라고 한다. 파티션은 분산 타깃 환경에서 실행되는 

모듈의 집합이다. 일반적으로 각 파티션은 하나의 컴퓨터(실행 사이트)에 맵핑된다. 분산 

시스템의 파티션 간 통신은 원격 프로시저 호출 패러다임의 확장에 기반한다. 

   ∙ 예외처리

정수 오버플로우나 범위초과검사(out-of-bounds check)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내장 

및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에 의해 예외가 발생한다. 소프트웨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 

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프로그램이 특별히 예외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예외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흐름 외부에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알려진 안전한 상태로 만든다.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예외 처리기는 소프트웨어가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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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객체 지향(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일 지원    

Ada95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다른 스타일로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기능적(구조적) 프로그래밍 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인 안전-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컴파일러 유효성 검사(validation)

모든 Ada 컴파일러는 유효성을 검사받아야 한다. 이는 컴파일러가 진정한 Ada 컴파일러로 

선언되기 전에 표준 테스트를 거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컴파일러에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컴파일러를 선택할 때는 결함 이력 목록을 요청해야 한다.

   ∙ 언어 제한 능력

Ada95는 언어의 기능을 “끌” 수 있는 제한 프라그마를 추가했다. 즉, 필요하지 않거나 안전

하지 않아 보이는 기능을 끈, 언어의 서브셋을 지정할 수 있다. 특정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유효성을 검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테스트 및 분석 노력이 줄어든다.

   ∙ 스칼라 값의 유효성 검사

Ada95는 사용자가 스칼라 객체에 대한 비트 패턴이 객체의 명목적인 하위 유형과 관련하여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Valid 속성을 추가하 다. 이는 공식적으로 값을 읽지 않고 

스칼라 객체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초기화되지 않은 객체에 이 기능을 사용

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며 True 또는 False 결과를 반환한다(예외를 발생시키지 않음). 해당 

결과는 최적화 프로그램(optimizer)이 몇몇 선언문을 기반으로 객체의 내용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객체의 실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Valid는 확인되지 않고 변환된 데이터, I/O에서 읽은 값, pragma Import로 명시된 객체, 

확인이 어려운 값이 할당된 객체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검토 가능한 오브젝트 코드

Ada는 컴파일러에 의해 생성된 오브젝트 코드를 리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을 제공

한다. 컴파일러에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에서 오브젝트 코드 

자체를 리뷰(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컴파일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pragma Reviewable을 파티션(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다. 컴파일러 벤더는 오브젝트 코드의 모듈 순서, 객체에 사용되는 레지스터

(및 할당이 유효한 기간), 사용된 기계 코드 명령어에 대한 정보를 생성해야 한다. 또한 

특정 모듈에 대한 오브젝트 코드를 추출하여 다른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초기화 분석(모든 변수의 초기화 상태를 분석하는 것), 소스코드와 오브젝트 

코드 간의 관계 결정, 예외 분석(컴파일러가 생성한 런타임 검사가 오브젝트 코드에서   

발생하는 위치, 문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나타냄)과 같은 다른 정보도 컴파일러 

벤더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Inspection Point pragma는 하드웨어 테스트 포인트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의 “훅(hook)”을 

지원한다. 오브젝트 코드의 인스펙션 포인트에서, 특정 오브젝트의 값, 또는 모든 라이브 

오브젝트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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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완벽한 언어는 없다. Ada95는 “Normalize_Scalars” pragma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기는 

하나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의 사용을 감지하지 않는다.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에서의 Ada 제한

사항으로 아래 측면을 고려한다. 

   ∙ 타입 체킹과 다른 안전 기능을 끄는 기능

   ∙ 가비지 컬랙션(gargabe collection)... 타이밍 이슈가 중요한 경우에는 꺼라.

  “Ada 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은 Rational Software Corporation에서 구할 수 있다.

11.1.4.2 어셈블리 언어

  어셈블리 언어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버전의 머신 코드이다. 어셈블리는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 제품군마다 다르므로 어셈블리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프로세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통한 지식이 필요하다.

  최신의 어셈블리 언어에는 if...else문이나 looping과 같은 “상위 수준” 논리 흐름을 허용하는 

매크로가 포함된다. 변수를 선언하고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서브루틴(프로시저)을 선언하고 

호출할 수 있다. 모든 “상위 수준” 구조는 어셈블리 프로그램의 가독성과 유지관리성을 높인다.

  완전히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대형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종종 소프트웨어의 작은 섹션이 

실행 속도를 높이거나 코드 크기를 줄이기 위해 어셈블리로 작성된다. 또한 시스템 부팅에 

사용되는 코드(운 체제를 로드)나 BIOS와 유사한 유틸리티가 어셈블리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개발에도 어셈블리 언어가 사용된다. 또한 소형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종종 공간 제약으로 상위 수준의 언어를 대신하여 어셈블리가 사용된다. 

  어셈블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실행 속도

   ∙ 작은 코드 사이즈

   ∙ 상위 수준의 언어가 허용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컴파일러가 생산하는 어셈블리 출력을 편집하여 컴파일러의 최적화 조정

  문제와 안전 우려사항 :

   ∙ 프로세서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메모리의 어느 부분에도 액세스할 수 있음

   ∙ 데이터 타입에 대한 개념이 없음 - 바이트의 시퀀스가 원하는 모든 형태가 될 수 있음!

   ∙ 주소 공간에 있는 아무 곳이나 점프할 수 있음

   ∙ 모든 상위 수준 구조(구조체, 배열 등)가 언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래머 

구현에만 존재함

   ∙ 프로세서 간 이식 불가

  컴파일러는 일반적으로 상위 수준 언어로부터 어셈블리 소스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은 

컴파일러가 수행하는 작업을 확인하고 해당 수준으로 변환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실제로 컴파일러가 올바른 어셈블리 소스코드를 생성하지만 오브젝트 코드가 올바르지 않다면, 

어셈블리 소스코드를 생성한 다음 다른 어셈블러를 사용하여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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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느린 루틴의 성능을 “조절”하기 위해 어셈블리 결과물을 사용한다.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느린 섹션이 있는 위치를 우선 찾는다. 프로그래머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파트가 실제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명백한 숫자가 표시되는데 이 부분이 코드에서 정말 느린 부분이다. 

11.1.4.3 C 언어 

  C 언어는 유연성과 지원 환경으로 인해 매우 인기가 있다. C는 하드웨어 접근이 상당히 쉽고 

컴팩트한 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베디드 및 실시간 환경에서 자주 사용된다. 여러 면에서 

C는 더 높은 수준의 어셈블리 언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C 언어의 유연성은 매우 높지만, 

동시에, 오류가 많은 판도라 상자를 열게 한다. 지원 환경으로는 성숙하고 비싸지 않은 다양한 

개발 및 검증 도구가 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공급업체와 인력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C의 정의에는 차량용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인증하는 데 필요한   

엄격함이 결여되어 있다. C에는 수십 개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개발되어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코드에 대해 무결성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전-

필수 응용프로그램은 C로 코딩되어 있으며 심각한 결함 없이 작동한다. 그러나 C를 선택하면 

코드와 데이터 시퀀스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기능성과 에러 핸들링을 모두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개발자에게 있다.

  C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한 가지 특징은 C가 강력한 타입의(strongly typed)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은 언어가 데이터 타입을 강제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표현하는 뷰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이는 명시적으로 변환하지 않고 특정 언어 구조를 의도하지 않게 사용하게 되면, 

정수를 나타내는 자료가 문자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강력한 타입 정의는 한 데이터  

유형을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할 때 명시적인 변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C는 기본 유형 

및 포인터에 대한 암묵적 변환을 허용한다. 강력한 타입의 특징 중 하나는 데이터에 대해 하위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중하게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면 작업의 결과가 하위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C에서는 정수 계산이 오버플로우 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어렵다. 부호 

없는 정수 산술은 오버플로우 탐지를 하지 않는 워드 렝쓰(length)의 모듈로(modulo)이므로 안전

하지 않다.

  운 을 제한하지 않는 C의 또 다른 특성은 C가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C는 

프로그래머가 가리킬 수 있는 주소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포인터의 산술도 허용한다. C의 

유연성이 이런 점을 매력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C를 덜 신뢰할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다. 

C에는 또 다른 제한 사항이 있으며 참고문헌[33]에서 언급하고 있다.

  C 언어를 특정 구조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로 인해 언어가 필요한 

기능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한 코딩 표준의 시행은 흔한 오류의 발생을   

줄이고 소프트웨어가 예상대로 기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이다. 구조적 설계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C 언어의 한계 및 문제:

   ∙ 포인터

C의 포인터는 운 체제가 막지 않는다면 프로그래머가 메모리에 있는 모든 것에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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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해준다. 이 기능은 장치 드라이버를 쓰거나 메모리 매핑된 I/O에 액세스할 때 유용

하다. 그러나 C 오류의 많은 부분이 포인터 문제로 인한 것이다. 포인터로 배열에 액세스

한 후 배열의 끝을 지나 실행하면 “smash the stack”이 된다(아래 참조). 포인터 산술은 

까다로울 수 있으며 쉽게 데이터 구조 외부를 가리킬 수 있다. 정의되지 않은 포인터를 사용

하면 메모리나 스택을 버릴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정의되지 않은 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 경계 검사(Bounds Checking) 부족

C는 배열 및 문자열에 대한 경계 검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배열 요소가 실제로 경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프로그래머에게 맡겨진다. 프로그래머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종종 

“smash the stack”과 “fandango on core”가 발생한다. 특히 포인터를 통해 배열을 참조하는 

함수에 배열을 전달할 때 문제가 분명히 나타난다. 함수가 배열의 길이를 모르면 배열 끝을 

지나 실행될 수 있다. 액세스할 엘리먼트를 결정하는 계산의 경우, 음수나 너무 큰 값이 

“범위를 벗어난” 액세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산값을 확인해야 한다. 

     엘리먼트가 경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배열 또는 문자열에 액세스할 때 “래퍼(wrapper)”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런타임 오버헤드가 추가되지만 오류 수는 줄어든다.

   ∙ 부동 소수점(floating point) 산술

ANSI C 표준은 부동 소수점 산술에 대한 특정한 구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모든 

C 컴파일러는 부동 소수점 산술을 다르게 구현한다. 다음 테스트 연산을 실행하면

      x = 1020+1

      y = x-1020

y에 대한 결과 값은 컴파일러마다 크게 다르며, 워드 렝쓰 반올림 때문에 어떤 값도 정확

하지 않을 것이다.

   ∙ 보이드 캐스팅(casting from void*)

void*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포인트 할 수 있다. 포인터가 사용될 때 그것을 다시 캐스팅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에게 맡겨진다. 포인터가 실제로 가리키는 것에 기초하여 포인터가 

유효한 타입으로 캐스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컴파일 타임이나 런 타임 체크는 없다. 이 

방법은 본질적으로 까다롭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 주석(commenting) 문제

C의 주석 /* … */ 은 운  중인 코드를 실수로 주석 처리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끝 주석 마커(*/)를 잊어버리면 다른 주석 끝 마커가 발견될 때까지 다음   

코드가 주석으로 표시될 수 있다. 주석 텍스트를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좋은 편집기의 경우, 

코드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종 알 수 있다. 또한 컴파일러 설정 시 주석 내에 열린 

주석(/*)이 있는 경우 경고 또는 오류를 생성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 전역 변수(global variables)

모든 함수는 전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100개의 전역 변수가 있는 프로그램에서 2개의 파라미터를 사용

하는 함수는 실제로 102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된다. 이는 프로그램의 검증을 매우 어렵게 

한다. 가능한 한 전역 변수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전역 변수는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

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각자 변수를 제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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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믿고 두 스레드에서 모두 전역 변수로 변경하는 것이다. 

   ∙ 일반적인 언어 오류

      o =과 ==을 혼동 (‘할당’과 ‘논리적 동일함’)

      o &와 &&를 혼동 (‘비트연산자 AND’와 ‘논리적인 AND’)

      o 제어 구조에서 때 이르게 쓰인 세미콜론 (역주: (예) if(a==1); )

      o switch문에서 “break”가 누락된 경우 아래 문장이 실행되는(fall-through) 동작

      o 부호 있는(signed) 변수와 부호 없는(unsigned) 변수의 비교. 특히 “부호 없는 변수 < 0” 

또는 “부호 없는 변수 < 음수의 부호 있는 변수 값”의 테스팅

   ∙ 부작용과 매크로

매크로(putchar()와 같이 실제로 매크로로 구현되는 “함수” 포함)와 함께 사용될 때 ++를 

사용하여 변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부작용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 “smash the stack”*

<용어> C 프로그래밍에서 로컬 배열 또는 다른 데이터 구조의 끝을 지나서 데이터를 쓰는 

경우 실행 스택이 오염된다(corrupt). 스택을 부수는(smash) 코드는 루틴에서 임의의 주소

로 점프하도록 하여 위험한 데이터-의존적인 버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유사한 것으로 “trash the stack”, “scribble the stack”, “mangle the stack”이 있다.

   ∙ “우선순위 손실”*

/pre's*-dens los'*j/ 산술 또는 논리 연산자의 의도하지 않은 그룹화로 인해 표현식에 발생

하는 C 코딩 오류가 있다. 특히 “&”, “|”, “^”, “<<”, “>>”의 직관적이지 않은 낮은 우선순위 

레벨로 인해 C에서 특정한 일반적인 코딩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C 표현식은 

x의 최하위 비트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x & 1 == 0

위 구문은 다음과 같이 파싱된다.

     x & (1 == 0)

이것을 컴파일러는 아마도 컴파일 타임에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x & 0)

표현식의 결과 값은 0이 된다.

우선순위 손실은 괄호를 적절히 사용하여 항상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C 프로

그래머는 의도적으로 언어의 우선순위 체계를 무시하고 방어적으로 괄호를 사용한다.

   ∙ “fandango on core”*

(Unix/C, 멕시칸 댄스에서 가져온 단어) C에서 경계를 벗어나 코어 덤프를 일으키거나, 

나중에 알 수 없는 오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메모리 할당(malloc) 역을 손상시키는   

와일드 포인터를 일컬어 종종 “fandago on core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MMU가 없는   

저가형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운 체제 자체가 손상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overrun screw”*

C 프로그램에서 배열의 끝을 지나서 사용하여 발생하는(C 구현에는 일반적으로 이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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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지 않음) 다양한 fandango on core를 말한다. 배열이 정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성(악성이 아님)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배열이 동적인 경우에는 smash the stack이 

발생할 수 있고 종종 가장 사악하고 미묘한 하이젠버그(역주: 문제를 디버깅 하려고 하면 사라지는 

버그 형태)를 만든다. “overrun screw” 용어는 특히 malloc으로 할당된 배열의 끝을 넘어설 때 

사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 블록의 얼로케이션 헤더를 덮어써서 malloc 내에서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고, 종종 stdio나 malloc을 사용하는 다음번 작업에서 코어 덤프를 발생시킨다. 

   ∙ “C 프로그래머 병”

훈련되지 않은 C 프로그래머는 적절한 동적 공간 할당을 수행하는 대신 테이블 크기(운이 

좋으면 헤더 파일의 상수로 정의)에 대해 임의적이지만 관대한 정적 제한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응용프로그램 사용자가 크기가 50인 테이블에 68개 엘리먼트를 넣어야 하는 

경우, 프로그래머는 테이블 크기를 68(또는 향후 확장을 위해 70까지)로 쉽게 재설정하고 

다시 컴파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프로그래머에게 사용자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을 주며, 종종 사용자가 fandango on core의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병이 심각한 경우, 프로그래머는 이러한 

종류의 수정 작업이 사용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표시는 국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의 홈페이지 “The Free On-Line Dictionary of Computing”에서 

발췌한 것이다(Copyright Denis Howe 1993-1999, http://foldoc.doc.ic.ac.uk/foldoc/index.html ). 여기에는 

C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그래픽 설명이 제공된다. 본 인용문은 Denis Howe<dbh@doc.ic.ac.uk>의 

허가를 받아 재작성되었다. 

  참고문헌[54]에서는 C의 동적 메모리 관리의 중요 문제를 설명한다. 경고 없이 메모리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동적 메모리 관리를 금지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

  C에 대한 프로그래밍 표준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작업 우선순위에는 괄호를 사용하고 디폴트 우선순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디폴트 우선순위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매크로의 변수 이름을 둘러싸는 괄호를 사용한다.

   ∙ 복잡한 매크로를 정의하기 위해 전처리(preprocessor)를 하지 않는다. 

   ∙ 변수는 명시적으로 캐스팅하거나 변환한다. 암묵적인 변환에 의존하지 않는다.

   ∙ 가능하면 포인터 void*를 사용하지 않는다.

   ∙ 배열 및 문자열이 “경계 범위를 벗어나” 액세스하는지 확인한다.

   ∙ 항상 함수 프로토타입을 사용한다. 이는 컴파일러가 변수를 함수에 전달할 때 타입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찾을 수 있게 한다. 

   ∙ 전역 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의 파라미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수로 전역 변수의 값이 변경될 가능성을 높인다. 

   ∙ 항상 switch...case 문에 default 절을 포함한다.

   ∙ 가능하면 재귀(recursion)를 사용하지 않는다.

   ∙ 에러 핸들링 절차와 상태 및 오류 기록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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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로그래머를 위한 10계명

저자: 헨리 스펜서

   1. 선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라. 진실로 그 인식과 판단이 당신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2. NULL 포인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 끝에는 혼란과 광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3. 모든 함수 인수가 예상되는 타입이 아니라면 예상된 타입으로 캐스팅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더라도 최소한 예상하여 잔인한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4. 만약 헤더 파일에 라이브러리 함수의 리턴 타입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프로그램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5. 모든 문자열(실제로 모든 배열)의 경계를 검사해야 한다. “foo”를 입력하는 곳에 언젠가

는 누군가가 “supercalifragilis spiplidous”를 입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6.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으면 반환된 코드를 체크해야 한다. 

체크로 인해 코드 크기가 3배로 늘어나고 타이핑으로 손가락 통증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신들은 당신의 오만함을 벌할 것이다.

   7. 당신의 코드가 짧고 읽기 쉬우며 당신의 하루가 즐겁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당신의 라이브

러리들을 연구해야 하고 이유 없이 라이브러리들을 재발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8.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의 중괄호({ }) 스타일을 사용하여 당신의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조를 동료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 당신의 창의력은 이해를 방해하는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잘 사용되기 때문이다.

   9. 외부 식별자는 처음 여섯 글자에서 고유해야 한다. 비록 이 혹독한 규율이 성가시고 그 

필요의 세월이 겉보기에는 끝없이 길어보일지라도, 당신의 프로그램이 낡은 시스템에서 

실행되기를 원하는 그 운명적인 날에, 당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미치지 않도록 하라. 

  10. “세상은 모두 VAX”라고 주장하는 사악한 이단자들을 예견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하며, 

이 야만적인 믿음에 집착하는 정신 나간 이교도들과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현재 

머신의 시대는 짧지만, 당신의 프로그램의 시대는 길 수도 있다.

  일반적인 또는 C에 특화된 프로그래밍 표준의 체크리스트는 부록 B에 소개한다. C 프로그래밍 

관행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은 “Safer C: Developing Software for High-integrity and 

Safety-critical Systems”(참고문헌[55], [56], [57])에 설명되어 있다. 이 책에는 C 언어에 정의되지 

않았거나 구현 정의된 동작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11.1.4.4 C++ 언어

  C++ 프로그래밍 언어는 위에서(11.1.4.3절 C 언어) 설명한 C 프로그래밍 언어의 확장(슈퍼셋)

으로 Bjarne Stroustrup에 의해 만들어졌다. 목표는 C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객체 지향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 언어는 1997년 11월에 ISO/IEC 14882로 표준화되었다. 

  C++은 많은 C의 기능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뿐만 아니라 객체 지향(OO, Object 

Orientation)을 추가하 다. 또한 C++는 C보다 더 강력한 타입을 가진다(strongly typed). 하지만 

C++은 C와 동일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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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C++의 표준 “안전 서브셋(safe subset)”은 존재하지 않는다.

C++ 언어의 장점

   ∙ 객체 지향(Object Orientation)

객체 지향은 데이터 추상화(클래스), 데이터 캡슐화 및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능, 재사용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코드를 가능하게 한다. 

   ∙ C보다 강력한 타입 체킹

C++의 타입 체킹은 완전하진 않지만 C의 타입 체킹보다는 훨씬 낫다. 타입 체킹을 줄이는 

대부분의 메커니즘은 C 언어와의 호환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겨졌다.

   ∙ 변수와 함수의 “불변성”을 강제하기 위한 Const

함수를 const로 선언하면 함수에 전달된 파라미터가 참조 형태로 전달되었더라도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는다. const 변수는 변경할 수 없고 “#define” 전 처리기 지시문을 대체한다.   

프로그래머는 캐스트를 사용하여 const를 우회할 수 있다. 

   ∙ 일반적인(generic) 프로그래밍(템플릿)

C++에는 런타임 오버헤드 없이 일반적인 컨테이너(예: 벡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 C++는 객체 지향과 구조적 설계 및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모두 지원한다.

   ∙ 사용자 정의 유형(클래스)은 빌트인 유형에 근접하는 효율성을 가진다. C++은 빌트인   

유형과 사용자 정의 유형을 동일하게 처리한다.

   ∙ 예외 처리 및 에러 핸들링

예외는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오류를 “캐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오류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예외를 생성하고 처리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C++의 예외는 C의 setjmp() 및 longjmp()의 예외 처리 

방법에 비해 개선된 수준이다.

   ∙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는 함수 라이브러리에 가장 유용하다. 이는 함수 이름이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

(이름 공간)에 있는 경우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해준다. 기본적으로 안전 기능은 아니지만,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여 리더(reader)와 프로그래머에게 어떤 함수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히 식별하게 할 수 있다. 

   ∙ 변수에 대한 참조

참조는 포인터와 비슷하지만(변수를 가리킴) 코드를 단순화하고 프로그래머가 아닌 컴파일

러가 포인터를 생성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컴파일러가 하는 모든 작업은 프로그래머가 

하는 것보다 오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 인라인 함수

인라인(inline) 함수는 #define 매크로를 대체한다. 인라인 함수는 이해하기 쉽고 결점을 숨길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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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오류를 줄이는 모범 사례:

   ∙ 다중 상속(multiple inheritance)을 사용하지 말고 1:1 상속만 사용한다. 이는 다중 상속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Willis and Paddon [58] 1995. 

Szyperski는 이 관점을 지원한다).

   ∙ 상속 수준을 최소화하여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줄인다.

   ∙ 구현 없이 인퍼테이스만 전달하는 완전히 추상적인 클래스에만 의존한다(1995 Safety 

through Quality Conference - NASA-KSC[59]에서의 Szyperski의 제안).

   ∙ 포인터 사용을 최소화한다.

   ∙ 별칭(aliases)을 허용하지 않는다.

   ∙ 표현식이나 함수 호출에 잘못된 사용(side-effects)이 없도록 한다.

   ∙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는 경우 클래스 소멸자(destructor)를 가상으로 만든다.

   ∙ 컴파일러가 생성자(constructor)를 만들도록 의존하지 말고 항상 직접 디폴트 생성자를  

정의한다. 

   ∙ 카피 생성자(copy constructor)를 정의한다. “bitwise” 카피가 가능하더라도(컴파일러가  

생성하는 경우 디폴트임)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 클래스 메소드에 의해 할당된 메모리가 

있으면 카피 생성자가 중요하다. 클래스 개체를 카피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카피 생성자 

및 할당 연산자를 프라이빗으로 설정하고 해당 개체에 대한 바디를 정의하지 않는다. 

   ∙ 클래스에 대한 할당 연산자를 정의하거나, 컴파일러에서 생성한 할당 연산자가 사용될 경우 

이를 나타내는 주석을 추가한다.

   ∙ 연산자 오버로딩(operator overloading)은 적게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더 좋은 코드가 만들어지므로 검사 시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코드를 다시 다루게 될 때 오류가 줄어든다.

   ∙ 가능한 경우 const를 사용하고 특히 함수가 외부의 어떤 것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한다. 만약 컴파일러가 이를 실행하면 컴파일 시 오류가 발견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코드를 

공식 인스펙션하는 동안 오류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 RTTI(Run-Time Type Information)를 사용하지 않는다. RTTI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설계 내용을 다시 본다. 

   ∙ 전역 변수의 사용을 피하라. 변수는 클래스 내에서 정적 데이터 멤버로 선언한다.

   ∙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려면 소멸자(destructor)에서 생성자(constructor) 및 모든 멤버 함수

에서 할당된 모든 메모리를 해제해야 한다.

   ∙ 템플릿은 주의하여 사용한다.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STL, Standard Template Library)

사용 시에도 그렇다. STL은 스레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 배열을 delete할 때는 각별히 주의한다. delete[]가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할당된 이후 

변경된 포인터의 삭제(해제)도 확인한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p = new int[10]; // 10개 정수의 배열을 할당함

   p++;            // 포인터를 두 번째 정수로 옮김

   delete p;         // 오류임. 배열 delete(delete[])가 아니며 포인터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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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리뷰가 Perara[60]에 발표되었다. 해당 문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 글로벌의 초기화 순서에 의존하지 마라.

   ∙ 가변 길이 인수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 프라이빗 데이터에 대해 일정하지 않은(non-constant) 참조를 반환하지 않는다.

   ∙ 'The Big Three'를 기억한다. 

   ∙ 소멸자(destructor)는 가상(virtual)으로 만든다.

   ∙ 배열을 올바르게 할당 해제해야 한다.

   ∙ 타입 스위칭을 피한다.

   ∙ 생성자 초기화 목록을 주의한다.

   ∙ 일관된 오버로딩 방식(overloading semantics)을 고수한다.

   ∙ 임시인 것들의(temporaries) 수명에 유의한다.

   ∙ 암묵적 생성을 주의한다.

   ∙ 오래된 스타일의 캐스트(casts)를 피하라.

   ∙ 프로세스 종료에 주의를 기울인다. 

   ∙ '대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각 요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에서 제공된다.

11.1.4.5 C# 언어

  C#은 마이크로소프트社에서 만든 새로운 언어이다. C#은 C/C++를 기반으로 하며, 여러 면에서 

Java와 상당히 유사하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C#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C#은 C와 C++에서 파생된 간단하고 현대적이며 객체 지향적이고 타입-세이프한 프로그

래밍 언어이다. C#('C Sharp'로 발음)은 확실한 C와 C++ 계열의 언어이며, C와 C++ 프로

그래머가 즉시 익숙해질 것이다. C#은 비주얼 베이직의 높은 생산성과 C++의 강력한 힘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은 마이크로소프트 .NET 환경의 일부로 생성되었으며 .NET 환경을 위해 주로 설계되었다. 

모든 실행 환경은 Microsoft 플랫폼에 특정한 측면을 지원해야 한다. Win32 API를 지원해야 

하므로 C#은 Win32 머신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적어도 한 회사는 C#을 리눅스로 포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C#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예외

   ∙ 참조는 null일 수 있다(실제 객체를 참조하는 것은 아님). 참조에 액세스할 경우 C# 예외가 

발생한다.

   ∙ 가비지 컬랙션(Garbage collection). 한번 할당된 메모리는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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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열 경계 검사(예외가 발생함)

   ∙ Java와 마찬가지로 관리되는 실행 환경에서 구동되는(JVM처럼) 머신-독립 코드이다.

   ∙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마킹된 루틴을 제외하고는 포인터가 없다.

   ∙ 다차원 배열

   ∙ switch문에서 break 없이 다음 case문으로 넘어가는 것(fall through)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공유 리소스 락킹(locking)을 비롯한 스레드를 지원한다. 

   ∙ 전역 변수가 없다.

   ∙ 동적으로 할당된 모든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된다.

   ∙ 초기화되지 않은 로컬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컴파일러가 경고한다.

   ∙ 산술 연산에 대한 오버플로우 검사를 제공한다(필요 시 끌 수 있음).

   ∙ “foreach” 루프를 사용하여 배열 또는 문자열에서 for 루프를 보다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컴파일러가 반복 주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날 확률을 

감소시킨다.

   ∙ 모든 것은 베이스 클래스(시스템 클래스)에서 “파생”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정수가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의 다음 코드는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하여 콘솔에 기록한다.

     int i = 5;

     System.Console.WriteLine (i.ToString());

   ∙ goto 문이 있지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임의의 곳으로 점프할 수 있다. 즉, goto가 함수나 

finally 블록 내에서 선언된 경우, 해당 함수 또는 finally 블록으로만 점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루프 문으로 점프할 수 없으며, finally 블록이 실행되기 

전에 try 블록을 벗어날 수 없다.

   ∙ C#에서 포인터 산술은 메소드 내에 unsafe 한정자(modifier)로 마킹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인터넷” 지향적이다(Java와 마찬가지로).

  다음 기능은 임베디드 또는 안전 환경에서 중요하다.

   ∙ 가비지 컬렉션은 비-결정적인(non-deterministric) 타이밍을 야기할 수 있다. 실시간 시스템

에서는 문제가 된다. 

   ∙ 이식성: C#은 현재 Microsoft Windows 시스템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 속도: C#은 Java와 같이 인터프리티드(interpreted) 언어이며, Java와 다르게, 현재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하는 컴파일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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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6 Forth 언어

  Forth 언어는 1960년대에 Charles Moore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는 망원경을 제어하는 일을 

더 쉽고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언어를 원했다. 

  Forth는 “스택 기반”이다 - 이 언어는 숫자와 단어를 기반으로 한다. 숫자는 스택에 푸시된다. 

단어는 스택 번호에서 의해 “실행”되는데 본질적으로 함수이며 Forth 사전(dictionary)에 보관된다. 

프로그래머는 일반적으로 기존 단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단어(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다.

  Forth는 후위 표기법을 사용한다. 스택에 마지막으로 푸시된 숫자가 스택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이다. 3과 4를 더하는 간단한 Forth 문장은 “3 4 +”이다(3을 푸시한 다음 4를 푸시함. +는 

스택에서 맨 위의 두 개 숫자를 꺼내 더한 다음 그 결과를 스택에 푸시함). 이 경우 +는 빌트인 

단어(함수)이다.

  Forth는 C와 같은 “높은 수준” 언어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효율적이다(메모리 및 속도 

면에서). Forth는 주로 임베디드 시스템에 사용되며 운 체제(OS)로도 사용할 수 있고 종종 

소형 임베디드 마이크로컨트롤러에도 사용된다. 

  Forth에는 “안전” 기능이 없다. 프로그래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는 C와 어셈블리 언어

와 매우 유사하다. 유연성과 속도의 장점은, 코딩 표준을 엄격하게 강제하고 안전-필수 코드를 

인스펙션하는 것으로 밸런스를 맞추어야 한다. 

  Forth 프로그래머는 각 파라미터 또는 변수가 스택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타입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타입이나 위치를 잘못 이해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의 포인트에서 Forth의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단위 테스트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 각 

“단어”는 단위이며 더 큰 “단어”로 통합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정형 기법

(formal methods)을 Forth에 적용하는 연구도 있다.

  다음 인용문은 Philip J. Koopman Jr.9의 것이며 안전한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이탤릭체를 추가하 다. 

  “훌륭한 Forth 프로그래머는 매우 짧고(종종 한 줄), 이름이 잘 지정된 단어의 정의와 재사용

된 팩터드(factored) 코드 세그먼트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램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어의 올바른 

이름을 선택하는 능력은 소중한 재능이다. 팩토링(factoring)은 매우 중요하며 Forth 프로그램에서 

스택 연산보다 서브루틴 호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팩토링은 자주 사용되는  

팩터(factor)를 어셈블리 언어 정의로 대체하여 속도 최적화를 단순하게 한다.

  Forth 프로그래머는 전통적으로 기계와 프로그래밍 환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제어를 중요

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Forth 컴파일러가 수행하지 않는 것은 언어와 그 사용에 대한 것을 의미

한다. 타입 체킹, 매크로 전처리, 공통 하위 표현식의 제거, 기타 기존 컴파일러의 서비스가 가능

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Forth 컴파일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Forth는 언어와 하드웨어의 궁극적인 제어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매우 유연

하고 생산적인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9 필립 J. 쿠프만 주니어, 컴퓨터 기계 협회 허가 받음; A Brief Introduction to Forth; 1993년 ACM copyright. 
the Second History of Programming Languages Conference(HOPL-II), Boston MA, koopman@c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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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7 FORTRAN 언어

  FORTRAN은 1950년대에 IBM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960년대에 FORTRAN 611로 처음 

표준화 되었다. 주로 숫자 프로세싱(numerical processing)언어로 숫자를 다루는 데 탁월하다. 

FORTRAN은 1960년대부터 여러 표준을 거쳤고, 여기서는 FORTRAN 77 및 Fortran 90을 

검토한다. 

  FORTRAN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숫자의 결과가 안전 결정

에 사용되는 경우 여전히 안전-필수 시스템(또는 시스템의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다. 

  FORTRAN 77은 구조적, 절차적 언어로, 고급 언어의 모든 요소(반복문(looping), 조건문, 배열, 

서브루틴 및 함수, 전역, 모듈의 독립 컴파일, 입력/출력(지정된 형식, 지정되지 않은 형식, 파일))를 

포함한다. 또한 본 문서에서 검토하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복잡한 수(복소수)가 있다. 

FORTRAN 77에는 동적 메모리(할당, 할당 해제)가 없다.

안전성과 관련된 FORTRAN 77의 요소

   ∙ 약한 데이터 타입(typing).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경우 변수  

이름의 첫 글자에 따라 가정될 수 있다.

   ∙ GOTO 문장.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의 아무 곳이나 점프할 수 있다.

   ∙ 고정-형식 소스 입력. 이것은 인스펙션 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잘못 될 수 있다는 

점에서(부정확한 열 맞춤) 안전과 관련이 있다. 컴파일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변수명의 길이 제한. 변수 이름의 길이가 8자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변수를 설명하는   

실제에 가까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프로그래머는 종종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유지관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암호 같은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 동적 메모리의 부족. 동적 메모리 부족은 특정 응용프로그램에서 언어의 제약이 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동적 메모리와 관련된 문제가 방지된다. 

   ∙ EQUIVALENCE 문. 이 문장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 문장은 안정성과 가독성 문제를 모두 일으키는 포트란의 많은 의심스런 

사례와 관련되어 있다.10 

   ∙ ENTRY 문. 이 문장은 많은 컴파일러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동작을 만든다. 예를 들어, 

SUBROUTINE 또는 FUNCTION 문과 ENTRY 문에 지정된 더미 인수 사이의 관계는 

종종 심볼릭 디버거를 무력화하는 많은 위험한 관행을 일으킨다. 

   ∙ COMMON 블록의 사용. COMMON은 위험한 문장이다. COMMON은 최근의 정보 

숨김(information hiding) 기술에 위배되며, 자유롭게 사용하면 패키지의 유지관리성을 

빠르게 파괴할 수 있다.

   ∙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배열의 경계 검사(bounds checking)를 하도록 허용하는 스위치가 

있을 수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배열의 경계 검사는 동적으로(런타임에) 수행되지 않는다. 

10 이 정보는 Hatton, L.의 1992년 “Fortran, C or C++ for geophysical software development”, Journal of 
Seismic Exploration, 1, p77-92.에서 발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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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ran 90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다른 기능을 초보적으로 지원하는 Fortran 77의 업데이트

된 버전이다. Fortran 90은 다음을 포함한다.

   ∙ 동적 메모리 할당. 특히 포인터 및 배열을 할당할 수 있다.

   ∙ 초보적인 OOP 지원. 상속은 지원되지 않는다. 생성자(constructor)는 단순히 데이터 멤버를 

초기화한다. 소멸자(destructor)가 없고 디라이브드 타입(derived type)과 연산자 오버로딩이 

있다.

   ∙ 초보적인 포인터. FORTRAN 포인터는 C 스타일의 포인터보다는 별칭(alias, 참조)에   

가깝다. FORTRAN 포인터는 메모리의 임의 위치를   가리키거나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  

타입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가리켜진 변수는 TARGET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 자유-형식 및 긴 변수 이름(31자). 이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인다.

   ∙ 개선된 배열 작업. 배열 및 배열 표기법(예: X(1:N))의 하위 섹션에 대한 작업을 포함하여 

배열 작업이 개선되었다. A와 B가 배열일 때 A=0 및 C=A+B와 같은 문장은 이제 유효한 

문장이다. 또한 배열은 실제로 데이터 자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는 배열 객체이다. 행렬 곱셈(matmul)을 위한 빌트인 함수도 있다.

   ∙ 더 나은 함수 선언(프로토타이핑).

   ∙ 최신 제어 구조(SELECT CASE, EXIT, ...)

   ∙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모듈). C의 struct나 파스칼의 record처럼.

   ∙ 재귀 함수도 이제 사용 가능하다. 

Fortran 90의 문제:

   ∙ if(a and b)와 같은 if문의 평가 순서가 정의되지 않아, 컴파일러가 b를 먼저 평가하거나 

a를 먼저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f (present(a) .and. a)” 문에서, 컴파일러가 오른쪽 

에 있는 ‘a’를 먼저 평가했는데 ‘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if 문에서 

평가 순서에 의존하도록 코딩하면 안 된다.

   ∙ 할당 가능한 배열은 메모리 누수(사용 후 할당해제 하지 않음)로 연결될 수 있으며, 할당 

해제된 후 배열에 액세스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명시적이지 않은 변수도 여전히 언어의 일부이다. 일부 컴파일러는 데이터 타입을 강제로 

선언하도록 하는 IMPLICIT NONE 선언 확장을 지원한다.

11.1.4.8 Java 언어

  Java는 1995년 Sun Microsystem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996년 1월에 첫 번째 개발 키트

(JDK 1.0)가 출시되었다. 그 이후로, 자바 언어는 널리 퍼졌고, 특히 인터넷 응용프로그램에서 

더욱 그러했다. Java는 임베디드 웹 시스템에서 다른 임베디드 시스템, 데이터 배포 시스템 또는 

네트워킹 시스템의 프런트 엔드(일반적으로 GUI)로 사용된다.

  Java는 플랫폼 독립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Java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머신 코드 수준으로 

컴파일 되지 않는다. Java 프로그램은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되고, 그 다음 JVM(Java Virtual 

Machines)에서 실행될 수 있다. JVM에는 머신에 특화된 코딩이 포함되어 있다. Java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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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행될 때 JVM은 바이트 코드를 해석한다. 이 해석 모드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프로그램 실행

보다는 느리며 타이밍 또한 일정하지 않다.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Java 사양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1998년 12월, Java

에서 실시간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새로운 방법론의 채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Java 플랫폼의 

확장 사양을 정의하기 위해 Java Real-Time Expert Group이 구성되었다. 이 그룹은 6가지 핵심 

역(Java 스레드 모델, 동기화, 메모리 관리,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정확한 타이밍 제공, 비동기식 

제어 전송)에서 새로운 API, 언어, 가상 머신 시맨틱에 초점을 맞췄으며, Java용 실시간 사양인 

JSR-000001이 2000년 6월에 출시되었다.

  Java 프로그램용 컴파일러가 존재한다. 이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을 머신 레벨까지 컴파일한다. 

이렇게 하면 이식성이 떨어지고 플랫폼 독립성이 제거되지만 실행 속도가 빨라지고 프로그램 

크기가 작아진다. 컴파일된 Java 프로그램은 JVM(Java Virtual Machine)이 필요 없다. 

  Java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완전한 객체 지향이다. 이로 인해 재사용성과 캡슐화의 장점이 생긴다. 

   ∙ 런타임에 새로운 클래스를 동적으로 로드하고 객체와 스레드를 만든다.

   ∙ 포인터가 허용되지 않는다! C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포인터 산술 및 기타 포인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참조를 통해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다.

   ∙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를 해제하기 위한 가비지 컬렉션이 있다. 프로그래머는 메모리 해제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 동기화 프리미티브(primitives)를 포함하여 스레드를 지원한다.

   ∙ 분산 시스템을 지원한다.

   ∙ 레이블된 Break 및 Continue 문은 허용되지만 goto문은 없다. 

   ∙ 암시적인 프로모션(예: int to float)을 허용하지만, 하위 유형으로 변환하려면 명시적인  

캐스트가 필요하다.

   ∙ 변수(참조 포함)가 알려진 값으로 초기화된다. 

   ∙ 재귀를 허용한다.

   ∙ 배열에 대한 경계와 null 참조를 체크한다.

   ∙ Java의 문서 주석(//*) 및 표준 문서 규약은 가독성을 지원한다.

   ∙ Type safe(컴파일 변수와 런타임 타입이 일치해야 함)한 언어이다. 

   ∙ 연산자 오버로딩이 없다.

   ∙ 이벤트를 지원하는 빌트인 GUI를 제공한다.

   ∙ 빌트인 보안 기능(Java 언어는 제어되지 않은 시스템 액세스를 제한하고, 바이트 코드   

검증은 런타임에 구현되며 신뢰할 수 있는 것과 신뢰할 수 없는(외부) 클래스를 구분하고 

리소스의 변경을 제한한다. 패키지 – 다운로드한 코드를 로컬 코드와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하지는 않다. 우회하는 방법이 발견되어 “버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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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va는 자동으로 명세(프로토타입)를 생성한다(다중 명세(redundant specifications)를 사용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Java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있다.

   ∙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 할 수 없다. 인터페이스 하려면 다른 언어의 네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해야 한다.

   ∙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되지 않는 한, 테스트되었거나 인증받은 JVM을 사용해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해제하기 위한 가비지 컬렉션을 끌 수 없다! 이것은 실시간 시스템

에서 결정성(determinism)에 향을 미친다.

   ∙ 일부 OS에서 이기적인 스레드(sleep()를 호출하지 않는 스레드)가 전체 응용프로그램을  

독차지할 수 있다. 스레드는 동일한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 서로 간섭할 수 있다. 동기화는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스레드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지만 여전히 데드락(deadlock)은 발생

할 수 있다.

   ∙ “범위를 벗어난” 값(예: 정수 곱셈으로 인해 너무 큰 정수가 나오는 경우)을 감지하지   

않는다.

   ∙ 함수에 인수를 전달할 때 배열을 포함한 모든 객체는 참조에 의한 호출(call-by-reference)

이다. 이것은 함수가 인수를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Java는 인터프린터 언어로, 컴파일된 언어보다 느린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컴파일러가 있다. 

   ∙ 비결정적(non-deterministic) 타이밍을 갖는다. 실시간 확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다.

   ∙ Java 언어는 주요 표준 그룹에 의해 표준화되지 않았다. Java는 Sun Microsystems社의 

통제 하에 있다.

11.1.4.9 LabVIEW

  LabVIEW는 National Instruments社에서 제작한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일반적으로 실험실 

환경에서 기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LabVIEW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하드웨어(온도, 전압 

등)의 값을 표시하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데이터에 대한 일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LabVIEW는 주로 하드웨어(우주 비행 기기와 같은)를 지원하는 “지상국”에서 사용된다. 

LabVIEW “코드”가 지원하는 “지상국”이 안전-필수인 경우 이 코드는 안전-필수로 간주된다. 

LabVIEW는 소규모 비행 실험뿐만 아니라 안전-필수 측면이 있는 인프라(예: 풍동)를 지원  

하는 곳에도 사용되었다.

안전-필수 시스템에서 LabVIEW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 LabVIEW가 실행되는 운 체제(예: Windows NT)와 LabVIEW 자체는 

결정적이지(deterministic) 않을 수 있다. 검사할 “소스코드”가 없으므로 그래픽 디스플레이

에서 실행 파일로의 전환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는 테스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LabVIEW 프로그램에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그렇지 않은 컴포넌트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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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프로그램 요소 간의 예기치 않은 상호작용에 대해 LabVIEW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것은 잘 알려진 프로세스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LabVIEW는 

소프트웨어의 크리티컬하지 않은 부분에만 사용하거나 적절한 하드웨어 컨트롤이 있어야 

한다.

  LabVIEW에서 코드를 구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은 독특하다. 텍스트에 기반 한 코드는 없지만 

데이터가 프로그램을 통해 흐르는 방식에 대한 도식적(diagrammatic) 뷰가 있다. LabVIEW는 

과학자 및 엔지니어(항상 능숙한 프로그래머는 아님)를 위한 도구이다. 그들은 종종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 할 수 있지만 이를 종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하는 방법을 모른다. 또한 

LabVIEW의 그래픽 구조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흐름은 LabVIEW 코드가 작성되는 기본 원칙이다. 기본적인 철학은 프로그램 내의 

노드를 통한 데이터의 전달이 프로그램 함수의 실행 순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LabVIEW 

VI(Virtual Instruments)는 입력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고 출력을 생성한다. 공통 입력과 출력이 

있는 VI를 함께 연결하여 구성하면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를 조작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기능을 

배열할 수 있다.

  LabVIEW 개발은 Windows 9x/2000/NT, Macintosh, PowerMax OS, Solaris, HP-Unix, 

Sun, Linux 및 Pharlap RTOS(Real-Time Operating System)에서 지원된다. 실행 파일은 각각의 

개발 시스템에서 컴파일되어 플랫폼(네이티브 코드)에서 실행될 수 있다. 한 플랫폼에서 개발된 

코드를 다른 플랫폼으로 이식하고 다시 컴파일하여 실행할 수 있다.

  LabVIEW에는 풍부한 데이터 구조(For 및 While 루프, 시프트 레지스터, 시퀀싱, 배열 및  

클러스터)가 있으며 다형성(polymorphism)과 복합 산술(compound arithmetic)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타입에는 인디케이터, 그래프 및 차트, 기기 시뮬레이션이 포함된다. LabVIEW에는 

문자열과 파일 처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브레이크포인트, 싱글 스테핑(single stepping), 프로브와 

같은 많은 디버깅 기술이 지원된다.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위한 실시간 버전의 LabVIEW(LabVIEW-RT)도 있다.

  비록 LabVIEW의 소스코드를 검토할 수는 없지만 그래픽 레이아웃(VI 파일)에서 공식     

인스펙션을 수행할 수는 있다. LabVIEW가 안전-필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석과 테스트를 적극 권장한다.

11.1.4.10 파스칼(Pascal) 언어

  파스칼 언어는 최초 1971년 스위스 취리히의 폴리테크닉 교수인 Niklaus Wirth에 의해 설계

되었다. 파스칼은 1960년부터 시작된 Algol 언어의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단순화된 버전으로 

설계되었다. 파스칼 언어는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여전히 파스칼 

옹호자들이 있지만, 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첫 파스칼 표준은 ISO 7185:1990이다. 확장 파스칼 표준은 1989년에 완성되었으며 ISO 

7185의 상위 집합이다. 확장 파스칼 표준은 ANSI/IEEE 770X3.160 1989 및 ISO/IEC 10206: 

1991이다. 객체 지향 파스칼은 1993년 ANSI에 의해 기술 보고서 형태로 발표되었다.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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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은 델파이 RAD(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SPADE Pascal11은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거친 서브셋이다. Pascal

의 주요 이슈는 예외 처리에 대한 조항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좋은 정적 

코드 분석 도구를 사용하면 예외 핸들러 없이 정수 산술의 오버플로우 문제를 해결하고 수정할 

수 있다. SPADE Pascal은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에 적합하다.

11.1.4.11 비주얼 베이직(Visual Basic)

  비주얼 베이직은 윈도우즈(Windows) 운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버전의 

베이직 언어로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향하며 독점적이다. 비주얼 베이직은 사용

하기 쉽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실행되는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용으로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알맹이”는 다른 언어로 개발하기도 한다. 비주얼 베이직은 델파이

(파스칼 사용)와 같은 RAD(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도구이다.

  비주얼 베이직은 하드웨어 기기에 명령 및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주 비행사가 특정 실험을 제어하기 위해 표준 랩톱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종종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성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위험 명령을 내릴 수 있거나 

표시된 값이 안전-필수 결정에 사용되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는 안전-필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비주얼 베이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type checking”이 켜져 있으면 강력한 타입 변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한 타입 변환을 

한다. 변수 타입을 선언할 필요는 없다. 이름 끝에 붙이는 타입 접미사의 이전 스타일(예: 

문자열 변수의 str$)은 여전히 허용된다.

   ∙ 다양한 형식(숫자, 문자열 등)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가변 데이터 타입이 있다.    

이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면 강력한 데이터 타입을 강제화하는 시도가 무산된다. 

   ∙ 컴포넌트 기반이며 진정한 객체 지향이 아니다. 컴포넌트는 다형성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바이너리 패키지이다. 시스템의 다른 컴포넌트는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한다. 시스템의 다른 

컴포넌트에 향을 주지 않고 시스템을 다시 링크하지 않고도 내재된 구현을 완전히 변경

할 수 있다. 상속은 VB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 인터프리트된 환경이다. 비주얼 베이직 환경은 코딩할 때 각 코드 라인의 구문을 확인하

고 엔터키를 누르는 즉시 이러한 오류를 표시한다.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높이는 VB용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도 있다.

   ∙ 트랩핑(Trapping).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하면 프로그래머가 런타임 오류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오류에서 복구하고 프로그램 실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코드가 프로그래머로부터 숨겨져 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그래픽, 

끌어서 놓기) 비주얼 베이직의 장점이다. 그러나 검사자가 Microsoft Windows와 비주얼 

베이직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코드를 인스펙션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러 면에서 

비주얼 베이직은 자동 코드 생성 프로그램이다.

11 SPADE PASCAK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이며 여기서는 기술적인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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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대부분 언어들의 여러가지 문제

  다음은 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홈페이지, “The Free On-Line Dictionary of Computing” 

copyright Denis Howe 1993-1999, (http://foldoc.doc.ic.ac.uk/foldoc/index.html )에서 인용

하 다.110 여기에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그래픽 설명이 있다. 

   ∙ 앨리어싱(aliasing) 버그

<프로그래밍> (또는 “stale pointer bug”) 동적 할당을 수행하는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프로그래밍 오류의 종류로, 특히 malloc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해 발생한다.  

여러 개의 포인터가 하나의 스토리지 덩어리를 (별칭(alias)으로) 가리키고 있다면, 어느  

하나의 별칭을 통해 스토리지가 해제되거나 재할당(따라서 이동됨)된 후 다른 별칭을 통해 

해당 스토리지가 다시 참조될 수 있다. 이 경우, malloc 역의 상태 및 할당 히스토리에 

따라 미묘한(및 간헐적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버그는 할당된 

메모리에 대해 별칭을 생성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하는 

Lisp와 같은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옵션이다. 그러나 가비지 컬렉터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시스템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 용어는 오늘날 C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 있지만, 1960년대에 이미 ALGOL 60과 

FORTRAN 커뮤니티에서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 spam

<용어, 프로그래밍> 지나치게 큰 입력 데이터가 고정 크기의 버퍼를 오버런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

   ∙ 하이젠버그(heisenbug)

<용어> /hi:'zen-buhg/ (양자 물리학에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에서 나옴) 버그의 

원인을 조사하거나 버그를 격리하고자 할 때 사라지거나 행동을 변경하는 버그(이것은   

특별히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디버거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운  환경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버그 코드(예: 초기화되지 않은 메모리 값에 의해 발생한 버그)가 

다른 양상으로 동작할 수 있다.)

C에서 10개의 하이젠버그 중 9개는 초기화되지 않은 자동 변수, fandango on core 현상 

(특히 malloc 역의 손상과 관련된 손실), 또는 smash the stack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

   ∙ 보어버그(Bohr bug)

<용어, 프로그래밍> /bohr buhg/ (양자 물리학에서 나옴) 반복 가능한 버그를 말함;    

알 수 없지만 잘 정의된 조건 하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버그.

   ∙ 만델버그(mandelbug)

<용어, 프로그래밍> /man'del-buhg/ (만델브로트 세트에서 나옴) 근본적인 원인이 너무 

복잡하고 모호해서 동작이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비결정적으로 보이는 버그. 이 용어는 말하는 

사람이 하이젠버그가 아니라 보어버그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한다. 

   ∙ 슈레딩버그(schroedinbug)

<용어, 프로그래밍> /shroho'din-bug/ (MIT, 양자 물리학에서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thought) 실험에서 나옴) 프로그램 설계 또는 구현 상의 버그로, 누군가가 소스코드를  

읽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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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버그를 말하며 프로그램이 수정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서 작동되지 

않는다. 비트 로트(bit rot)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며, 일부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잠재적인 슈레딩버그를 숨기고 있다. 

   ∙ 비트 로트(bit rot)

(또는 bit decay).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기능이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관찰에서 유추된 가설에 근거 한 문제이다. 

이 이론은 비트가 방사성 물질인 것처럼 붕괴한다고 설명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일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의 코드가 점점 더 왜곡된다.

실제로 이러한 효과를 만드는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있지만(예를 들어 세라믹 칩 패키지의 

미량 방사성 핵종에 의해 생성된 알파 입자는 컴퓨터 메모리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게  

변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미묘한 미디어 오류로 인해 대용량 저장소의 파일이 손상 

될 수 있음) 매우 드물다(컴퓨터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오류 감지 회로가 내장되어 있음). 

해커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호감을 산 개념은 우주 광선이 그러한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인데 이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우주 광선 항목을 참조하라.

비트 로트는 소프트웨어 로트의 개념적인 원인이다.

   ∙ 소프트웨어 로트(software rot)

이 용어는 한동안 사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손실되는 경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

이다. 이러한 오류는 약간 유머러스하게 비트 로트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로트”는 프로그램의 가정이 오래되었을 때 발생한다. 설계가 충분히 견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OBOL 프로그램 설계에서 고질적인 선견지명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코볼 

프로그램은 2000년 초에 2자리 연도 카운터가 끝날 때 소프트웨어 로트에 굴복할 것이다. 

실제로 상상력이 부족한 바보들이 설계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100세가 넘은 사람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관련된 사건 중 하나로 1889년에 태어난 한 신사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에서 1990년에 운전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카드  

발급을 거부했는데 아마도 2자리 연도에서는 101세와 1세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적 기록: 신화적인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의미의 소프트웨어 로트는 R1과 같은 초기 연구 

컴퓨터에서 실질적인 문제 다. 특정 명령어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실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opcode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작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이봐요, 이런저런 일을 하려면 명령어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opcode를 (허락없이) 잡아채어 사용해도 되죠? 그렇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에 대한 또 다른 고전적인 예는 MIT 해커가 PDP-6에서 무조건 점프 명령의 속도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발견했고, 하드웨어를 패치했다. 불행히도 이것은 음악 

재생 프로그램에서 일부 취약한 타이밍 소프트웨어를 망가뜨려 가락이 맞지 않은 출력을 

내도록 했다. 이는 방어적인 초기화 루틴을 추가하여 해결되었는데 타이밍 루프의 속도를 

실시간 클럭과 비교하는 루틴이었다. 즉, PDP-6이 얼마나 빠른지 계산하여 적절하게 수정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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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 누수

프로그램의 동적인 저장공간 할당 로직에 오류가 발생하여 삭제된 메모리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메모리 소진이 발생하여 시스템이 중단된다. 코어 누출이라고도 불린다(특히 

CMU에서). 이 문제는 작고, 고정된 크기의 주소 공간을 가진 오래된 컴퓨터에서 심각했

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수 “누수 감지” 도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졌다.

가상 메모리가 등장하면서 불행하게도 메모리를 낭비하기가 더 쉬워졌다(가상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실제* 누수가 발생함).

   ∙ 메모리 스매시(smash)

(XEROX PARC) 댕글링(dangling)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에 쓰기.

11.1.6 프로그래밍 언어: 추천사항

  “가장 안전한” 언어는 Ada95(및 Ada83)와 SPARK Ada 서브셋이다. Ada는 특히 안전을 염

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Ada는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아니며, 좋은 Ada 프로그래머를 

찾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이 종종 다른 언어들이 선택되는 한 가지 이유이다.

인력 문제와 새로운 언어 학습이 프로젝트 일정에 미치는 향은 물론 언어의 기술적 

장점도 고려해야 한다. 새로 생성된 언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에는 훈련과 추가적인 개발 시간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보증과 소프트웨어 안전 

조직에 대해 일정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여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택한 언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새로운 개발자를 고

용해야 할 수도 있다. 새롭게 배운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의 결함률이 종종 더 높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 인스펙션 및 테스트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잘 

이해하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Ada 이외의 언어, 특히 C, 어셈블리 언어 또는 Forth를 선택하는 경우 제약사항을 알

고 있도록 한다. 코딩 표준을 만들고 적용하도록 하며, 인스펙션, 분석 및 테스트에 추

가적인 시간을 할애한다. 언어에 대한 “최상의” 프로그래밍 방법과 선택한 언어의 주의

점에 대해 개발자를 교육하라.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오류를 사전에 줄이고 

소프트웨어에서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도록 테스트하라!

11.2 컴파일러, 편집기, 디버거, IDE 및 기타 도구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프로그램) 세트는 다음과 같다.

   ∙ 편집기(editor). 소프트웨어(소스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것

   ∙ 컴파일러(Compiler, 또는 크로스 컴파일러). 소스코드에서 오브젝트(object)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것

   ∙ 링커. 오브젝트 코드에서 실행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한 것

   ∙ 디버거. 소프트웨어 결함의 위치를 찾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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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이러한 도구는 IDE(통합 개발 환경)에 번들로 제공되며, 여기서 개발자는 프로그래밍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도 편집에서 컴파일, 링킹, 디버깅을 수행하고 다시 편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많은 IDE에는 추가 도구가 있거나 다른 공급업체의 도구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도구를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는지는 개발자가 IDE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임베디드 환경에서 IDE에는 타깃 하드웨어용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그리고 정교한 디버깅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IDE는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구 전문 회사인 DDC-I에는 SCORE(Safety-Critical 

Object-oriented Real-time Embedded)라는 IDE가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SCORE 개발 환경은 안전-필수,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다루도록 

설계되었다.” 

http:/www.ddci.com/products_SCORoot.shtml

  인간은 실수를 하고 프로그래머는 인간일 뿐이다(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오류를 찾는 것이다. 일부 도구는 좋은 프로그래밍 관행을 강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도구는 프로그래머를 짜증나게 하거나 도구의 의도를 거스르게 하여 프로그래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추가적인 오류를 유발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배우기 쉽다.

   잘 통합되어 있거나(IDE 환경인 경우) 다른 도구와 쉽게 통합된다. 잘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도구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래머가 올바른 스위치를 설정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표준대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잘 문서화 되어있다. 여기에는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문서뿐만 아니라 도구 사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이나 문제를 포함한다. 도구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만큼 중요

하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선택에 관한 좋은 자료로 “Choosing The Right Embedded 

Software Development Tools”[61]이 있다.

  편집기(Editor)는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예: Windows 메모장), 프로그래머용으로 설계된 텍스트 

편집기(들여쓰기 등을 처리함 등) 또는 정교하며 그래픽-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편집기 등이 

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하든 다음 특징을 찾아보라.

   ✓ “스타일”(예: 들여쓰기)을 프로젝트에서 선택한 것과 일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가?

   ✓ 편집기가 언어 키워드와 구문(주석 포함)을 다른 방식(예: 다양한 색상)으로 표시하여  

프로그래머가 키워드를 잘못 입력하거나 여러 줄에 걸친 주석을 닫는 것을 잊는 것과 같은 

오류를 잡는 데 도움을 주는가?

   ✓ 편집기는 어떤 종류의 오류를 표시할 수 있는가?

   ✓ 편집기가 여러 파일을 지원하고 모든 파일에 대해 검색 및 바꾸기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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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서 변수를 추적할 수 있는가?

  컴파일러와 링커(compilers and linkers)는 대개 하나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함께 제공된다. 

크로스 컴파일러는 한 시스템(주로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실행되어 다른 프로세서에 대한 오브

젝트 코드를 생성한다. 컴파일러를 선택할 때 다음을 고려하라.

   ∙ 경고(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를 오류로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컴파일러 스위치를 

기본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가?

   ∙ 컴파일러에 결함(버그) 목록이 있는가? 과거의 결함과 수정된 버전 또는 패치의 목록이 

있는가?

   ∙ 컴파일러가 어셈블리 언어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가? 출력 대상이 되는 어셈블러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컴파일러가 디버깅 도구와의 통합을 지원하는가? 디버거가 고급 언어 소스코드를 참조할 

수 있도록 심볼릭 정보 옵션이 컴파일러에 포함되어 있는가?

   ∙ 사용 중인 특정 프로세서를 컴파일러(또는 크로스 컴파일러)가 지원하는가? 프로세서에 

맞게 최적화되는가?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펜티엄 II에서 실행될 경우 컴파일러는 해당 

프로세서에 대해 코드를 최적화해야 하며, 80386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컴파일러는 속도보다 크기(또는 그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최적화 옵션을 제공하는가,   

아니면 최적화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가?

   ∙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할 경우 컴파일러가 팩드 비트맵(packed bitmap, 고수준의 구조체로 

하드웨어 메모리 맵에 맵핑하는 것), 인라인 어셈블리 코드, 고급 언어로의 인터럽트 핸들러를 

지원하는가?

   ∙ 컴파일러와 함께 제공되는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가? 필요 없는  

코드를 제거하기 위해 “스텁(stubs)”을 사용할 수 있는가?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하도록, 

아니면 공식 검사나 인스펙션을 위해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가? 

  디버거(debuggers)는 오류를 찾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소프트웨어 디버거는 디버깅 환경 내

에서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디버그 환경과 일반 런타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 문제가 메모리 위반(범위 초과 등)인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드웨어 디버거

(예: In-Circuit Emulator)는 시뮬레이션된 프로세서에서 코드를 실행하며 모든 명령에 대해  

중지 및 추적(trace)을 수행할 수 있다.

  디버거는 중단점(breakpoint)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동작된다. 중단점은  

특정 명령어, 변수가 특정 값이 되는 시점, 또는 요인들의 조합일 수 있다. 프로그램이 중지되

면 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수 값, 스택, 특정 메모리 위치의 값을 볼 수 있다.   

중단점에서 프로그램을 한 단계씩 진행하여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관찰하거나 다음 

중단점이 트리거 될 때까지 실행할 수 있다.

  디버거는 일반적으로 소스코드를 참조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 코드 또는 실행 코드에 포함될 

심볼릭 정보가 필요하다. 디버깅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셈블리가 아닌 소스코드를 보기를 

원한다. 디버거, 컴파일러, 링커는 이를 위해 서로 통신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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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거를 평가할 때 다음을 고려하라.

   ∙ 디버거와 컴파일러는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그들은 서로 통신하는가?

   ∙ 디버거에서 시스템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메모리 위치, 변수 값, 스택 

트레이스를 볼 수 있는가? 메모리 위치나 변수에 있는 것을 변경할 수 있는가?

   ∙ 디버거를 통해 프로시저 호출을 역추적(trace back)할 수 있는가?

   ∙ 다른 변수가 정의된 값일 때 특정 변수의 값이 설정되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이벤트를  

동시에 트리거할 수 있는가? 변수 값이 미리 설정된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메모리  

위치에서 멈출 수 있는가?

   ∙ 디버거가 고급 언어, 고급 언어와 어셈블리 언어의 혼합, 어셈블리 언어 수준에서 디버깅을 

지원하는가?

   ∙ 사용된 상위 수준 데이터 구조를 디버거가 표시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것” 이외에도, 아래 도구가 있으면 좋은(안전한) 코드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하다.

   린트(Lint) – 컴파일러가 놓칠 수 있는 코드의 문제를 찾는다. 모든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지라도 평가는 해 보아야 한다. “비표준”이라면 오류로 처리한다!

   프로파일러(Profiler) – 프로그램의 속도를 확인한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루틴을 

찾는 데 좋다. 최적화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역을 알려준다. 

   메모리 검사 프로그램 – 메모리 누수, 경계를 벗어난 쓰기 작업을 찾는다.

   로케이터(Locator) – ROM(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파트과 RAM(변수, 스택 등)에 들어

가는 파트를 구분해야 하는 임베디드 환경에 필요하다.

11.3 CASE 도구 및 자동 코드 생성

11.3.1 컴퓨터-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CASE)  

  CASE(Computer-Aided Software Engineering)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자동화된 도구의 모음이다. CASE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구조적 분석(SA, Structured Analysis)

   ∙ 구조적 설계(SD, Structured Design)

   ∙ 코드 생성기(Code Generators)

   ∙ 문서 생성기(Documentation Generators)

   ∙ 결함 추적(Defect Tracking)

   ∙ 요구사항 트레이싱(Requirement Tracing)

   ∙ 체계화된 담화 및 협업 도구(Structured Discourse and Collaboration tools)

   ∙ 통합 프로젝트 지원 환경(IPSE, Integrated Project Support Environments)

   ∙ 도구 간 메시지 시스템(Inter-tool message systems)

   ∙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 메트릭 생성기 및 분석기(Metric Generators and Analy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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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기, 컴파일러, 디버거, 통합 개발 환경과 같은 도구는 기술적으로 CASE 도구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별도로 간주된다. 프로젝트 관리 도구(스케줄링과 트랙킹), 구성 관리(릴리즈 관리, 

변경 관리(CM, Change Management))도 CASE 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CASE가 1980년대에 처음 홍보되었을 때, 도구의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CASE 도구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다른 도구와 잘 통합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얻는 

것에 비해 매우 비쌌다. CASE 도구는 여전히 다소 비싸지만 품질, 신뢰성, 상호 운용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CASE 도구 모음을 무료로 제공하려는 노력도 있다.

  CASE 도구는 기능과 사용법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Upper CASE는 초기 설계, 

데이터 및 프로세스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설계가 결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용된다. 요구사항 분석 및 추적성(traceability) 도구, 설계 도구가 이 분류에 포함된다. Lower 

CASE 도구는 주로 설계에서(Upper CASE 도구의 출력) 코드를 생성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도구는 또한 최소한의 프로그래밍으로 기존 응용프로그램을 새 응용프로그램으로 수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범주는 통합 CASE(I-CASE)로, Upper 및 Lower CASE 도구를 통합하고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CASE 툴은 다음을 포함한다.

   · 소프트웨어 계획, 요구사항 및 설계를 위한 분석기

   · 방법론 지원(설계, 상태 차트 등)

   · 모델 분석(일관성 검사, 행동 분석 등)

   · 소스코드 정적 분석기(감사자(auditor), 복잡도 측정기, 상호-참조 도구, 크기 측정기, 구조 

검사기, 구문 및 의미 분석기)

   · 요구사항 트레이싱(tracing)

   · 설계 도구(UML 모델링 등)

   · 구성 관리

   · 시스템 또는 프로토타입 시뮬레이터

   ·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케이스 생성기

   · 테스트 계획 도구

   · 테스트 준비 도구(데이터 추출기, 테스트 데이터 생성기)

   · 테스트 실행 도구(동적 분석기-어설션 분석기, 캡처-리플레이 도구, 커버리지 및 프레퀀시 

분석기, 디버거, 에뮬레이터, 네트워크 분석기, 성능 및 타이밍 분석기, 런타임 오류 검사기, 

시뮬레이터, 테스트 실행 관리자, 밸리데이션 슈트)

   · 테스트 평가기(비교기, 데이터 감소기 및 분석기, 결함 또는 변경 추적기)

   · 리엔지니어링 도구

11.3.2 자동 코드 생성  

  자동 코드 생성은 CASE의 한 측면이다. 소프트웨어를 더 높은 수준으로 설계한 후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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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없이 소스코드로 변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계가 “소스코드”가 되는 것이다.

자동 코드 생성의 단점은 도구가 이제서야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설계에서 코드로의 

번역에서 인적 오류가 제거되지만 도구의 오류는 여전히 존재한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경우 설계에서 코드로의 올바른 변환이 검증되어야 한다. 일부 환경에서는 소스코드를 

액세스하지 못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코드가 얼마나 잘 최적화되었는지가 성능이나 

크기 기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코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다.

   · LabVIEW와 같은 시각적 언어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그래픽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그 

밑에 있는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머가 보거나 액세스할 수 없다.

   · 시각적 프로그래밍 환경(예: 비주얼 베이직)은 그래픽 프로그래밍과 함께, 생성된 소스코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Wizard는 자동으로 응용프로그램을 생성하거나 프로그래머로부터 

받은 원하는 기능에 대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일부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Wizard는 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 설계 모델에서 코드를 생성한다. 이러한 모델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구조, 통신 및 동작을 

나타내는 일련의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모델은 계산과 같은 시스템 작업의 텍스트 기반 

명세로 보완될 수 있다. 코드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설계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모든  

도구나 접근 방식이 모든 설계 모델링 방법론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 모델링 언어(UML)

         객체 모델링 기법(Rumbaugh)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Jacobson)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Booch)

         명세 및 설명 언어(SDL, Specification and Description Language)

         실시간 객체 지향 방식(ROOM, Real-time Object-Oriented Method)

         객체 지향 분석(OOA, Object-Oriented Analysis – Shlaer와 Meraler)

         Harel의 계층적 상태차트

11.3.2.1 시각적 언어(Visual Language)

  시각적 언어는 그림이나 폼(form)과 같은 시각적 구문(syntax)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언어이다. 텍스트는 시각적 구문의 일부일 수도 있다. National Instruments社의 LabVIEW, 

Hewlett Packard社의 VEE 및 PowerBuilder(Austin Software Foundry)는 시각적 언어의 예이다.

  시각적 언어는 응용프로그램 프로토타이핑에 매우 훌륭한데,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중요

할 때 그렇다. 사용자와 개발자가 머신 앞에 앉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함께 설계할 수 

있어 개발이 “참여적”일 수 있다.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에서 시각적 언어의 문제는 “코드”를 인스펙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픽 프로그램 생성과 프로그램 작동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알 수 없다. 또한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면 정형적인(formal)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형 명세(formal specificatio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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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흡하거나 수행되지 않는다. 구성 제어(configuration control)는 종종 고려되지  

않으며 구성 관리 도구는 시각적 표현(“언어”)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1.3.2.2 시각적 프로그래밍 환경(Visual Programming Environment, VPE)

  시각적 프로그래밍 환경(VPE)은 소프트웨어의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며 개발자가 시각적 팔레트

에서 객체를 관리하고 조작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및 기타 “비주얼” 언어) 및 델파이(Borland)가 있다.

  시각적 프로그래밍 환경은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시각적 요소(종종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적절한 언어로 코드가 생성된다. 개발자는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직접 코딩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모든 “내부(guts)”를 직접 코딩해야   한

다. 이는 기존 프로그래밍에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추가한 것과 매

우 유사하다. 실제로 VPE를 사용하여 멋진 사용자 인터페이스 없이 “일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원

하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수동으로 코딩할 수 있다.

  VPE는 소스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스펙션 할 수 있고 분석 도구를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드는 개발자가 생성한 것이 아니므로 개발팀의 스타일이나 코딩 표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소스코드를 따라가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래픽 환경과의 관계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

11.3.2.3 설계 모델의 코드 생성

  모델 기반 코드 생성(4.2.2.4절 참조)에서는 시스템 동작이나 아키텍처의 그래픽 모델(설계)로

부터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모델 기반 개발의 한 가지 이점은 개발자가 

작업할 수 있는 추상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설계(모델)가 프로그램이 되므로 설계만 유지하면 

된다. “Code Generation from Object Models”[62]는 객체 지향 시스템을 위한 코드 생성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논의하고 각 접근 방식의 장단점을 제공한다.

  여러 면에서 모델 기반 코드 생성 과정은 어셈블리에서 고급 언어로의 이동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동의 세부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추상화가 한 단계 높아진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개발자들이 확인해야 할 프로그래밍의 세부 사항은 줄어들지만, 프로그램이 안전한지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방법론과 도구는 함께 사용된다. 일부 도구는 여러 설계 방법을 지원하고 일부는 하나만 

지원하기도 한다. 방법론 및/또는 도구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한다.

   · 문제를 나타내는 모델링 언어의 적합성(특정 문제에 대한 모델링 방법론이 얼마나 좋은가?)

   · 코드 생성을 위한 모델링 구성의 충분함(자동 생성할 수 있는 코드의 양, 직접 코딩해야 

하는 코드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 양질의 코드를 생성하는 번역기의 성숙도(번역기가 수년간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어제 

생성되었는가? 번역기가 생산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석이 수행 

되었는가?)

   · 코드 생성과 관련된 개발 작업을 위한 도구(디버거와 통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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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 생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론(설계를 코드로 변환하기 위해 도구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 응용프로그램에 적합한 도구 및 방법의 선택(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개발 

환경에 적합한 도구는 무엇인가? 그 둘은 일치하는가?(최고의 도구는 최상의 방법론과 

함께 작동하는가))

   · 도구가 소스코드를 생성하는 언어(Ada인가? C++인가?)
 

  객체 지향 시스템의 경우 모델 기반 코드 생성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구조적(Structural) 접근 방법은 상태 머신을 기반으로 하며 모델 설계에서 객체 프레임워크를 

생성할 수 있다. 동적 동작 및 객체 통신은 프로그래머가 추가한다(손으로 코딩됨). 여기에는 

하드 데드라인과 인터럽트 핸들링이 포함된다. 이 접근 방식은 UML 및 Rumbaugh, 

Jacobson 및 Booch OO 설계 기술과 함께 사용된다. 대부분의 도구 공급업체는 이 접근 

방식을 지원한다. 이 도구는 일반적으로 기존 코드에서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행동적(Behavioral) 접근 방식은 상태 머신을 기반으로 하며 액션 명세(action specification)로 

보완한다. 여기에는 정적 및 동적 행동(상태 전환)이 모두 포함된다. 명세 및 설명 언어

(SDL – 통신 표준) 및 UML은 다른 방법 중에서 이 접근 방식을 지원한다. 손으로 코딩해야 

하는 것은 이벤트 핸들러와 성능 최적화이다. 개발자는 시스템 구조의 객체 뷰 이외에 

시스템 기능의 상태 머신 뷰를 채택해야 한다. 행동이 완전히 명세되어 있으므로 코드 완료 

전에 테스트 및 디버그용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 변환적(Translative) 접근 방식은 서로 독립적인 응용프로그램 및 아키텍처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응용프로그램 모델은 Shlaer와 Mellor의 객체 지향 분석(OOA)을 사용한다. 이 접근 

방식은 코드를 개발하기 전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행동적 접근방식과 동일함). 

아키텍처 모델은 OOA 구성을 소스코드 및 구현(런타임) 메커니즘에 매핑하는 완전한 번역 

규칙 세트이다.
  

  일부 도구는 다른 설계 방법을 지원한다. 구조적 분석 및 설계를 사용하여 시스템 구조에 

대한 코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프레임은 개발자가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은 여러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도구로 DSP(Digital Signal 

Processors)용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코드는 시스템의 흐름을 구현한다. 프로세싱 

단계는 직접 코딩한 또는 표준 라이브러리의 루틴이다.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은 제어 시스템, 

계측기(예: LabVIEW), 병렬 데이터 처리를 위한 특정 응용프로그램 도구에서 사용된다. 

  이상적인 세계에서 CASE 도구는 일부 표준에 따라 인증되며, CASE에서 생성된 코드는 

리뷰를 거치지 않고 인정된다. 컴파일러에서 생성된 오브젝트 코드가 종종 인정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컴파일러는 오브젝트 코드에서 오류를 만들 수 있다. 자동 생성 코드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코드가 안전-필수이거나, 안전-필수 코드와 함께 보호되지 않은 파티션에 있는 

경우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는 수동으로 생성된 코드와 같이 엄격한 인스펙션, 분석 및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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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운영체제

11.4.1 운영체제의 유형  

  운 체제(Operating System, OS)는 프로그래머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시스템이 부팅되면 OS가 로드된다. OS는 응용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로드하거나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제공할 수 있다. 운 체제의 예로는 MS-DOS, Windows 9x/NT/2000/XP, 

Macintosh OS X, VxWorks가 있다.

  모든 시스템이 운 체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은 운 체제 없이  

응용프로그램을 직접 로드할 수 있다. 또는 간단한 “스케줄러” 프로그램이 OS를 대신하여 적절한 

응용프로그램(태스크)을 로드하고 태스크를 스위치 할 수 있다.

  운 체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운영체제가 없는 경우. 응용프로그램을 직접 로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트 로더(BIOS)  

프로그램만 있다. 응용프로그램은 연결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하드웨어(프로세서)도 

직접 처리한다. 때때로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 간단한 작업 스케줄러.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작성한다. 미니-OS로 작동하여 

서로 다른 응용프로그램(태스크)를 스위치 한다. 다른 OS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 임베디드 운영체제. 소형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완전한 기능을 갖춘 운 체제이다.  

최소한의 저장 공간(RAM과 디스크 모두)이 필요하다. 태스크 스위칭, 태스크간 통신 방법, 

공유 리소스,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OS 기능을 제공한다.

   · 실시간 운영체제. RTOS는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작은 크기)을 위해 설계되지만, 

“실시간(real-time)”이 필수는 아니다. RTOS에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타이밍 제약 조건이 

있다. 즉, 특정 시간 내에 이벤트(인터럽트, 태스크 스위치, 계산 완료 등)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 “소프트” 실시간 시스템(soft real-time system)은 

타이밍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 반면, “하드” 실시간 시스템(hard real-time system)은 

크리티컬한 데드라인이 있어 유연성이 없다.

   · “일반적인” 운영체제. 이러한 시스템은 타이밍 제약 조건이 없으며 리소스가 제한되지 않는 

시스템을 위해 설계되었다. 예로는 PC에서 구동되는 Windows, Linux, Macintosh의 OS 

X, 메인프레임 운 체제가 있다. 

11.4.2 실시간 운영체제(Real-time Operation System, RTOS)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안전-필수 시스템에 사용할 운 체제를 선택한다면 RTOS일 가능성이 높다. 타이밍 측면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비-실시간 운 체제는 안전-필수 환경을 위해서 설계되지 않았다. 

안전과 관련된 경우, 데스크톱에서는 허용되는 것들(프로그램 중지, 빈번한 재부팅, 블루스크린)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답할 첫 번째 질문은 운 체제가 필요한가이다.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시스템을 부팅하고 

응용프로그램을 로드하기 위해 “부트 로더”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Michael Melkonian[63]의 

“Get by without RTOS”는 RTOS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운 체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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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최선일 수 있다. 이는 RTOS를 배워야 하는 

부담을 던다. 상용 운 체제는 COTS 소프트웨어이므로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에서 추가적인 

분석 및 테스트가 필요하다.

  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질문은 구축, 재사용 또는 구입할지이다. 자신만의 운

체제를 만들거나, 기존의 독점 운 체제를 재사용하거나, 상업용 OS를 구입할 것인가? 이전에 

안전-필수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했거나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기존 OS가 있는 경우라면 그 

OS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체 OS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필요한 것만 내장하고 

안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옵션은 빼고 정형 개발 및/또는 철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상용 OS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단점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의 장점이 있다. 개발자는 운

체제를 만들지 않고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다.

11.4.3 RTOS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무엇이 OS를 RTOS로 만드는가?

1. RTOS(실시간 운 체제)는 멀티스레드(multi-threaded)이고 선점 가능해야(preemptible) 한다. 

2. 응답시간을 보장하는 스케줄링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크리티컬 태스크에서 그렇다. 

3. 스레드(태스크)에 우선순위(정적 또는 동적)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대안으로는 

마감기한 기반 OS(deadline driven OS)가 있다. 

4. OS는 예측 가능한 스레드 동기화 메커니즘(세마포어 등)을 지원해야 한다.

5. 우선순위 상속을 위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 

6. OS의 동작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인터럽트 지연시간(즉, 인터럽트 시점부터   

태스크 실행까지의 대기시간), 시스템 호출에 걸리는 최대시간, OS와 드라이버가 인터럽

트를 마스킹하는 데 걸리는 최대시간이 포함된다. 또한 개발자가 시스템 인터럽트 레벨과 

장치 드라이버 파라미터(IRQ 레벨, 장치 IRQ 내의 최대시간 등)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시스템은 유니크하며 운 체제를 선택하기 위한 간단하고 범용적인 기준은 없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몇 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다.

   · 메모리 관리. 전용 하드웨어 MMU(메모리 관리 장치)를 지원하는 운 체제는 안전 측면에

서 우수하다. MMU는 지정된 메모리 공간이 보호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는 멀티태스킹  

응용프로그램에서 태스크들이 서로의 메모리 공간에 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별 태스크 

전용의 메모리 블록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한다. 또, 다른 태스크의 잘못된 포인터와 같은 

오류로부터 각 태스크를 보호한다. 소형의 단일 태스크 시스템(예: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실행되는 시스템)의 경우 MMU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운 체제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 결정론. 결정론(determinism)은 운 체제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o 마감기한(deadline) 준수

      o 지터(jitter)의 최소화(즉, 타임스탬프 순간의 변화, 샘플의 실제 시간과 예상 시간과의 

차이)

      o 다이나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예: 비-공칭(off nominal) 발생) 안정적으로 유지



NASA-GB-8719.13 (한글판)242

      o 우선순위 역전에 대한 한계관리(bounding) (역전이 일어나는 시간)

   · 우선순위 역전. 우선순위 역전(priority inversion)은 리소스에 대한 배타적인 액세스 권한이 

있는 낮은 우선순위 작업으로 인해 높은 우선순위 작업이 블로킹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중간 우선순위 태스크가 실행 중일 때 발생하며 우선순위가 낮은 태스크가 리소스를 사용 

완료 및 해제하는 것을 막는다. 우선순위 상속(inheritance)은 우선순위 충돌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임시 상태이다. 낮은 우선순위 태스크에 임시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할당하여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에서 요청한 공유 리소스를 해제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작업이 완료되게 

하는 것이다. 우선순위의 변경은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가 “세마포어” 플래그를 올릴 때  

발생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의 지연으로 시스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우선순위가 

낮은 태스크가 공유 리소스를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순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을 “우선순위 상속” 시간이라고 한다.

   · 속도. 실시간 운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 이슈는 컨텍스트 스위칭 시간이다. 컨텍스트 

스위칭은 지금의 태스크를 저장하고 다음 태스크를 실행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낸다. 다른 속도 이슈는 시스템 호출이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 인터럽트 지연시간. 인터럽트 지연시간은 인터럽트를 얼마나 빨리 서비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 스케줄링 방법. 스케줄링 방법은 미리 결정된 논리적 시퀀스일 수 있다(비율 단조 분석

(Rate Monotonic Analysis)으로 검증됨). UNIX, Windows NT 또는 OS2와 같은 멀티태

스킹 환경에서 스케줄링 방법은 우선순위 기반 선점형 스케줄링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

으로 모든 태스크에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라운드 로빈(Round Robin)” 타임 슬라이스 

스케줄링이 있다. “협력(Cooperative)” 스케줄링도 있는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태스크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스케줄러에게 제어권을 넘기는 방법이다. 협력 스케줄링은 

안전-필수 시스템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는데, 태스크가 프로세서를 “독차지”하여 

안전-필수 코드가 실행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OSIX 준수(1003.1b/c). POSIX 준수(compliance)는 다른 운 체제 간의 응용프로그램  

이식성을 허용하기 위해 많은 운 체제에서 사용하는 표준이다.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소프트

웨어 또는 다른 운 체제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

   · 동기화 지원. 태스크 간의 동기화(synchronization)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OS가 어떤  

지원을 하는가? 각 방법을 사용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 도구 지원. 디버거, ICE(In Circuit Emulation), 멀티프로세서 디버깅과 같은 도구(tool)를 

OS가 지원하는가? 도구가 사용하기 쉬운지, 가용성은 어떤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멀티프로세서 지원. 필요할 경우 OS가 멀티프로세서 구성(다수의 CPU)을 지원하는가?

   · OS를 만들 때 사용한 언어. 응용프로그램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

으로 운 체제 커널을 만들 때 사용한 언어를 고려해야 한다.

   · OS 시스템 호출에서의 에러 핸들링. 시스템 호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OS가 어떻게 처리

(handle)하는가? 시스템 호출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응용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가? OS에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가? 또는 OS가 사용자가 만든 에러 핸들러에 

액세스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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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인증. 일부 운 체제는 흔히 의료 또는 항공 응용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안전 관련 

인증 단계를 거친다.

11.4.4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운영체제

  다음은 임베디드 또는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되는 운 체제 목록이다. 이 목록은 그러한 운

체제 모두를 적은 것은 아니며, 어떤 OS를 주문하거나 사용할지 또는 사용하지 않을지를 알려

주기 위함이 아니다. OS가 안전 표준에 따라 인증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하 다. 

   VxWorks(Wind River Systems, http://www.windriver.com/) – VxWorks는 널리 사용되는 

RTOS로 풍부한 도구를 포함한 통합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항공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표준인 DO-178B 인증을 받은 VxWorks 버전이 있다. VxWorks는 가장 높은 상위 레벨 

프로세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OSE(http://www.eneacom/ ) – 이 운 체제는 안전 표준인 IEC 61508 인증을 받았으

며 DO-178B 인증도 진행 중이다. OSE 역시 임베디드 또는 실시간 응용프로그램에 유용

한 많은 도구를 포함한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한다. OSE는 DSP를 포함한 많은 프로세서

를 지원한다.

   PSOSystem 3(http://www.windriver.com/products/psosystem_3/index.html) – 이 RTOS는 

현재 Wind River社 소유이다. Wind River에 따르면 “pSOSystem™ 3은 특별히 임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모듈화, 고성능, 메모리 보호 기능을 갖춘 매우 

안정적인 실시간 운 체제이다.” pSOSystem은 PowerPC 및 MIPS 프로세서 제품군을 지원

한다.

   QNX (http://www.qnx.com/) – 이 RTOS는 x86(80386 이상) 프로세서만 지원한다. 이 

OS는 최소한의 필수 기능만을 가진 마이크로 커널을 사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

스에서 동적으로 플러그인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무료의 비-상업용 버전을 

다운로드 및 평가할 수 있다.

   CMX (http://www.cmx.com/) - CMX는 모든 기능을 갖춘(full-featured) RTOS와 낮은 

수준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최소 512byte RAM)에서 구동되는 “타이니(tiny)” RTOS를 모두 

제공한다. 이 RTOS는 광범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지원한다.

   OS-9(http://www.radisys.com/microware.cfm ) – Microware社에 따르면, “OS-9Ⓡ은  

시큐어하고 고장에 강인한(fault-tolerant) RTOS로 고가용성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사용자는 시스템 구동 중에도 동적으로 모듈을 추가하고 교체할 수 있다.” OS-9은 많은 

상위 수준의 프로세서를 지원한다.

   AMX(http://www.kadak.com/) - 이 소형의 컴팩트한 RTOS는 x86, 68K 제품군, 

Coldfire, ARM, PowerPC 및 Z80 아키텍처에서 실행된다. 프로세서에 따라 AMX는 

12K~36K 크기 ROM에 들어갈 수 있으며, 2K~4K RAM이 필요하다. 표준 RTOS 서비스 

외에도, AMX는 신속한 태스크 컨텍스트 스위칭과 빠른 인터럽트 응답이 가능하다고 한다. 

타이밍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LynxOS(http://www.lynuxworks.com/products/whatislos.html) - LynxOS는 Linux와 호환

되는 실시간 운 체제로 “실시간 이벤트 처리를 위해 특허 받은 기술과 함께 성능, 신뢰성, 

개방성 및 확장성을 결합한 하드 RTOS”이다. 인텔, 모토로라, MIPS 프로세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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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EMS(http://www.rtems.com/) – RTEMS는 무료의 오픈소스 운 체제이다. 미군 미사일 

사령부를 위해 처음 개발된 것으로, RTOS의 모든 기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RTEMS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지원한다.

   Linux(http://www.linux.org, http://www.embedded-linux.org/) - Linux는 Unix의 “오픈

소스” 버전이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운 체제는 아니지만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버전이 있다. 또한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Linux 확장 기능도 있다. 리눅스는 많은 프로세서에 

포팅되었지만, 대개 최신 프로세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한 요소만으로 구성된 더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 “직접 만든, 자신만의” 리눅스 버전을 만들 수 있다. 

   Windows NT/2000/XP(http://www.microsoft.com) - Windows NT(및 그 후속 제품인 

Windows 2000 및 Windows XP)는 많은 “실시간” 기능을 가진 범용 운 체제이다. 기본적

으로 “하드” 실시간 시스템은 아니지만, 몇몇 회사에서 “하드” 타이밍 기준에 맞는 확장판

을 제공한다. Windows NT 및 2000은 데스크톱 버전인 Windows(95,98)보다 강건하며

(robust) 메모리 누수가 적고 메모리 보호 기능이 뛰어나다.

   Windows CE(http://www.microsoft.com) - Microsoft는 Windows CE 3.0을 “풍부한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작은 설치 공간과 32비트 지능형 연결 장치를 위한  

모듈화된, 실시간, 임베디드 운 체제”라고 설명한다. 많은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지원하며, 태스크 우선순위, 우선순위 상속, 중첩(nested) 인터럽트와 같은 많은 “실시간”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드” 실시간은 아니다.

11.5 분산 컴퓨팅
  

  여러 프로세서가 함께 작동하게 되면 복잡한 계산의 “부하를 공유”할 수 있고, 특별한 계산이나 

제어에 최적화된 프로세스가 있다면 해당 프로세스에게 문제의 적절한 부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러한 “멀티 브레인(multi-brained)” 시스템이 분산 컴퓨팅 시스템이 된다. 분산 시스템은 함께 

작동하고, 상당한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통신하는 둘 이상의 독립적인    

프로세서로 정의할 수 있다. 
 

  분산 컴퓨팅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복잡한 계산 문제의 경우 병렬 프로세서 또는 클러스터 

된 프로세서가 사용된다. 분산 컴퓨팅은 고가용성(HA, high availability)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된다(하나의 프로세서에 하드웨어 고장이 났을 때도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분산 시스템은 동일한 프로세서 보드(멀티프로세서)에 탑재될 수도 있고, 동일한 시스템 또는 

넓게 나뉘어진 지역에 있을 수 있다. 분산 시스템의 프로세서는 서로 통신하기 위해 공유 메모리 

또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방법 중 하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공유 메모리 시스템

에는 모든 프로세서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RAM 또는 시뮬레이션 된 RAM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통신한다(값을 전달함, 리소스 사용에 대한 신호를 보냄 등). 공유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과 같이 물리적으로 작고(프로세서가 서로 가까이 있음) 접하게 결합된

(tightly coupled) 분산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공유 메모리는 프로세스 간에 크고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쉽게 전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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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일관성.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 공유 메모리의 데이터 일관성(특정 시점에서의 

정확성)에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성능 향상을 위해 공유 메모리를 캐시로 

사용한다. 프로세스 B가 값을 업데이트하면 프로세스 A의 캐시 값은 오래된 것

(outdated)이 된다. 하지만, 지연으로 인해 A가 값을 읽은 후에 B의 업데이트 정보가  

도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구현된다.
 

 액세스 동기화. 분산 시스템은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공유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못하

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잠금(locking)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주소 공간의 구조. 시스템은 단일 공유 분산 주소 역(single shared distributed address 

space)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모든 프로세스는 이 역 내에서 스레드로 보여진다. 

장점은 객체가 모든 노드에서 동일한 주소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에서는 보안과 보호가 주요한 문제이다. 또 다른 접근방식은 각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고정된 역으로 나누고 그 중 일부는 공유하고 나머지는 프라이빗하게 두는 방식이다. 

공유 데이터는 각 프로세스에서 동일한 주소에 표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함감내성. 분산 공유 메모리 시스템에는 결함감내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를 무시하거나 운 체제 문제라고 주장한다. 다른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노드 하나가 작동이 안 되면 연결된 모든 사이트도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메시지 패싱 분산 시스템(message passing distributed systems)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한다. 메시지는 데이터 블록으로, 일반적으로는 발신인과 수신인, 타임스탬프, 

우선순위, 다른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계층으로 래핑(wrapping)된다. 분산 

시스템은 메시지를 동기 또는 비동기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동기식 메시지 패싱의 경우, 시스템은 

딜리버리와 로컬 계산이라는 두 단계를 가진다. 딜리버리 단계에서 각 프로세스는 인접 프로세스로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로컬 계산 단계에는 메시지 수신, 상태 변경 및 다음 딜리버리 

단계에서 보낼 메시지의 큐잉(queuing)이 포함된다.
 

  비동기식의 메시지 패싱 분산 시스템에서는 메시지가 전송되는 단계가 없다. 모든 프로세스는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전달의 지연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종종 지연시간 제한이 있다(최대 지연시간 값이 주어짐).
  

  분산 시스템의 밑에서 운 되는 네트워크는, 모든 메시지가 결국 올바른 수신자에게 전달되고 

메시지에 오류가 없거나 중복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도 있고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분산 컴퓨팅 시스템은 고정된 것일 수도 있고(즉, 프로세서와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고장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변경되지 않음) 동적인 것일 수도 있다. 동적인 시스템에서

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네트워크에 추가될 수도 있고, 다른 프로세스가 임의의 시간에 네트워크

에서 빠질 수도 있다. 프로토콜(대개 메시지를 전달하는)은 변화하는 토폴로지에 적응해야 한다.
 

  분산 시스템의 노드(프로세스)는 완전히 또는 간헐적으로(노드가 어쩔 때는 정상적으로 동작

하고 그 외에는 고장남) 또는 무작위로(비잔틴) 고장 날 수 있다. 비잔틴 고장 모드에서 노드는 

임의로 동작하며 (현재 상태나 수신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지만)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통신 매체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노드 간의 링크가 끊어질 수 있다. 간헐적인 

문제는 메시지의 손실, 왜곡, 순서 변경 또는 중복을 야기할 수 있다. 메시지 전송 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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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의 손실로 해석될 수 있으며,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도착했을 때 메시지의 데이터가 오래된 

것일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를 (가능한 만큼) 다양한 다중 프로세서에 걸쳐 분산시키고 일부  

매체(직렬 라인, 네트워크 등)를 통해 서로 통신하려고 한다면, 잠재적이고 복잡한 오류로 가득찬 

복잡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분산 시스템은 비동기 통신, 오류 복구, 서비스 파티셔닝, 로드 

밸런싱의 지연시간에 대한 문제로 인해 선천적인(inherent) 복잡도를 가진다. 또한 분산 소프트

웨어는 동시에 실행되는(concurrent) 기능으로 인해, 경합 조건(race condition), 데드락, 스타베이션

(starvation)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분산 컴퓨팅의 복잡도에 대한 훌륭한 문서로 

“Distributed Software Design: Challenges and Solutions”[64]이 있으며, 이 문서에서는 분산 

컴퓨팅에 내재된 몇 가지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이트 장애 처리. 분산 시스템의 각 프로세서는 실패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결함 감내

(fault-tolerant)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장은 반드시 감지되어야 

하며 다른 프로세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머지 프로세

서에게 기능을 재 할당하거나 기능이 제한된 다른 작동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신 매체 장애(전체 손실 또는 링크 간 손실) 통신 매체가 작동 중단되면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와 격리된다. 프로그래밍 방법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통신 매체 고장(간헐적) 간헐적인 고장에는 메시지 손실, 메시지 또는 데이터의 순서 변경

(전송할 때와 다른 순서로 도착), 메시지 중복 등이 있다. 하드웨어 고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송 지연. 지연된 메시지는 타임아웃 만료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손실된 메시지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가변적인 지연시간(지터)은 타임아웃 값(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아야 함)을 

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지연된 메시지는 오래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런 

메시지가 처리될 경우 계산이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분산된 합의에 대한 문제. 다양한 프로세서 간의 동기화는 분산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킨다. 

시스템에 고장(간헐적인 또는 완전한)이 있을 때는 더욱 어렵다.
 

 불가능성(impossibility) 발생. 2개 이상의 분산 사이트에서 사이트 간의 매체가 손실되거나 

사이트 중 하나가 고장 난 경우, 비동기식 통신 매체를 통해 유한한 시간 내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되었다. 
 

 이기종(heterogeneity). 분산 시스템에 사용된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는 서로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종류 노드의 통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 주요 문제는 분산 사이트가 어떻게 서로를 찾고 동기화되는가이다.
 

  분산 컴퓨팅 문제 및 솔루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stributed Software Design: Challenges and Solutions” 2000년 11월, Embedded 

Systems Programming, 저자: Bran Selic 
 

 FINITE STATE MACHINES IN DISTRIBUTED SYSTEMS, 클래스 307. 연사: 텔레로직

社의 Knut Odman
 

 Distrib. Syst. Eng. 3 (1996) 86–95. 국에서 출판, Implementing configuration 

management policies for distributed applications, Gerald Krausey 및 Martin Zimmer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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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PLD)
 

  최근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는 상당히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하드웨어는 부품이며

(트랜지스터, 저항기, 집적 회로 등),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위에서 실행되거나(운 체제, 어플리

케이션 프로그램), 하드웨어 내부에(펌웨어) 존재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구조   

그리고 테스트 프로세스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PLD(Programmable Logic Device)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회로가 

VHDL이나 Verilog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고 시뮬레이터에서 실행되며 컴파일되고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로 다운로드 된다. 즉, 장치 자체는 “하드웨어”이지만, 프로그래밍 과정은 

“소프트웨어”이다. 일부 버전의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는 실행 중에 “바로” 변경될 수도 있다.
 

  프로그래머블 로직은 “구성 변경이 가능한(configurable) 로직과 플립플롭(flip-flop)이 있는  

장치”로 막연히 정의되며, 프로그래머블 인터커넥트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메모리 셀은 로직을 

수행하는 기능과 로직 기능이 인터커넥트 되는 방식을 제어하고 정의한다. PLD는 SPLD(Simple 

Programmable Logic Device)에서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과 크기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안전에는 하드웨어(전자기기) 안전이 포함된다. 그러나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의 하이브리드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장치의 검증 시 소프트웨어  

안전 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 PLD는 하드웨어와 동일하므로 정상적인 “하드웨어” 방식

으로 검증(테스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PLD는 프로그래밍이 된 장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디바이스 내에 사용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인터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로”가 테스트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류 조건, 단일 이벤트 오류(SEU),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실수로 호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PLD가 복잡해짐에 따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테스트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디바이스가 제대로 프로

그래밍 되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PLD 코드 개발에 사용된 프로세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의 다양성은 아래 절에 설명되어 있으며, 각 디바이스 유형 검증의 

안전 측면에 대한 지침을 소개한다.  
 

  “Frequently-Asked Questions (FAQ) About Programmable Logic”[65]는 PLD에 대한 좋은 

입문 정보를 제공한다. Embedded Systems Programming[66] 기사도 좋은 입문 자료이다. 
 

11.6.1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의 유형
 

  SPLD(Simple Programmable Logic Devices)는 “최초의”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이다. 이 

PLD는 PLD 중 가장 작은 것으로, 각 PLD에서는 몇 개의 로직 칩만 교체할 수 있다. PLD  

내부에는 매크로셀(macrocell) 집합이 있으며, 각 셀은 일정량의 로직(AND 게이트 등)과 플립

플롭으로 구성된다. 각 매크로셀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SPLD 유형에는 PAL(Programmable 

Array Logic), GAL(General Array Logic), PLA(Programmable Logic Array), PLD(Programmable 

Logic Device) 등이 있다.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s)는 일반적으로 2~64개의 SPLD에 해당하는 

SPLDs보다 더 큰 용량을 가진다. CPLD 내의 매크로셀은 완전히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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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계가 특정 CPLD에서 구현되지 못할 수 있다. 다양한 CPLD에는 

EPLD(Erasable Programmable Logic Device), PEEL, EEPLD(Electrically-Erasable 

Programmable Logic Device) 및 MAX (Multiple Array matrix)가 있다.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의 논리 블록의 내부 어레이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입/출력 블록의 링으로 둘러싸 으며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터커넥트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는 CPLD보다 유연하지만, 유연성으로 인해 로직 내에서 지연시간이 약간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응용프로그램에서는 속도가 더 느릴 수 있다.
 

11.6.2 “프로그램 원스(Program Once)” 디바이스 
 

  “프로그램 원스(program once)”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에는 외부의 프로그래밍 메커니즘이 필요

하며 전자 보드에 삽입된 후에는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없다. 이 카테고리에는 지워서 재프로

그래밍 할 수 있는(erasable-reprogrammable) 디바이스와 (재프로그래밍 기능이 제거되거나  

구현되지 않은) “on-the-board” 리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 및 “라이트 원스(write once)”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SPLD는 거의 항상 “프로그램 원스(역주: 한번만 프로그램할 수 있음)”이다.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반 프로세스 기술에 따라 CPLD와 FPGA는 “프로그램 원스”, “필드    

리프로그래머블” 또는 운  조건 하에서 완전히 구성을 변경할(configurable) 수 있다. 

  “프로그램 원스”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종 칩에 대해서만 안전성을 고려하면 된다. 

일단 디바이스가 검증되면, 작동 중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SPLD는 상당히 단순한 디바이스이다. 개발 과정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일반적인” 전자 기기인 

것처럼 테스트하면 된다. SPLD를 하드웨어로 다루어라.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s)와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는 매우 복잡하여, 예기치 않은 연결, 사용되지 않지만 포함된 로직, 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디바이스의 모든 입/출력을 실행하는 완전한 테스트 프로그램 

외에도 소프트웨어는 일반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  

되어야 하며 디바이스나 시스템의 안전-치명도에 맞게 테일러링해야 한다. 요구사항, 설계, 

코드 및 테스트 프로세스도 계획, 문서화 및 리뷰해야 한다. 충분한 안전을 위해 각 개발 

단계의 문서를 분석해야 한다.
 

11.6.3 “리프로그램 인 더 필드” 디바이스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와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는 

모두 현장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in-the-field-programmable) 다양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디바이스의 내부는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및  

플래시 기술에 기반한다. 회로가 보드에 있다면(그리고 칩 내에 구현됨) 전자 보드에 있는 동안 

이러한 장치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것은 작동 중에 “그때 그때”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아

니다. 재프로그래밍은 원래 있던 것을 지우고 칩 안에 있던 것을 완전히 바꾼다.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CPLD 또는 FPGA “재프로그래밍” 회로를 직렬 포트와 

같은 외부 포트에 연결하는 것이다. 개발 중에 외부 컴퓨터(노트북 등)를 포트에 연결하고    

디바이스를 다시 프로그래밍 한다.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디바이스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없다. 이 시나리오를 이용하면 개발 또는 테스트 중에 기기를 물리적으로 분해하고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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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에서 디바이스를 분리할 필요 없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새로운 CPLD 또는 FPGA “프로그램”을 시스템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전송하여 CPLD 또는 FPGA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회로가 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에 재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시나리오는 지구 궤도에서와 같이 물리적인 연결이 불가한 환경에서도 디바이스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디바이스를 물리적인 연결로만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디바이스는 운  중

에는 비교적 “안전”하다. 즉, 메인 컴퓨터(프로세서) 코드의 소프트웨어 오류나, 사람이 보낸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디바이스의 재프로그래밍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디바이스

에서 주된 우려사항은 재프로그래밍으로 이전에 실시된 테스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시스템 개발 사이클에서 재프로그래밍을 늦게 수행할수록 리스크가 더 커진다. 디바이스가 

개발 단계를 지나면, 디바이스를 재프로그래밍할 때마다 회귀 테스트를 해야 한다.
 

시스템 내 프로세서에 의해 디바이스를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실수로 디바이스를 

재프로그래밍 할 가능성이 생긴다. 디바이스가 위험원 제어에 관여하거나 위험한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디바이스를 재프로그래밍하는 합법적인 

명령은 위험 명령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

며, 실수로 재프로그래밍이 명령되지 않도록 안전장치(safeguards)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

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디바이스 재프로그래밍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점

검도 실시되어야 한다.

11.6.4 구성 변경이 가능한(configurable) 컴퓨팅  

  일부 FPGA(및 CPLD)는 내부에 SRAM(Static RAM) 기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SRAM 기반의 

디바이스는 본질적으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심지어 시스템 내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원을 켤 때 어떤 형태의 외부 구성 메모리 소스가 필요하다. 구성 메모리

(configuration memory)에는 각 로직 블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떤 I/O 블록이 입력이고 출력

인지, 블록이 서로 어떻게 인터커넥트되는지를 정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디바이스가 구성   

메모리를 셀프-로드하거나 외부 프로세서가 메모리를 디바이스로 다운로드 한다. 구성 시간은 

일반적으로 디바이스 크기와 구성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200ms 미만이다.
 

  내부 칩 로직을 “그때 그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패턴 매칭, 암호화, 고속 컴퓨팅과 같은 

일부 응용프로그램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구성 변경이 가능한(configurable) 컴퓨팅의 핵심 

기능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유연성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에서 

계산을 수행하여 기능이다. 구성 가능한 컴퓨팅 솔루션의 이점을 가장 많이 보는 응용프로그램은 

매우 높은 I/O 데이터 속도 요구사항, 대용량 데이터 세트에 대한 반복적인 작업, 입력 데이터 포

인트당 많은 수의 컴퓨팅 작업 또는 변경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구성 가능한 컴퓨팅 머신(CCM)의 한 가지 장점은 고유의 결함 감내성이다. 고장을 감지하는 

구조를 추가하면 디바이스를 종료하지 않고도 고장을 우회하도록 하드웨어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성의 단점은 구성 가능한 시스템의 기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업 중에 하드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구성 가능한 컴퓨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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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CCM을 사용하도록 

설계한 경우, CCM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방법과 내/외부 오류 또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Villasenor와 Mangione-Smith의 참고문헌[67]에서는 구성 가능한 컴퓨팅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설명한다.
 

11.6.5 안전성과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IEC 1131-3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프로그래밍 언어의 국제 표준이다. 여

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PLC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구문(syntax), 의미(semantics) 및 표시

(display)를 지정한다.
 

 사다리 다이어그램(LD, Ladder diagram)
 

 시퀀셜 기능 차트(SFC, Sequential Function Charts)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FBD, Function Block Diagram)
 

 구조적 텍스트(ST, Structured Text)
 

 명령 목록(IL, Instruction List)
 

  그러나 IEC 1131-3에서는 PLC 프로그래밍의 안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MSPLC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들은 “SEMSPLC 가이드라인: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를 위한 안전-관련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SEMSPLC Guidelines: 

Safety-related application software for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68]를 발행했으며, 

IEE(Institution of Electrical Engine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PLC의 언어 선택은 IEC 1131-3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코딩 표준을 만들어야 하며, 언어는 

가능한 경우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응용프로그램 도메인에 대한 근접성(closeness)
 

 정의 및 표준화
 

 모듈화(Modular)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음
 

 추적성
 

 체크 가능함
 

 분석 가능함
 

 결정론적이어야 함(deterministic)
 

  PLC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표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행이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문서, 구현 및 엄격한 테스트가 포함된다. 안전-필수 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단계의 제품, 특히 요구사항에 대해 공식 인스펙션(formal inspection)을 사용해야 한다.
 

  PLC 개발은 매우 정형적일 수 있으며, 정형 기법(formal method)까지도 수행할 수 있지만, 

PLC 개발 과정의 많은 기술에 대한 테일러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분야는 새로운 분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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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개발 사례와 좋은 안전 검증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SEMSPLC 가이드라인[68] 외에도, 더 나은(더 안전한) PLC 프로그래밍을 위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스파게티 코드가 스파게티 로직을 야기한다. 코딩 스타일 또는 표준을 만들고 고수한다. 

코드가 좋을수록 그로 인한 로직은 더 빠르거나 더 작아진다!
 

85 미만으로 유지하라. 사용 가능한 리소스의 85% 이상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설계를 더 쉽게   배치-라우팅할 수 있고 향후 추가나 변경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모듈화. 가능한 한 PLC 소프트웨어에서 모듈을 사용하라. 이렇게 하면 스파게티 코드를 

피하고 테스트 및 디버깅에 도움이 된다.
 

블랙-및-화이트 테스트를 사용하라. 블랙박스 및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모두 사용하라. 

입력값에 대한 응답이 적절한지 검증하고(블랙박스), 모든 경로가 실행되는지 검증한다

(화이트박스).
 

PLC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안전 기법 연구.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이 PLC   

응용프로그램에 유용한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SEMSPLC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 제어 흐름 분석에서는 오류에 대한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뮤테이션

(mutation) 분석과 심볼릭 실행에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오류가 발견되었다[69].
 

11.7 임베디드 웹 기술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는 그렇게 보인다. 한때 학자들이 

연구 데이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역이었던 인터넷(그리고 그것의 멀티미디어 차일드인 

WWW)은 이제 정보 교환, 대화 및 연결의 매체가 되었다.
 

  NASA 글렌 리서치 센터(http://vic.lerc.nasa.gov/ )의 임베디드 웹 기술 사이트에서 EWT 

(Embedded Web Technology)는 월드 와이드 웹용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특정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용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소프트

웨어, 입력 센서 및 출력 액추에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가진 디바이스의   

예로는 자동차, 가전제품, 산업 기계 및 NASA 우주 실험소가 있다. EWT를 사용하면 컴퓨터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편리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임베디드 시스템이 있는 원격 장치를 모니터링 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임베디드 디바이스가 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 대신(또는 추가로) 외부와 통신하기 

위한 웹 서버와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 디바이스(인터넷 어플라이언스)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드웨어(키보드, 모니터)가 없다. 사용자는 어플라이언스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가 있는 컴퓨터를 통해 연결한다. 임베디드 웹 서버를 통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기기(하드웨어)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중앙 프로세서와 다양한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있는 장비들은 분산 시스템으로 운 될 수 있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호 통신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 운 체제가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독립적인 작업으로 “분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분산 시스템은 태스크를 “분해”하여 

특화된 프로세서 또는 원격 프로세서에서 실행한다. 분산 기기는 11.5절 분산 컴퓨팅에 설명된 



NASA-GB-8719.13 (한글판)252

것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 
 

11.7.1 임베디드 웹 서버
 

  대부분의 웹 서버 소프트웨어는 키보드, 모니터, 파일 시스템, 대형 하드디스크가 있는 데스크탑 

시스템용으로 설계되었다.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웹 서버의 규모를 축소하고 임베

디드에 특화된 일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메모리 풋프린트 감소,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 소스

코드 이식성은 임베디드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임베디드 웹 서버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70].
 

메모리 사용량. 작은 메모리 풋프린트(코드, 스택, 힙을 포함하는 메모리 사용량)는 임베

디드 웹 서버에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또한 데이터를 자주 생성하고 없애면(웹페이지와 

같은) 더 큰 메모리 블록을 할당해야 할 때 쓸모없는 수많은 작은 메모리 블록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단편화(fragmentation)도 중요하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조각 모음(defragmentation)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베디드 웹 서버는 정적으로 할당되거나 

사전에 할당된 메모리 블록만 사용해야 한다.
 

동적 페이지 생성 지원. 임베디드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HTML 페이지는 

그때 그때 생성된다. 임베디드 디바이스는 메모리에 몇 페이지만 저장되며, 종종 실시간으로  

컨텐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성한다. 디바이스의 현재 상태, 센서값 또는 기타 정보는 

동적으로 생성되는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통합. 소스코드가 없으면 웹 서버를 임베디드 운 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코드와 

통합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소스코드가 가용하다고 하더라도, 통합의   

용이성(그리고 훌륭한 문서화!)은 여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ROM이 가능한(ROMable) 웹페이지.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는 임베디드 시스템은 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실행파일 내에 저장 

하거나 외부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실행파일에서 HTML 파일 및 기타 데이터를 “꺼내거나” 

플래시 디스크에서 찾는 기능은 대부분의 데스크탑 기반 웹 서버에서는 부족하다.
 

이식성. 임베디드 세계에서는 그 무엇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며, 

오늘날 사용되는 프로세서나 운 체제는 미래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 서버를 다른 프로세서 또는 운 체제에 이식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11.7.2 테스트 기법  
 

  표준 웹 사이트 테스트의 일부는 임베디드 웹 서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역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부하 처리 용량. 서버가 제공할 수 있는 총 데이터 속도는 얼마인가? 서버가 초당 처리

할 수 있는 트랜잭션은 몇 개인가? 이 값들이 예상 사용량과 일치하는가? 한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페이지가 월드-와이드로 보는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제공된 데이터를 

봐야 하는 고객이 한두 명 있다. 생성된 웹페이지에서 다음을 리뷰한다: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톤, 언어), 접근성(로드 타임, 링크를 이해하고 따라가기 쉬움), 일관성(“룩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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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and feel)”, 반복되는 테마), 네비게이션(인텐트(intent)와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이 

분명한 링크, 페이지 이동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 디자인(페이지 길이, 하이퍼링크), 시각

적인 표현(색깔의 사용, 눈에 띄기 쉬움)
 

 데이터 나이(age). 데이터가 얼마나 최신의 것인지(fresh)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데이터에 시간 태그가 지정되어 있는가? 데이터가 새로 고쳐지면 웹페이지에 표시되는가?
 

 페이지 생성 속도. 대부분의 페이지는 임베디드 웹 서버에서 “요청할 때” 생성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걸리는 속도가 중요하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중단(break)”할 수 있는가? 웹페이지의 모든 사용자 입력 요소(버튼 

등)를 확인한다. 사용자가 웹 서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입력 요소의 조합, 이상한 시퀀스 등을 시도해 보라. 정기적으로 웹 클라이언트를 중단시

키는 것 같은 동료가 있으면 그 동료에게 시스템 테스트 작업을 맡겨라.
 

 보안 테스트. 사설 네트워크가 아니라면 웹 서버의 보안 대비책을 테스트 해본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가?
 

 링크 테스트. 페이지 간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모든 연결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HTML 및 XML 유효성 검사. HTML 및/또는 XML이 표준인가? 웹 서버와 인터페이

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가? 모든 브라우저 버전에서도?
 

 기기의 제어. 임베디드 서버가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이 방법을 

철저히 테스트한다. 누락된 명령, 순서가 잘못된 명령, 또는 유효하지 않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찾는다.
 

 에러 핸들링. 웹 페이지에서 잘못된 입력을 적절한(graceful)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사용된 

스크립트가 충돌 없이 오류를 예측하고 처리하는가? “런타임” 핸들러가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어 있다면 작동하는가?
 

  다음에서, 에러 핸들링과 웹 사이트 테스트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웹페이지 에러 핸들링 및 방지 - 파트 1: 기본 사항”(파트2와 파트3도 포함) 

http://msdn.microsoft.com/workshop/author/script/weberrors.asp

 “웹 사이트 테스트”, http://www.soft.com/eValid/Technology/White.Papers/website.testing.html

 

11.8 AI 및 자율 시스템
 

  인공지능(AI)과 자율 시스템(autonomous system)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최첨단”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인간의 통제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잠재력을 

가진 두 개의 독립체이다. 우주 탐사와 같이, 인간의 개입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지구와는 거리가 

먼 환경은 특히, 지능형 자율 시스템(Intelligent Autonomous Systems)의 이상적인 사용 분야이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가 인간처럼 “생각”해야 하는 모든 시스템을 아우른다. 여기에는 정보 

수집, 정보 패턴 인식, 계획, 의사 결정 및 수행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할 일이 많다! 

AI의 다양한 측면은 다음과 같다.
 

 게임 플레이. 체스나 체커 같은 게임.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제기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도메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NASA-GB-8719.13 (한글판)254

캡처하는 시스템. 증상에 따라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전문가 시스템의 한 예이다.
 

 에이전트. 자율적인 방식으로 다른 엔터티(대개 인간)를 대신하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엔터티이다. 수행에 있어 능동성 및/또는 반응성을 가지며 어느 정도의 학습, 협력 및  

이동성도 가진다. 예를 들어, 당신이 참석할 기술 회의에 필요한 주제에 대해 에이전트가 

스스로 인터넷이나 다른 소스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자연어.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하고 프로세싱 한다.
 

 뉴럴 네트워크(신경망). 동물 뇌 내의 연결과 유사한 방법으로 정보 “노드”를 연결한다. 

신경망은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학습한다”.
 

 로봇 공학. (센서를 통해) 보거나 들을 수 있고 환경 및 입력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제어 

기계. 인공지능 로봇은 특정 기능을 프로그램된 대로 수행하는 공장 로봇과는 달리 “생각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몇몇 AI 버전은 “하드웨어”(예: 데스크톱 컴퓨터)에 독립적이지만, 자율 시스템은 거의 항상 

실세계의 시스템을 제어한다. 자율 시스템의 한 예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제외(화요일 밤 1층 

청소, 수요일 2층 청소, 수요일 3층 청소 등)하고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로봇을 들 수 

있다. 자율 시스템에 대한 정의 중 하나는 “다음에 대한 조합 : 컴퓨팅 코어, 센서 및 모터,  

유한한 에너지 저장소, (대략적으로 말해) 유연한 독립실행(stand-alone) 운 을 위한 적절한 제어 

허용”이다[71].
 

  이 절에서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지능형 자율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기술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설계, 코드, 테스트 

및 검증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가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했다. 앞으로 안전-필수 지능형 자율 시스템을  

만들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에 여러분이 극저온 수면 상태에서 목성으로 여행을 갈 때, 지능형 자율 시스템이 우주선을 

작동시키고 여러분의 생명 징후를 지켜보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작동하기를 원할 것이다. 

HAL 9000에는 좀 더 많은 소프트웨어 검증이 필요했다!
 

11.8.1 지능형 자율 시스템(IAS, Intelligent Autonomous System)의 예
 

  지능형 우주선은 IAS의 유망한 응용 분야 중 하나다. 과거, 온-보드 소프트웨어에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빌트인 인텔리전스”와 자율성이 있기는 했지만, 임무와 실패에 대한 계획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수행했다. 통신 지연 시간이 몇 시간 단위인 태양계의 먼 지역까지 탐사선을 

보낼 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면 유용할 것이다. 화성과 같이 가까이 있는 

행성에서도 통신 지연 시간은 다양한 지형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탐사 로봇에 문제를 일으키

기에 충분하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능형 우주선과 로봇이 더 이상 지구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  세부사항을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해 인간은 

과학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딥 스페이스 1의 임무는 기술 확인(technology validation)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능형 자율 시스템의 실험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격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실제로 시뮬레이션 된 결함에 반응하며 며칠 동안 우주선을 조종했다. 이 실험은 11.8.3절 사례 

연구 – 딥 스페이스 1의 원격 에이전트에서 설명 및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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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로 돌아가서,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는 것은 인간의 높은 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단조롭고, 

더럽고, 따분한 “저-평가” 작업이다. 지능형 모바일 청소 로봇은 현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개발 중이며[72], 인간을 “저임금 단순노동자”에서 감독관으로 변화하게 하고 있다.
 

  플라이바이 와이어(Fly-by-Wire) 항공기 시스템은 항공기 유압 제어를 컴퓨터가 제어하도록

(부품이나 표면을 움직이는 전자기계 하드웨어로 가는 와이어를 통해) 대체했다. 컴퓨터는 항공

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 컴퓨터는 또한 

조종사들에게 지도, 궤적, 항공기 상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대부분의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지능적이지 않다. 인간은 여전히 시스템을 감독하며,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잘못 동작하면 재정의 한다. 그러나, 트렌드는 인간 조종사를 항공기의 직접 

조종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세부사항은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플라이바이 와이어 컴퓨터는 거의 모든 항공기 기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며 조종사는 

지침(계획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을 제공하고 오작동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엄격한 개발 과정과 철저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컴퓨터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컴퓨터가 부정확한 정보를 

표시하여 승무원들을 오도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종사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가 잘  

설계되지 않아 압박 받는 상황에서 실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조종사”가 

되면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검증

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 교통부(http://www.its.dot.gov/) 지시에 따라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이 연구 개발 중이다. ITS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s) : 고속도로의 정체를 줄이기 위해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
 

 ATIS(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s) : 여행자에게 경로 안내, 경로 지원 및 

경로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 
 

 AHS(Automated Highway Systems) : 주행 과정에서 인간의 기능을 지원하고 대체 
 

 IVI(Intelligent Vehicle Initiative) : 자동화된 컴포넌트를 갖춘 차량 개발을 주안점으로 함 
 

 ACS(Advanced commercial vehicle Systems) : 물류를 포함한 상용차 운 을 지원
 

  ITS 개발에 있어 소프트웨어 안전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ITS 구현 방법에 대한 정보는 얻기 

어렵다. 250페이지 이상으로 구성된 ITS 용 소프트웨어 획득에 관한 DOT 문서도 소프트웨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4페이지만 할애하고 있다.
 

11.8.2 문제 및 우려사항
 

  분산 시스템 및 기타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마찬가지로 지능형 자율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 NASA에게 안전은 부상이나 죽음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안전에는 차량과 페이로드도 함께 포함된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의 우주 탐사선에 의해 

아무도 죽지 않더라도, 탐사선의 손실 자체가 안전 문제가 될 것이다!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지능형 자율 시스템에도 하드웨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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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간에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선택하는 것

(과거 성능, 현재 하드웨어 상태, 원하는 목표에 따라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시스템이 취할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경로”의 서브셋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서브셋이 알려진다면 정형적으로 검

증되지 않더라도 철저히 테스트할 수 있다. 경로의 수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듈과 하드웨어 사

이의 상호작용 복잡도는 완전한 시험이나 정형 검증을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지능형 자율 시스템(IAS)과 관련된 다양한 역은 다음과 같다.
 

 기술은 더 복잡하며 성숙도는 낮음. 지능형 자율 시스템은 새로운,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환경 또는 컨텍스트에 대한 민감도. 기존의 비행 소프트웨어(및 기타 복잡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환경이나 소프트웨어 컨텍스트와 무관하도록 설계되었다. 명령이 

수신되면 우주선이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명령을 실행했다(단, 안전과 

결함 감내성 체크 하에). 명령이 말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것을 보낸 사람들의 책임이었다. 

반면에, IAS는 명령을 생성할 때 환경 및 시스템 컨텍스트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시스템 상태, 외부 환경 및 소프트웨어 컨텍스트에 적합한 명령을 생성해야 한다.
 

 서브시스템 상호작용 증가.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서브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통합” 시스템 테스트만으로 각 서브시스템을 독립적

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나, IAS 서브시스템은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

다. 이로 인해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 테스트 수가 증가한다.
 

 복잡도. 지능형 자율 시스템은 복잡한 소프트웨어이다. 복잡도 증가는 규격, 설계, 코딩 

및 테스트 등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오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에서는 종종 시스템을 적절하게 인증하기(authenticate) 위한 기존의 

확인 및 검증 기법의 능력을 강조한다. 엄청난 노력 없이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명세하고 검증할 

수 없고, 모든 상호작용을 테스트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고장이 확인되고 테스트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지능형 자율 시스템(IAS) 검증을 위한 현재의 최첨단 기술은 두 가지 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테스트(주로) 및 정형 검증(모델 체킹)이다. Simmons, et. al.[73]은 IAS의 서브셋에 대해 

모델 체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여기서 IAS는 원격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고도로 추상화된 전문 언어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프로그램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내부적인 정확성에 대해서만 검증되며, 여기에는 라이브니스(liveness), 안전 등의  

체크가 포함된다. 
 

  원격 에이전트의 테스트 문제는 11.8.3.2에 설명되어 있다. 추가 테스트 전략은 Reinholtz와 

Patel[74]를 참고한다. 그들은 올바른 시스템 동작에 대한 공식 명세부터 시작하여 네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공식 명세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여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검증한다. 

전환 역(서브시스템 간의 변경 및 상호작용 역)을 식별하고 탐색하여 잘못된 동작을 찾는다. 

전략의 네 번째 요소는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11.8.3 사례연구 – 딥 스페이스 1의 원격 에이전트
 

  원격 에이전트(Remote Agent)는 지능형 자율 시스템에 대한 실험으로, NASA 딥 스페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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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 임무의 일부 다. 이 실험은 “우주선이 지상에서 상세한 지시(instruction) 없이 지구로

부터 거의 1억 2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원래는 원격 에이전트로 DS-1의 제어를 6시간(신뢰성을 쌓기 위한 실험)과 6일로 계획하 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2일간(1999년 5월)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원격 

에이전트는 우주선을 제어하고 우주선 추진기의 오작동과 같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문제에 대응

했다. 원격 에이전트는 이틀간의 실험 기간 동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잘 작동했다.
 

11.8.3.1 원격 에이전트 설명
 

  “원격 에이전트(Remote Agent, RA)는 모델 기반의 재사용 가능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목표 기반 우주선 명령과 강력한 결함 복구를 지원한다[75]. 해당 문장을 주요 키워

드로 나누어 보면:
 

모델 기반(Model based) 모델이란 제어되는 컴포넌트(예: 우주선, 로봇, 자동차)의 동작

과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원격 에이전트(RA)의 각 요소는 목표를 수용한 다음 

모델에 대한 추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목표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조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재사용 가능(Reusable) 원격 에이전트의 부품은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수정 

없이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의 측면은 시스템에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다른 

시스템에 사용하려면 그 전에 수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원격 에이전트는 목표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

한다.
 

목표 기반 명령(Goal-based commanding) 원격 에이전트에게 일련의 명령(이 방향으로 

이동, 정해진 시간에 카메라 켜기, 정해진 시간에 사진 찍기 시작 등)을 보내는 대신, RA

에게 “다음 주 동안 X 이하의 연료 사용량을 유지하면서 다음 소행성 사진을 찍어라” 와 

같은 목표를 준다. (부분적인 충돌로 인해)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원격 

에이전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력한 결함 복구(Robust fault recovery) 원격 에이전트는 장애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추진기가 실패한 경우 동일한 기동(maneuver)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추진기로 보상할 수 있다.
 

  원격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계획/스케줄러(Planner/Scheduler, PS), Executive 및 

MIR(모드 식별 및 재구성, Livingstone이라고도 함)의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계획/스케줄러(PS)는 원격 에이전트가 우주선을 제어하는 데 사용할 계획을 만든다. 즉, 초기 

우주선 상태와 일련의 목표를 기반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높은 수준의 작업을 

만들어낸다. PS는 계획을 생성하기 위해 운  또는 운  순서에 대한 제약사항을 포함하는 우

주선 모델을 사용한다.
 

  Executive는 PS에 계획을 요청하고 실행한다. 또한 MIR에 장애 복구를 요청 및 실행하고, 인간 

운 자의 목표와 명령을 실행하며, 시스템 리소스를 관리하고, 시스템 장치를 구성하고, 시스템 

수준의 장애 보호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안전 모드로 전환한다. Executive는 소규모의 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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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다!
 

  MIR(Mode Identification and Reconfiguration, 모드 식별 및 재구성)은 문제를 진단하고 복구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MIR은 우주선의 모든 컴포넌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Executive가 하드웨어로 보낸 명령을 엿듣는다. MIR은 명령과 센서의 정보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Executive에 보고한다. 장애가 발생하면 MIR은 계획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복구 또는 해결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11.8.3.2 원격 에이전트의 테스트 및 검증 
 

  원격 에이전트를 테스트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가능한 실행 경로 수가 수백만 

개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지상 검증 후 일련의 운항이 업 링크되었던 기존의 우주선 비행 소프트

웨어와 달리, 원격 에이전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를 식별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면서  

스스로 생각해야 했다. 우주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테스터의 수명 내에서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러한 모든 실행 경로를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격 에이전트 실험의 경우, 시나리오 기반 검증 전략이 모델 기반 확인 및 검증으로 강화 

되었다[76]. 가능한 입력(목표, 우주선 상태, 기기 응답, 타이밍 등)의 우주는 관리 가능한 수의 

시나리오로 분할된다. 원격 에이전트는 각 시나리오에서 연습 되며, 해당 동작은 명세에 따라 

검증된다.
 

  수백만 또는 수십억 개의 가능한 테스트에서 관리 가능한 수치(200~300)로 감소하면 리스크가 

가중된다. 모든 것을 테스트하면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있다. 

작은 서브 셋을 테스트할 때 중요한 것을 놓칠 위험이 있다. 서브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예

상한 것과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테스트 완료된 시나리오가 테스트 되지 않은 시나리오의  성

공을 내포한다는 데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의 효과는 시나리오가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 이는 시험 요건뿐만 아니라 시험을 위해 선택된 입력이 모든 다른 입력에 대해 작용한

다는 확신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 에이전트 실험은 매개변수 기반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사

용할 시나리오와 입력을 선택했다.
 

  관리 용이성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파라미터 공간을 추상화하여 관련 파라미터 및 값에 초점을 맞춘다. 파라미터 및 파라 

미터값을 선택하여 소프트웨어가 가장 민감한 역에 초점을 맞춘다. 동등성 클래스는 

이러한 입력에서 수행되지 않는 비교 가능한 테스트 모음으로 일반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파라미터 공간의 독립 역을 식별한다. 상호작용이 낮거나 없는 역은 파라미터 및 값의 

조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라미터 간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으면 더 많은 조합을 

검사해야 한다.
 

 직교 배열을 사용하여 파라미터 조합을 포함하는 최소 크기의 테스트 세트를 생성한다. 

모든 파라미터 값과 모든 값의 쌍(pair)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테스트케이스에 나타난다. 

모든 파라미터 값은 거의 동일한 수의 케이스에서 나타난다.
 

  테스트 중에 발견한 한 가지 어려움은 어떤 파라미터 값이 고장으로 이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함이 있는 테스트케이스와 동일한 테스트케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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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collection)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각 테스트가 하나의 파라미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도록 

구성한다. 이로 인해 오류를 발생시키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주선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또 다른 어려움은 고성능 테스트베드의 부족이다. 테스트베드가 

비행 충실도에 가까울수록 탑승 시간이 줄어든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원격 에이전트 실험은 

충실도가 낮은 테스트베드에서 매우 추상적인 소프트웨어(기본 하드웨어에 신경 쓰지 않는 소프트

웨어)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하드웨어별 소프트웨어 및 일반 시스템 검증을 위해 높은 

충실도의 테스트베드를 예약했다.
 

  원격 에이전트는 테스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경우에 따라 시간을 “뒤틀어(warp)” 며칠이 

걸릴 테스트를 몇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소프트웨어는 또한 테스트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는 제한된 기간 동안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도 증가시켰다. 로그 파일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지루하며 오류를 

놓칠 수도 있다.
 

기억하기: 안전-필수 코드를 테스트하는 소프트웨어도 안전 중요 코드로 간주해야 한다.

 

  원격 에이전트 실험의 검증 및 테스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Smith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6]. Bernard et. al.[75] 에서는 테스트 전략과 원격 에이전트의 비행 중 유효성 검사(in-flight 

validation)뿐만 아니라 테스트 전략에 관해 설명한다.
 

11.8.3.3 비행 중 유효성 검사(In-flight Validation): 얼마나 잘 작동했는가?
 

  비행 전에도 테스트 전략의 일부 측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비행 전 마지막 4개월 동안 

공식적인 테스트 단계가 끝난 후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계획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기는 하지만 시간 제약 내에 계획을 정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확인되었다.

    o 일부 파라미터의 범위가 테스트에서 가정한 범위와 달랐다.

    o 총 6일간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2일간의 시나리오로 축소하면서 여유 시간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플래너 연대순 역추적 검색(Planner chronological backtracking search)에서 

취약점이 드러났다. 

    o 테스트 생성기는 패어와이즈(pair-wise) 상호작용만 고려했다. 하지만, 일부 문제는 2개가 

아닌, 3개 이상 파라미터의 특정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다. 
 

  비행 실험 중에 원격 에이전트가 이온 추진 시스템(IPS, Ion Propulsion System)의 추력을   

예상대로 종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계획 실행이 차단된 것처럼 보 지만 원격 에이전트와 

우주선은 모두 정상이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 원인은 계획-실행 코드에 중요 섹션이 누락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두 Executive 스레드 간에 경합 조건이 형성되었다. 잘못된 스레드가 선점

하면 각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의 이벤트를 기다리는 데드락이 발생한다. 이전 지상 테스트에서 

수천 개의 경합이 확인되었지만 하필 지상 테스트가 아닌 비행 중에 이 상황이 발생했다. 

  다음은 원격 에이전트 학습 내용에서 얻은 교훈이다.

 베이직 시스템은 적절한 경우 정형 기법(formal methods)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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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인터페이스 코드, 원격 측정(telemetry), 모델 인터페이스 및 테스트케이스에 대한 자동 

코드 생성은 큰 도움이 되었다.
 

 더 나은 모델 검증(validation) 도구가 필요하다. 자동화된 테스트 실행 기능을 통해 실행

할 수 있는 비정형 테스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를 일일이 직접   

평가하는 것은 힘들었다.
 

 복잡한 자율 행동에 대한 신뢰는 개별 컴포넌트 동작에 대한 신뢰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지상 도구는 초기에 만들어 복잡한 비행 시스템 작동 방법을 테스트하고 이해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원격 에이전트의 경우 지상 도구가 매우 늦게 개발되었으며 대부분의  

도구가 제대로 통합되지 않았다.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격 측정(telemetry)을 

위한 적절한 정보가 필요하다. 원격 측정에 대한 설계를 조기에 수행하여 통합, 테스트 

및 운  과정에서 시스템의 동작을 디버깅하고 이해하는 주요 방법으로 사용한다.
 

  지상 운 과 비행 운 에서 발견된 문제에서 보여주듯이, 테스트 전략은 100% 성공적이지 

않았다. 특히,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타이밍 문제를 놓쳤는데, 지상에서는 타이밍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지능형 자율 시스템의 확인 및 검증에 더 많은 작업을 할애해야 하며, 특히 IAS가 안전-필수 

기능 및 장비를 제어하는 경우에 그렇다. 원격 에이전트는 비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위험

원 제어로부터 “지원(backup)”을 받았다. 이 실험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실험이었지만 안전-필수 시스템을 완전히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1.9 소프트웨어 안전의 인적 요소(Human Factors)  
 

  인간은 안전한 시스템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인간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며,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운 한다. 시스템 생성에 자동화 

프로세스가 사용되더라도 인간은 그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관여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우리는 건망증이 심하고, 뭔가를 놓치고, 실수하고, 때로는 고의로  

위해를 끼치기도 한다. 반면 인간은 문제 해결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류를 발견하고, 고장난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킬 방법을 찾고, 문제가 재앙이 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

한다. 인간에게는 오류 생산자와 오류 해결사가 혼합되어 있어 안전-필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문제와 잠재적인 이점을 모두 야기한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할 때 다음 질문을 고려하라.
 

 시스템에서 인적 오류의 잠재적 원인은 무엇인가? 11.9.1.2절에서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오류를 제시한다.
 

 어떤 업무가 인간에게 적합하며, 어떤 것이 컴퓨터에게 적합한가? 운 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과 지원이 필요한가?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정책 및 관리가 필요한가?
 

 위험원을 초래할 수 있는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벤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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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인적 오류의 목록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라.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대부분-하드웨어인 시스템을 대체하는 상황을 고려

하라.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운 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운 자가 적응하기 

위해 훈련이나 적어도 현장 근무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시스템이 안전-필수인 경우, 새로운  

인터페이스는 운 자의 응답을 지연시켜 위험원이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위의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설계” 솔루션이 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내에서 오래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에뮬레이트하는 것이다. 이는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친근감을 높인다. 또 다른 옵션은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개발될 때 광범위한 사용자 입력을 받는 

것이다. 이는 그들과 대화하는 것만큼 간단하거나 운 자가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니터링 하는 연구만큼 복잡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옵션이 있을 것이다. 이 예제는  

인적 오류와 이러한 오류를 염두에 두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사용자가 메뉴에서 잘못

된 명령을 선택하거나 데이터 필드에 잘못된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시스템이 이러한 오류를 인식

하고 복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장 방지(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및 결함  

감내성(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안전하게 유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6.5.2절과 7.4.2절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소개한다. 별다른 방도가 없을 때, 시스템이 안전 모드로 작동

하기를 원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을 안전 모드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부분들이 계속 작동해야 한다!
 

  위험원 분석 과정에서, 위험원을 초래하는 “불가능”하고 생각하지 못한 이벤트를 고려했어야 

한다(PHA 2.3.1절 및 SSHA 2.3.4절).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Fischman, L. and McRitchie, 

K.)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인간은 시스템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마다 추가

적인 이벤트(Fischman, L. and McRitchie, K.)들을 생각해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적 오류 

관점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고려하라. 또한, 외부인들은 종종 내부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른 분야나 프로젝트에서 온 다른 사람이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라. 

그들이 “불가능한” 이벤트가 일어날 방법을 잘 발견할 수도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상당 부분은 인간 집약적이어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인간이 

요구사항 결정, 명세 작성, 설계, 프로그래밍, 테스트 및 분석을 대부분 수행한다. 우수한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링 관행은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예: 정의된 방법) 오류가 발생할 때 오류를 

찾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여(예: 리뷰, 분석, 자동화된 도구 등) 개인의 인적 오류를 보상한다.
 

  본 절의 많은 정보는 “안전-필수 시스템의 인적 요인(Human Factors in Safety-Critical 

Systems)”[96]에서 발췌하 다. 이 책은 인적 오류와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소개 

자료이다.
 

11.9.1 인적 오류(Human Error)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accident)와 사건(incident)에서 인적 오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이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오류”는 요구사항(틀림, 누락 등), 설계, 구현 또는 불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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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테스트에 있어서 거의 항상 인적 오류의 문제이다. 
 

  성공적인 개발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개발팀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견고한 프로젝트 관리 

부재와 고위 경 진의 전략적 목표 파악 실패로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되었다. 

또한 경 진은 팀 내에서 조화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술 부서 및 경 진의 역량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 역량이란 능력과 

스킬 둘 다를 말하며, 당면한 과제에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격을 갖춘 팀원은 경험, 

지식 분야에서의 교육, 시스템의 가능한 위험과 실패에 대한 지식, 조직 관행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개인의 한계와 제약에 대한 인식을 가질 것이다. 팀은 역량 요소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팀 간에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작업 공유 

또는 교차 교육을 통해 다른 팀원이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다.
 

11.9.1.1 사고(accidents) 및 사건(incidents)  
 

  인적 오류(human error)는 사고와 사건의 매우 흔한 원인이다. 우리는 피곤할 때 표지판을 

잘못 읽고, 메뉴 목록에서 잘못된 명령을 선택하고, 잘못된 버튼을 누르고, 위험이 임박했을 때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사고(위험 이벤트)에 관한 한 인간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
 

 시작 이벤트(an initiating event). 작업자가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잘못된 명령을 입력  

하거나 유지보수 후 알람을 재활성화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사고의 확대 또는 통제(Escalation or control of the accident). 우리는 상황을 다시 통제

가능하게 만들거나 위험을 완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수행 실패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이 작은 사고에서 큰 사고로 확대되게 내버려 둘  

수 있다.
 

 긴급 대피, 탈출, 구조(Emergency evacuation, escape and rescue). 치명적이고 재앙적인 

위험원에 관한 한, 우리의 “피하는(get out of the way)” 능력은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부실한 사고 대응은 더 많은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잠재적 고장(Latent failure). 간접적인 인적 오류 또한 걱정거리이다. 프로그래밍 오류, 

개발 또는 테스트의 부진을 허용하는 관리, 간신히 자격을 갖춘 개발자를 고용하려는  

경 진의 결정은 모두 소프트웨어 관련 잠재적 오류의 예이다.
 

  다음과 같은 세간의 이목을 끈 사고에서 인적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라. 
 

 Three Mile Island(1979년). 이 원자력 사고는 부분적으로 운 자에 대한 불완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피드백에 의해 발생했다. 표시등은 밸브를 닫는 명령이 전송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는 밸브가 실제로 닫혔는지 여부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시등   

불빛이 밸브의 실제 상태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간 운 자의 

몫이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명령이 전송되었지만(표시등 켜짐) 릴리프 밸브가 닫히지 

않았다. 그 문제는 한동안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Kegworth M1 항공 추락(1989년 1월). 47명이 사망하고 여러 부상자가 발생한 이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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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조종사가 항공계기를 잘못 해석하여 엔진을 잘못 꺼버린 것이 원인일 것이다.
 

 화성 극지 착륙선(1999년). 화성 극지 착륙선을 잃은 가장 유력한 원인은 하강 엔진의 

조기 셧다운이었다. 소프트웨어는 터치다운 감지 로직이 활성화되지 전에는 셧다운 표시를 

무시하도록 고안되었으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가짜 터치다운 표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무시되지 않음). 40ｍ 고도에서 터치다운 감지 로직이 활성화되고   

소프트웨어가 엔진을 끄라는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한 직접적인 원인 외에도 

조사 위원회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간 관련 문제를 발견했다.
 

    o 계약업체는 가용 인력 내에서 기간 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했다. 기록에 

따르면 개발 인력의 상당수가 장기간에 걸쳐 주당 60시간, 일부는 주당 8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소프트웨어의 일부 측면이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 동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오류에 대한 첫 번째이자 최선의 방어선이다. 조사 위원회는 어떤 누구도 “단일 

인력”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엔지니어링 인력을 권고했다. 
 

    o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필요했던 것만큼 적절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기능의   

한계를 결정하고 숨겨진 결함을 찾기 위해 적절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스트레스 테스트와 

결함 주입이 포함된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1.9.1.2 주의해야 할 오류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이러한 유형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라. 오류를 방지하거나 

수정하거나 복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라. 이 목록은 가능한 오류의 일부일 뿐이며,   

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및 코딩 시 체크 

리스트를 사용하여 아래의 측면이 고려되는지 확인한다.
 

 혼란스러운 정보
 

 상충되는 정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예: 위의 Three Mile Island 예 참조)
 

 유효하지 않거나 오래된 정보
 

 인간의 기억력 한계(한 번에 너무 많은 세부 정보를 보관할 수 없음, 다른 것에 의해 화면 

페이지가 가려질 때 세부 정보를 기억할 수 없음 등)
 

 의도적인 조치
 

 임시방편 조치(의도적 조치의 일종, 사용자는 보통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조치함)
 

 필요한 정보에 제때 액세스하기 어려움(예: 위기 상황)
 

 화면에서 정보를 찾기 어려움
 

 운  모드 변경(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보 액세스 방법 등 이전 작업 방식의 변경)
 

  인간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한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이러한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체크리스트, 언어 제한, 공통 결함 목록은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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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
 

 언어와 스타일이 강조 표시되는 에디터 및 통합 개발 환경(IDE)은 일부 오류의 발생을 

줄인다.
 

 인스펙션 및 리뷰(소프트웨어 체킹 프로그램 포함)는 소프트웨어가 완성되기 전에 오류를 

찾는다. 인스펙션 팀에 도메인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안전-  

필수인 경우 인적 요인 전문가도 포함시켜야 한다.
 

 테스트는 특히 통합 또는 운 에서 발생하는 다른 오류를 발견한다.

11.9.1.3 프로세스 문제  
 

  소프트웨어가 생성된 환경 또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 중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보증하는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 문제이며 모든 관리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관리자는 사고(accident)에 대한 컨텍스트를 만들 수 있으며 이 컨텍스트 내에서 운 자는 최종 

트리거 작업을 수행할 뿐이다. 또한, 관리자는 안전에 유해한 개발 환경을 조성(또는 구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세스와 제품

뿐만 아니라 정책 및 의사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관리 및 조직 환경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설계 실패(Design failures). 감독 부족, 교육 부족 또는 제공되는 리소스 부족 때문일 수 

있다.
 

 잘못된 작동 절차(Poor operating procedures)
 

 오류를 만드는 조건(Error-enforcing conditions) (예: “어떤 방법으로든 정시에 작업을 

완료하라” “그 요구사항은 중요하지 않다. 기능에 집중하라.” 또는 짧은 기간을 넘어서서 

개발자를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것)
 

 안전과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 목표(System goals incompatible with safety)
 

 조직 실패(Organizational failures) (예: 문서화되지 않은 프로세스, 지름길로 가라는 압박, 

규칙을 위반하거나 슬쩍 어겨야 하는 압박, 비현실적인 일정 또는 워크로드)
 

 커뮤니케이션 실패(Communication failures). 경 진이 좋은 의사소통 채널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팀원들을 고립시키거나,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다. 
 

 부적절한 교육(Inadequate training). 모든 레벨(개발자, 운 자, 프로젝트 관리자 등)에서 

교육이 부적절하다. 
 

 안전 문화의 부족(Lack of safety culture). 안전이 우선시되지 않는다.
 

11.9.2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HCI, Human Computer Interface)는 컴퓨터(임베디드 컴퓨터, 데스크톱 

등)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운 자, 사용자 등) 간의 연결이다. HCI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모든 

측면으로 구성되며, 디스플레이 화면(하드웨어),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사용자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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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및 입력 장치(키보드, 키패드, 마우스, 터치스크린 등)를 포함한다.
 

  왜 당신은 HCI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HCI의 설계를 개선하면 오류가 줄어들고 사건과 

사고가 감소한다. 안전-필수 시스템이라면 HCI는 특히 중요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는 단순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겉면이 아니라 시스템  

깊이까지 파고든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의 일부로, 모든 사용자에게 향을 미치거나 

사용자가 이를 통해 시스템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단순히 정보 입력의 

표시 및 방법뿐만 아니라 정보 내용 및 해당 정보의 시간적, 의미적 구조를 포함한다. UI에는 

센서 정확도, 데이터 처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이 포함된다. 당신은 진단하거나 의사결정 할 

때 언제든지 올바른 유형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길 원할 것이다.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설계자에게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로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바보들이 너무 독창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 사이의 고유한 가변성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과학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수준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작업)도 중요하다. 개발자는 제안된 시스템의 최종 사용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것)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없으며 설계자가 추측할 뿐이다(추측하거나 또는 클라이

언트가 말한 대로 진행하는데, 이것이 최종 사용자가 실제로 수행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가장 세부적인 내용(예: 메뉴 내 명령 배치)은 소프트웨어의 오류율,  

검색 시간 및 학습 곡선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명령이나 버튼의 이름, 아이콘 크기 등은 사용성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우수한 HCI 설계의 목표는 혼란을 방지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점은 분석 과정에서 전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시스템의 

적절성이나 완전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사용자가 되돌아보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용자 

피드백을 얻기 위해 인수 테스트까지 기다리지 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가 안전-필수   

정보나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당신이 무엇을 설계하든 운 자가 적응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운 자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라.
 

11.9.3 인터페이스 설계  
 

  프로토타이핑은 우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검증하는 가장 유용한 기술 중 하나이다. 

프로토타이핑이 작동하려면 최종 사용자에게 시스템이 어떻게 보이고 작동하는지 제시해야 한다.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향을 미치지 않는 한 프로토타입에는 “내부 로직

(guts)”(즉, 계산 결과)이 필요하지 않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면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테스트해야 

한다. 테스트에는 관찰(사용하는 것을 관찰)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찰은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새로운 항공 교통 관제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 시스템을 사용

하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사용자가 보고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 다. 일부 상황에서 관제사는 

화면을 전환하기 전에 점착메모지(sticky note)에 정보를 기록했다.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작동 상황에서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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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의 약점을 나타낸다(메모지에 정보를 쓰는 시간이 중요할 수 있는 경우).
 

  우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모델(사용자가 시스템을 인식하는 방식)을 반 한다.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할 사용자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물론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사용자가 항상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록 

이해가 있다고 해도, 그 관점을 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프로토타이핑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석 유형을 고려해 보라.
 

 기능 분석(functional analysis)은 사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간의 기능 할당을 살펴본다. 

필요한 시스템 기능(정상 및 비상 작동 또는 비정상 작동 모두)을 식별한다.
 

 작업 분석(task analysis)은 시스템을 작동할(정상 및 비상 또는 비정상) 모든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을 식별한다. 
 

 정보 분석(information analysis)은 각 작업 시나리오에 대한 운 자의 정보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또한 모니터에 표시할 정보를 식별하는데, 디스플레이의 내용(광범위한 용어), 

동일한 정보가 다른 작업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단일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 항목 등이 포함된다. 
 

  위기 상황 중에는 운 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운 자가 가능한 모든  

정보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가 시스템의 실제 상태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11.9.1.1의 Three Mile Island 예제 참조). 불일치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다. 잘 설계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의 불확실성을 표시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지나치게 책망하지 않는 환경에서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방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인간은 때때로 특이한 행동을 한다.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시도로 특이한 행동을 

하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다.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동작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때때로 사용자는 위험원 제어가 작동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정보(sources)가 필요

하다. 이러한 정보들은 비교하기 쉬워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단위와 동일한 정 도로 표시

한다. 또한 하나의 센서 데이터를 별도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두 위치에 표시하는 것으로 중복성

(독립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데이터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센서와 별도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아래 목록은 출발점을 제공하기는 하나 

완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신의 시스템을 살펴보고 어떤  

정보와 작업이 안전-필수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설계한다.

  다음을 고려한다.

 디스플레이 형식. 어떤 범위의 형식이 사용되는가? 색상, 코딩 기법, 글꼴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라.
 

 정보는 어떻게 “페이지”로 구성되는가? 다양한 형식이나 페이지에 정보를 할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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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작업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할당되는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한 페이지에 표시되는가? 사용자는 페이지 간 이동(navigate)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며, 이동 방식에 일관성이 있는가? 페이지마다 디스플레이 형식이 일치하는가?
 

 디스플레이 시스템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라(동일한 색, 창 레이아웃, 타입 크기 등).
 

 작업 중인 메모리(사람 메모리 – 페이지 간에 기억해야 하는 메모리)에 과부하를 걸지 

않는다.
 

 디스플레이와 컨트롤 간의 매핑이 사용자가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적시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작업을 표시하라. 추가 옵션이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도 명시하라.
 

 정보가 효율적으로 흡수되도록 하라(사용자가 정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번복(reversal) 및 복구(recovery)를 허용하라. 작업은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오류는 복구

되어야 한다.
  

 오류를 예측하고 엔지니어링 하라.
 

 운 자는 자신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고 시스템이 자신의 행동에 반응할 것이라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한

NASA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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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소프트웨어 획득  

  기성이든 이전에 만들어졌든 맞춤 제작이든지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획득(acquiring)하는 

것에는 위험과 보상이 수반되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위험 및 보상과는 다르다.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 기능을 제공하거나 자체 개발한 안전-필수 코드와 통합된다면 소프트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계약업체를 통해 획득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구입한 기성 소프트웨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은 기성(OTS, Off-the-self), 재사용, 계약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제이며 NASA 안전 표준은 모든 유형에 적용된다. NASA-STD-8719.13A, 소프트웨어 안전 

NASA 기술 표준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강조를 추가하 음).

  “이 표준은 NASA가 획득하거나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직·간접적으로 인체에 해를 입히거나 

시스템 외부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일부로서 사용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NASA가 소프트웨어를 획득하는 경우 이 표준은 계약 조항이나 양해각서에 명시하는 

수준으로 적용한다. NASA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이 표준은 프로그램 계획, 소프트

웨어 관리 계획 또는 다른 컨트롤하는 문서에 명시하는 수준으로 적용한다.”

정의

기성
(OTS, Off-the-shelf)

자체 개발하지 않은 또는 프로젝트 계약업체가 개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범용이거나 현재 프로젝트와는 다른 목적으로 개발됨

COTS
(Commercial-off-the-shelf)

상용 기성 소프트웨어. 상용 공급업체에서 구입한 운 체제, 라이브러리, 
응용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되지 않음. 소스코드와 문서는 종종 제한됨

GOTS
(Government-off-the-shelf)

정부 기성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되었으나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된 것임. 소스코드는 일반적으로 가용하며 문서도 다양함. 위험원 
분석을 포함한 분석 및 테스트 결과가 가용함

재사용 소프트웨어
(Reused software)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현재 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또는 GOTS)로, 
이 중 일부가 현재 소프트웨어에서 재사용됨.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이전에 작성한 기능을 빼내어 재사용하고자 할 수 있으나, 새 시스템
에서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함. 단순히 시스템 
A에서 잘 작동했다는 것이 시스템 B에서도 정상 작동한다는 의미는 
아님. 적합도(suitability) 분석을 수행해야 함

계약된 소프트웨어
(Contracted software)

계약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 
이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가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함. 프로세스 
요구사항 및 안전 분석이 포함될 수 있음. 이것은 주문 제작 소프트
웨어이지만 자체 개발은 아님

글루웨어
(Glueware)

OTS/재사용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하기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기능을 추가하는 
“어댑터” 또는 OTS 소프트웨어를 격리하는 “방화벽” 또는 OTS 소프트
웨어에 대한 입력과 출력을 체크하고 고장 방지를 위해 입력이나 출력 
중 하나를 수정할 수 있는 “래퍼(wrapper)”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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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정책 지침인 NPD 2820.1, NASA Software Policies에는 NASA 시스템의 일부인 

COTS 및 GOTS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프로젝트에서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 COTS 및 GOTS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OTS 소프트웨어와 재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많은 이점과 우려를 공유한다. 편의상 이 둘을 

12.1절에 그룹화했다. “OTS” 또는 “기성 소프트웨어”는 기성 (일반적으로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재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모두를 말한다. 설명에서 하나 또는 다른 하나만 언급한 경우에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형태를 명확히 지정하 다. 계약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12.2절에서 논의한다.

  이 장에서는 다음 역에 대해 설명한다.

   · OTS 소프트웨어의 장단점

   · 기성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시스템에서 OTS 사용

   · OTS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테스트 권장사항

   · 계약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침 제공

   ·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

   · 계약업체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사항(인사이트/오버사이트)

   · 권장되는 테스트

12.1 기성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기성 소프트웨어(OTS)를 사용하기로 하는 결정은 가볍게 내려져서는 안 된다. 소프트

웨어를 만들지 않고 구입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 함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것은 심지어 유사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만능인 것은 

아니다. 시스템은 서로 다르며,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NASA 및 산업계에서 왜 OTS 소프트웨어 사용이 더 흔해지고 있는가? 주요하게는, 비용 

및/또는 일정을 절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혜”이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충족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또는 조직 내에 신규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유사한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OTS 소프트웨어는 종종 즉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빡빡한 일정에 도움이 된다. 돈이나 시간이 부족한 프로젝트에서 OTS 소프트

웨어는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나 OTS 소프트웨어 사용에는 리스크가 있으며, 아래에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참고문헌[77]은 시스템에서 COTS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기 위한 리스크 및 비용/이익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참고문헌[78]은 OTS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 및 우려사항에 대해 설명

한다.

  일부 OTS 소프트웨어는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운 체제(OS)가 그 예이다. 개발 팀이 상업용 운 체제를 구입하지 않고 자체 운 체제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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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드물다. 운 체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11.4절 운 체제에 소개

한다. 일반적인 OTS 소프트웨어의 또 다른 예는 C 표준 라이브러리와 같은 언어 라이브러리이다.

  OTS 소프트웨어는 최근에 또 다른 이름인 수프(SOUP, Software of Uncertain Pedigree)을 

얻었다. 많은 면에서, 수프는 잠재적인 문제와 함정을 미리 강조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이름이다. 

OTS 소프트웨어는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방식을 사용하는 팀에 의해 개발될 수도 있지만, 

밤 늦게까지 일하고 피자와 청량음료를 주로 먹으며 단숨에 코딩하는 개발자에 의해 개발될 수도 

있다. OTS 소프트웨어의 태생(pedigree)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두통을 덜어줄 수 있다.

  고려중인 OTS 소프트웨어의 모든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하라.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두통이 수반됨)과 OTS 소프트웨어/재사용 소프트웨어(다른 종류의 두통이 수반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시스템 접근 방식을 취하고 OTS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맞을지(fit) 고려해야 한다. 또한 OTS 소프트웨어의 향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수행

해야 한다. OTS 소프트웨어의 추가 기능 중 하나가 안전 위험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구현이 

깊게 진행된 시점에 알게 되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다음 질문을 고려해 보자.

∙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글루웨어가 필요한가?

∙ 글루웨어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필요한가?

∙ OTS 소프트웨어가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글루웨어를 통해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가?

∙ OTS 소프트웨어에 여분의(extra) 기능이 있고, 이 여분의 기능으로부터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을 보호해야 하는가?

∙ OTS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려면 어떤 추가 분석이 필요한가?
ㄱ∙ 어떤 추가 테스트가 필요한가?

  글루웨어가 OTS 소프트웨어 사이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경우, OTS 사용 결정을 재고 

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OTS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래퍼, 글루웨어 또는 기타 

코드를 만들어야 한다면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없다. 또한 안전-필수 시스템에서는 추가 

분석 및 테스트 비용으로 인해 OTS 소프트웨어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안전-필수 시스템에서 OTS 소프트웨어는 축복인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성 소프트웨

어의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불충분한 문서. 종종 사용자 관점에서 기능을 설명하는 사용자 설명서만 제공됨. 소프트웨

어를 시스템에 통합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함. 특히,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자체 

내(모듈 간)에서나 외부(AP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족하여 일부 안전 분석을 수행할 수 없음. 또한 소프트  

웨어의 실제 작동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함

   ·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의 부족

   ·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의 부족

   · OTS 개발자가 시스템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매자에게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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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 구매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알려진 버그를 포함한 결함에 대한 불충분한 세부 정보

   ·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행된 불충분한 분석 또는 수행되지 않은 분석

   · 기능의 부재. OTS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음. 이 역은 글루웨어가 필요한 역 중 하나임

   · 여분의(extra) 기능 존재. OTS 소프트웨어에는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여분의 기능이 “끄기” 될 수 있지만, OTS 소프트웨어가 다시 컴파일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기능의 코드는 시스템에 남아 있음. 이 여분의 기능으로부터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글루웨어(래퍼)가 필요할 수 있음

  다른 산업에서 OTS 소프트웨어가 다루어지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79](FDA) 

및 [80](원자력)을 참조한다. 이 문서는 매우 안전-필수 분야인 의료 및 원자력 응용 분야에서 

COT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높은 수준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NASA Lyndon B. JSC(Johnson Space Center)에 있는 엔지니어링 이사회의 Avionics 부서는 

작업 지침서인 EA-WI-018, “Use of Off-the-Shelf Software in Flight Projects Work 

Instruction”에 기반하여 업무하며, 해당 문서는 안전 고려사항을 포함한 OTS 소프트웨어 프로

젝트의 수명주기 프로세스를 요약하고 있다. 해당 작업 지침은 부분적으로 FDA의 “의료 기기 

기성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Guidance for Industry, FDA Reviewers and Compliance on Off-the-Shelf 

Software Use in Medical Devices)”[79]에 자세히 설명된 프로세스에 기초하고 있다. 

JSC 작업 지침에 따르면 수명주기에서 맞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구현과 OTS 소프트웨어의 

선택/통합을 조율한다. 수명주기 프로세스를 비교하면,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지며 

인력의 기술도 달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OTS 제품을 선택하려면 프로젝트의 기능적 

요구와 시장에 판매중인 가용한 OTS 제품을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함께 요구사항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OTS를 잘못 선택하면 

프로젝트가 심각하게 복잡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 JSC 작업 지침과 FDA 지침 문서에 

포함된 일련의 질문은 특정 OTS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작업 지침에서는 기능의 치명도(criticality)를 초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평가된 치명도에 

따라 후보 OTS 소프트웨어를 검토하는 양이 달라진다. 경험이 많은 직원이 치명도를 결정해야   

한다. JSC 작업 지침과 FDA 지침 문서에는 치명도가 높은 OTS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사한 요구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원이 있는 프로젝트는 부록 H의 Off-the-Self(OTS) 

항목을 위한 체크리스트(두 번째 체크리스트)의 처음 세 가지 항목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 절의 일부와 뒤 따르는 절에서 소개되는 기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슈, 특히 NASA에서의 

이슈에 대한 것은 JSC의 Frances E. Simmons의 백서[81]에서 발췌하 다.

12.1.1 OTS 소프트웨어의 구입 또는 재사용: 권장사항  

  모든 OTS 소프트웨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필수 시스템에서 OT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판돈을 올리는” 것이다. 안전-필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OTS 

소프트웨어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플랫폼에 올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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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OTS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하며, 안전-필수 코드에 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증해야 한다. 

COTS 소프트웨어의 안전과 신뢰성을 테스트할 독립적인 COTS 인증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모든 추가 분석 및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플랫폼에서 비-안전-필수 OT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특정 상업용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신은 정말로 공기 공급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워드(Word)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를 원하는가? 

OTS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면 안전-필수 코드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전에 위험원 분석을 업데이트(또는 최소한 검토)해야 한다.

  이 가이드북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할 모범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한다. 가능한 한, OTS 소프트웨어가 모범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는지 

검증한다. OTS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기존 코드를 재사용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 역도 

고려해야 한다.

   · OTS 소프트웨어가 이 시스템의 요구를 충족하는가? 운  컨텍스트가 개발 중인 시스템과 

호환되는가? OTS가 설계된 시스템과 현재 시스템 간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이도 고려한다. 

이러한 차이가 OTS 소프트웨어의 운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OTS 제품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버그-픽스 또는 업그레이드가 너무 자주 릴리즈되어,  

제품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flux) 상태에 있는가?

   · 벤더가 버그-픽스에 얼마나 대응하는가? 버그-픽스 패치 또는 새 버전이 가용할 때 벤더

에서 이를 알려주는가?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얼마나 호환되는가? 과거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API가 크게  

변경되었는가? 업그레이드 후에도 OTS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계속 작동하는가? 

매번 업그레이드를 반복할 때마다 글루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가?

   · 소프트웨어 기술은 얼마나 성숙한가? OTS 소프트웨어는 종종 시장 주도형이며, 정해진  

마감일을 맞추거나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버그(알려진/알려지지 않은)를 포함한 채 

출시될 수 있다.

   · 반대로, 소프트웨어가 너무 잘 알려져 있어 오류가 없고 정확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운 체제와 언어 라이브러리도 이 관점에서 생각해본다. 안전-필수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기반은 무엇인가? 수천 명이 사용하는 범용 라이브러리인 경우 대부분의 

버그와 오류가 발견되어 벤더에 보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벤더가 이 정보를 보관

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지 확인하라! 소규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흔들림(shake 

down)”이 적어 더 많은 오류가 남아 있을 수 있다.

   ·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문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단순한 사용자 매뉴얼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는가? 벤더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무료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가? 소스코드를 

구입했거나 소프트웨어가 약간 수정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가?

   · 심각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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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이 가용하고 적절하며 접근 용이한가? 당신이 제품을 수정하면 벤더가 당신을 

지원하는가? 

   · 업그레이드하지 않기로 한 경우 벤더에서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가? 많은 벤더가 

최신 버전만 지원하거나 이전의 한 두 가지 정도의 버전만 지원한다.

   ·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잘 정의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ICD(Interface Control Document) 또는 유사한 문서가 있는가?   

“문서화되지 않은” API 함수가 있는가?

   · 소프트웨어는 어떤 에러 코드를 반환하는가? 고장은 어떤 식으로(에러 코드 반환, 예외 발생 등) 

발생하는가? 함수는 입력 변수의 범위가 적절한지 체크하는가? 아니면 사용자가 이를   

구현해야 하는가?
ㄲ

   ·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듈의 복잡도 또는 모듈 간 인터페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정보는 OTS 소프트웨어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승인된 표준(IEEE 12207)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는가? 개발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는가?

   · 소프트웨어는 어떤 유형의 테스트를 받았는가? 테스트는 얼마나 철저했는가? 테스트 보고서 

사본을 얻을 수 있는가?

   · 소프트웨어에 알려진 결함이 있는가? 소프트웨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가? 특히 

당신이 가진 문제점과 유사한 문제점이 시스템에 있는가? 벤더에서 보고하지 않은 문제들은 

제품 지원 그룹, 뉴스그룹 및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라. 단, 웹에서 발견한 정보의 출처도 

유념해야 한다. 웹의 정보 중 일부는 훌륭하고 문서화되어 있지만, 어떤 정보는 거짓이며 

부정확하다.

   ·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행된 분석, 특히 5장부터 10장까지에 설명된 분석이 있었는가? 코드에 

대한 공식 인스펙션 또는 리뷰가 있었는가?

   · 소프트웨어가 시스템(맞춤형 및 OTS 등과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과 얼마나 호환되는가? 

코드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광범위한 글루웨어를 만들어야 하는가? 링커 비호환성, 프로토콜 

불일치 또는 타이밍 이슈와 같은 소프트웨어 통합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가?
ㄱ

   ·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가? OTS 소프트웨어가 통합될 때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OTS 소프트웨어는 비용 효율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가?

   · OTS-to-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OTS가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맞게 출력(output)을 제공하는가, 아니면 OTS에서 시스템 프로토콜로 변환하기 

위해 글루웨어를 작성해야 하는가?

   · 소프트웨어가 여분의 기능을 제공하는가? 해당 기능을 “끌” 수 있는가?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정의된 switch 또는 stub으로 다시 컴파일하여 여분의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가?   

여분의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코드 공간(디스크, 메모리 등)은 얼마나 되는가? 원하지 않는 

기능이 실수로 호출되면 시스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OTS 소프트웨어가 독립실행형(stand-alone)인가, 아니면 시스템에 통합되는가? 요구되는 

이해의 수준이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르다. 독립실행형인 경우(예: 운 체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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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ICD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독립된 소프트웨어와의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최소화되어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에 통합하는 경우(예: 라이브러리) 코드와 

OTS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작용은 더 복잡하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테스트 및/또는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 OTS 소프트웨어에 다른 사람이 악용하여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백도어”가 있는가?

   · 소프트웨어 버전이 1.0인가? 그렇다면 오류 및 문제의 리스크가 더 높다. 다른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1.0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겠다면 적어도 첫 번째 버그-픽스 업데이트를 기다려라. 

   · OTS 제품의 인터페이스가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인터페이스가 표준을  

준수하는지 검증한다. 

  부록 H는 위의 정보를 체크리스트로 제공하며, 시스템에서 OTS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의 체크리스트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계획 표준인 IEEE 1228은 이전에 개발된(재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 적절히 테스트되어야 한다.

   ·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 계획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리스크의 수준이나 고장의 결과를 결정할 수 없는 소프트

웨어는 안전-필수 시스템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IEEE 1228은 재사용 소프트웨어 

또는 구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소한의 승인 프로세스 표준을 제공한다.

   · 안전-필수 시스템에 사용될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및   

기능을 결정한다.

   · 소프트웨어를 취득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문서(예: 제품 명세서, 설계 문서, 사용 

문서)를 식별하고 상태를 확인한다.

   · 게시된 명세에 대해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 프로젝트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한계를 

식별한다.

   · 승인된 테스트 계획에 따라,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안전-필수 기능을 

프로젝트 소프트웨어와 독립적으로 테스트한다.

   · 승인된 테스트 계획에 따라,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안전-필수 기능을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테스트한다.

   ·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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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시스템에 OTS 소프트웨어를 통합

  자, 이제, 모든 요인(자체 개발 비용/시간 vs. 글루웨어와 추가 테스트/분석을 포함한 OTS비용/시간)을 

따져보고 OT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OTS에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재사용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자체 개발한 코드 및/또는 다른 OTS/재사용 코드 모듈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OTS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야 한다. OTS 코드를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가능한 한 격리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에 이를 위한 몇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참고문헌[82]는 이러한 접근방식 등에 대해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12.1.4절에서 설명하는 몇 가지 추가 테스트 및   

분석이 필요하다.

12.1.2.1 붙이기 위한 것: 글루웨어 및 래퍼(wrapper) 기능  

  OTS 소프트웨어(다른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재사용 라이브러리 및 기능 포함)를 추가 작업 없이 

새로운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OTS 소프트웨어를 

나머지 코드에 연결해야 하는데, 이 때 연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글루웨어(glueware)라고 한다. 

  글루웨어는 OTS 소프트웨어와 나머지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이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는 두 개의 조각(OTS와 자체 개발)을 

연결하고, 이들이 함께 작동하고 잘 실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글루웨어의 두 가지 버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래퍼(wrappers)와, 12.1.2.3절에서 설명할 어댑터(adaptor)이다.

  래퍼는 일종의 캡술화 메커니즘으로, OTS 코드를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한다. 

래퍼는 특정 입력이 OTS 컴포넌트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컴포넌트의 출력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값으로 인해 OTS/재사용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휴면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입력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입력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없고 설명서가 거의 없는 경우에 그렇다. 참고문헌[83]에서는 OTS 

컴포넌트에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 기법을 사용하여 컴포넌트가 어떤 원하지 않는 출력값을 낼 

수 있는지, 어떤 입력값이 이러한 원하지 않는 출력값을 야기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참고문헌[84]는 래퍼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견고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래퍼 기능에 결함 주입  

기법을 사용하는 테스트를 설명한다. 

  래퍼가 OTS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OTS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를 

잘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문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문서화된 이해 범위를 벗어난 

출력은 래퍼가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둘째, 래퍼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며, OTS 컴포넌트의 

사이즈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

  참고문헌[85]에서는 유닉스 환경에서 COTS 소프트웨어를 래핑하기 위해, “래퍼 기술 언어” 개

발을 포함한 “일반 소프트웨어 래퍼”에 대해 설명한다. 이 문서는 주로 보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

고 있지만, OTS 래퍼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수 있다.

  래퍼는 운  중인 소프트웨어의 외부에서 사용된다. 디버그/테스트 단계에서 또는 OTS 소프트

웨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래퍼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계측할(instrument) 수 있다. 

기본적으로, 래퍼를 이용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OTS에 대한 입력, OTS의  

출력)를 기록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  또는 테스트 상황에서 OTS 소프트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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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12.1.2.2 다중화 아키텍처  

  다중화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COTS 컴포넌트의 향을 제한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일관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즉, 특정 입력에 대해 항상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다면, N-버전 프로  

그래밍을 포함한 복제(replication) 및 멀티-보팅(multi-voting) 접근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특히 N-버전 프로그래밍)은 신뢰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옵션으로 시스템을 고성능 부분 및 고보증 커널(또는 안전 커널)로 분할

(partitioning)할 수 있다. 고성능 부분은 단지 가장 좋고 가장 빠르며 가장 군더더기 없는 등의 

코드이다. 이 부분의 소프트웨어에는 OTS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맞춤형으로 개발된 소프트웨

어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부분이 실패하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보증 커널로   

넘어간다. 고보증 커널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성능은 저하되지만)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게 한다.

  카네기 멜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소(SEI)는 심플렉스 아키텍처라는 이름의 안전 기술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이러한 기술에는 고보증 응용프로그램-커널 기술, 주소-공간 보호 메커니즘, 

실시간 스케줄링 알고리즘 및 컴포넌트 간의 동적인 통신 방법이 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분석 

다중화(analytic redundancy)를 사용하여 주요 기능을 고보증 커널과 고성능 서브시스템으로 분리

해야 한다. OTS(Off-The-Shelf) 제품은 고성능 서브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중단 

없이도 교체할 수 있다. 참고문헌[46]에서는 심플렉스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OTS에 있어 다중화 아키텍처가 만능은 아니다. 다중화 아키텍처에서도 래퍼 기능과 동일한 

문제, 즉 복잡도 문제나, 알려지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12.1.2.3 기능의 추가 또는 조정(adapting) 

  때때로 OTS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만 일부 필요한 기능이 누락될 

수 있다. 또는 OTS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인터페이스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경우, 어댑터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글루웨어를 만들 수 있다.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면 어댑터는 해당 기능에 대한 입력(명령, 함수 호출)을 가로채어, 

필요한 추가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함수를 수행한 후 결과를 반환한다. - 이 모든 것을 OTS 

소프트웨어 호출(invoke)없이 할 수 있다. 또는 어댑터가 OTS 함수를 위해 전처리 또는 후처리

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OTS 소프트웨어에 16비트 출력 포트를 제어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두 개의 파라미터(포트 주소, 포트에 쓸 값)를 사용한다고 하자. 반면, 주 소프트웨어

는 특수 출력 포트에 액세스해야 하는데 16비트 포트 하나에 쓰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연속된  

8비트 포트에 쓰기를 해야 한다. 어댑터 소프트웨어는 포트 주소를 특수 포트에 매칭시켜 함수 

호출을 가로채고, 전달받은 16비트 값을 2개의 8비트 값으로 나눈 다음, 값을 적기 위해 두 번의 

OTS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때 두 번째 호출 시 출력 포트 주소를 1만큼 증가시킨다. 

  OTS 소프트웨어와 나머지 코드 간의 인터페이스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댑터를 작성하여 둘 

사이를 “변환(translate)”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TS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형식(헤더, 메시지, 

체크섬)으로 메시지를 생성하며, 나머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에서는 헤더가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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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섬 대신 CRC를 사용한다고 하자. 어댑터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OTS 소프트웨어에서 

전송되는 메시지를 가로챈 후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헤더를 수정하고 CRC를 계산할 수 있다.

12.1.2.4 여분의 기능에 대한 처리  

  OTS 소프트웨어는 원래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위해 작성되었거나 일반적인 기능의 집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에 필요하지 않은 “여분의(extra)”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 코드는 소프트웨어에서 방해받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여분의 추가 코드를 “휴면(dormant)” 코드라고 부른다. 비결은 이 코드가 실제로 방해받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OTS/재사용 소프트웨어에 휴면 코드가 있는지 식별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소스코드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소스코드가 없다면, 사용할 기능 목록을 제공하면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 사용자 그룹, 뉴스그룹 및  

웹 페이지에도 유용한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정보의 출처를 고려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을 기능이 문서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찾아본다. OTS 소프트웨어의 

총 기능 대비 사용된 기능의 비율이 높을수록 휴면 코드가 줄어든다.

  휴면 코드의 존재가 결정되면 휴면 코드를 활성화하는 자극제(실행되게 만드는 원인)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여기에는 명령 호출(invocation), 특정 루틴에 대한 함수 호출, 사용하는  

특정 함수가 소프트웨어 상태나 전달된 파라미터에 따라 휴면 코드를 호출(invocation)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정의되지 않은(즉, 문서에 명세되지 않은) 휴면 

코드 진입 방법을 검사해 볼 수 있다.

  휴면 코드가 사용하는 리소스도 살펴본다. 메모리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가? 디스크/스토리지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 여분의 코드가 존재함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규정된 제한에 

근접하게 되는가?

  이상적인 시스템에서는 휴면 코드를 식별할 수 있고, 절대 실행될 수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적인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ning)(리스크 완화, 

risk mitigation)이 필요하다. 휴면 코드가 실행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시스템 성능 또는 용량에 향을 미치는가? 휴면 코드가 실행될 경우 시스템의  

동작을 검사한다. -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바뀔 수 있는가?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어 

미션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휴면 소프트웨어가 위험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또는 위험원 통제 또는 완화를 방해할 수 있는가?

      경고: 글루웨어가 필요하다! 추가 작업을 진행하라!

OTS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부터 시스템(특히 안전-필수 기능)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OTS 소프트웨어를 래핑(글루웨어)하거나, 일종의 방화벽을 제공해야 한다. 

OTS 소프트웨어에 휴면 코드가 많을수록 실수로 “트리거”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 및 제품에 따라 벤더와 협력하여 휴면 코드를 비활성화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실행에  

대한 몇 가지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휴면 코드를 실수로 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해야 한다. 왜냐면 절차적 방법은 인적 

오류가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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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테스트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휴면 코드의 양, 코드에 대한 

이해 수준(코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드의 안전 문제에 따라 결정된다.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없고, 개발 및 테스트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안전 제어를 방해

할 수 있는 OTS 소프트웨어에는 추가 테스트가 필요하다! 문서화가 잘 되어 있고, 캡슐화가 잘 

되었으며(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안전에 향을 줄 수 없는(예: I/O 기능 없음) 소프트웨어

라면 많은 추가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테스트 작업의 수준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안전 엔지니어가 결정해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OTS 소프트웨어

가 가져오는 안전과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기반으로 결정해야 한다.

12.1.3 재사용 소프트웨어 관련 특수 문제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이다. 

당신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전 시스템에서 얼마나 잘 테스트되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추가 분석이나 테스트가 -

이미 수행되었기 때문에 -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아리안 5팀이 아리안 4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할 때 했던 생각이다(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86] 참조). 

  어떠한 두 시스템도 같지 않다. 시스템 A를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B에서도 예상

대로 동작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 새로운 시스템은 더 빠른 프로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느린 시스템 A에서는 분명하지 않았던 타이밍 문제가 이제 중요해진다. 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 있을 수 있는데, 재사용된 코드가 중요한  

작업을 지연시킬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시스템을 묶어둘 수 있다. 또는 입력 데이터가 매우 달라 

첫 번째 시스템에서 놓쳤던 문제가 새로운 시스템에서 트리거 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의 용량, 기능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재사용 코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타이밍, 시스템 독점(hogging), 변수 덮어쓰기, 다른 목적으로 동일한 시스템 

리소스 사용 등과 관련된 이슈를 찾아본다. 물론 다른 이슈도 찾는다. 새로운 시스템과 

이전 시스템 간의 차이를 고려하고 이러한 차이가 재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하라.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현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목표이다. 결국, 휠

(wheel)을 지속적으로 재창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회의 많은 것들을 재활용하

는데, 왜 코드는 재활용하지 않겠는가? 칭찬할 만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 재사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모든 문제와 함정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재사용된 소프트웨어를 새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사전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재사용하기 전에 생각하라!

12.1.4 누가 OTS를 테스트하는가? (우리 vs. 그들)  

  사용하려는 OTS 소프트웨어가 벤더 또는 이전 프로젝트에 의해 철저히 테스트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만약 운이 좋다면 테스트 보고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운이 더 좋다면 소프트웨어

에 대한 위험원 분석 사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더 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가장 철저하게 테스트되고 분석된 OTS 소프트웨어일지라도 새로운 시스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분석 및 테스트해야 한다! OTS 소프트웨어를 놀이터의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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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모래상자와 미끄럼틀에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회전목마에서는 어지럽지만, 

여전히 계속 놀 수 있다. 하지만 그네에 올라갔을 때 밧줄이 끊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주변의 

다른 아이들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어떤 두 시스템도 동일하지 않다. 이전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안전-필수 OTS(COTS, GOTS 또는 재사용) 소프트웨어를 (선행하여) 분석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사용자가 해야 한다.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플랫폼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와 분할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모든 “고위험” OTS 소프트웨어가 

모두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에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과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OTS 

소프트웨어가 철저히 테스트되었을 수 있지만 당신의 시스템 환경에서는 테스트되지 않

았다. 아리안5[86]는 잘 테스트된 소프트웨어도 새로운 시스템(도메인)에 적용될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전 환경에서 위험원 가능성이나 문제없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했다고 해서, 

새 시스템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라.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수행된 테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수령 시 수행된 테스트와 테스트 결과가 포함된 문서를 받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벤더에게 그들이 

가진 테스트 또는 분석 문서를 요청하라(물어보아도 무방하다). 소프트웨어가 정부 제공 프로그램 

또는 정부 프로그램을 위해 계약자가 개발한 경우라면 위험원 분석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위험원 분석 결과를 이용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안전 분

야(FAA, 의료, 자동차)에서 개발된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이전에 안전-필수 시스템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수정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위험원 분석 및  

테스트 결과를 새로운 시스템의 인증 기반 자료(basis)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분석 및 테스트 

보고서가 새로운 환경에서 재사용하기에 적절한지를(relevance) 리뷰해야 한다. 즉, “이전” 시스템과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시스템 간의 환경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OTS 소프트웨어가 위험을 야기하거나 향을 미친다면 경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스  

코드가 가용하다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분석 또는 테스트 중에 발견된 안전 위험원을 허용 

가능한 리스크 수준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 수정한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테스트

하여, 이러한 위험원이 제거되고 다른 위험원이 발생하지는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소스코드가 

가용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위험원을 완화해야 한다. 그런 방법에는 OTS 소프트웨어를 래핑

하거나,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추가 기능을 구현하거나, 위험원 원인/제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제어를 제거하거나, 더 나가면 OT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철저히 테스트하여 위험원이 적절히 완화되었는지 검증한다.

OTS 소프트웨어는 자금을 줄이고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을 매료시키고 있다. 안전 공학이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법과 테스트는 

여전히 개발 중이다. OTS 소프트웨어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일종의 

블랙 아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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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권고하는 분석 및 테스트   

  위험원 분석(위에서 언급한)은 OTS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도록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OTS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 가져오는 모든 새로운 위험원과, 위험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OTS 소프트웨어와 안전-필수 코드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OTS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 코드에 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OTS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 위치를 덮어씀

   · OTS 소프트웨어가 가용 리소스를 모든 사용하여 안전-필수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고장 모드로 들어감

   · OTS 소프트웨어가 메시지 큐를 방해하여 안전-필수 메시지가 적시에 전달되지 못하게 함

  이상적으로, OTS 소프트웨어는 나머지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통합되기 전에 “독립된(stand-alone)” 

환경에서 철저히 테스트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이미 수행되었을 수 있으며, 벤더가 관련 문서를 

제공했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수준은 소프트웨어의 치명도나 리스크 지수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고위험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분석 및 테스트해야 한다.

OTS 소프트웨어가 안전-필수인 경우 예산 및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많이 

테스트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

든다.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된 테스트는 블랙박스 테스트이다. 

OTS 소프트웨어의 입력 범위를 테스트하고, 출력이 예상대로인지 검증한다. 잘못된 입력을 

넣었을 때 OTS 소프트웨어의 에러 핸들링 능력을 테스트한다. 잘못된 입력은 거부되거나 

문서화된 값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망가지거나 허용할 수 없는 동작을   

보여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가 예외사항을 발생시키거나, 무한루프에 빠지거나, 시스템 

리소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모드에 이르는지를 본다.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SFI, Software Fault Injection)은 소프트웨어의 견고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OTS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결함을 

주입하고 결과를 확인한다(고장이 전파되었는가? 최종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인가?). 

기본적으로 이 기법의 의도는 주입된 결함에 대해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gracefully) 대응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에서는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결함을 만든다. 

SFI는 현재 컴포넌트 간 인터페이스에 사용되고 있으며, 소스코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83] 및 [84]에서는 COTS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결함 주입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의 분석이 시스템에 대해 수행되었다면 OTS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다음의 분석을 업데

이트해야 한다.

   · 타이밍, 사이징 및 처리량 - 특히 시스템이 용량/능력 한계에 근접한 경우

   · 소프트웨어 FT(fault tree) - OTS 소프트웨어에 결함 및 휴면 코드를 포함하도록

   · 상호 의존성 및 독립성 분석 - 가용한 정보가 충분한 경우 

   · 설계 제약사항 분석

   · 코드 인터페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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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 데이터 분석

   · 인터럽트 분석 

   ·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

12.2 계약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정부의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전에는 NASA 센터에서 자체 개발했던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이 현재 외부와 계약하여 처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전체 시스템이 계약에 의해 개발된다.

  NASA 안전 매뉴얼(NPG 8715.3) 2장에서는 NASA 계약에 대한 안전 및 리스크 관리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프로젝트/프로그램 관리자, 계약 담당자, 안전 및 미션 보증 담당자의  

책임이 설명되어 있다.

  계약, 특히 성능 기반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업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지정

하기가 어렵다. 최종 결과가 성공적인 완료를 위한 기본 기준이겠지만,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와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고객은 계약업체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통찰력

을 가져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주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최종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다.

12.2.1 계약업체 선정  

  계약업체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적인 전문지식도 분명히 중요하다. 

조직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과거 실적도 이 선택의 요인이 되어야 한다.

  역량 프레임워크(4.3.8절 참조)는 조직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

이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에는 소프트웨어 역량 성숙도 모델(SW-CMM) 및 ISO-9000이 있다.  

프레임워크의 이면에는 좋은 프로세스가 제품의 좋은 품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팀 구성원의 전문성, 팀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 프로세스가 

실제로 얼마나 잘 수행되는지 등과 같은 프로세스 이외의 요소도 중요하다.

  특정한 수준의 프로세스 성숙도(예: SW-CMM 레벨 3)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수준을 어떻게 

검증할지 검토한다. 계약업체에서 내부 평가를 해도 되는가? 아니면 외부 평가가 필요한가?  

과거에 업체를 평가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조직의 특정 하위 섹션에 

대한 평가 는가? 계약 기간 내내 계약업체의 프로세스가 준수되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다음은 계약업체에게 프로세스 역량 수준을 요구할 때 고려해야 할 질문이다.

  잠재적인 계약업체가 가진 유사한 업무를 통한 경험, 안정성 및 성공적인 과거 실적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계약업체 선택 과정의 일부로 

과거 프로젝트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로 업체의 역량에 대한 결정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팀의 실제 과거 실적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 대해 결정된 역량 수준보다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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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계약 포함사항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양측은 보통 그것을 고수한다. 인수된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좋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NPG 8715.3에 따르면, 모든 계

약에 다음 항목을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 안전 요구사항

   · 미션 성공 요구사항

   ·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리스크 관리 문서(기업 안전 정책, 프로젝트 안전 계획, 리스크 관리 계획 

등) 제출 및 평가

   · 미스햅, 위기 모면, 교훈에 대한 보고

   · NASA가 수행하는 감시(surveilance). 성능 기반 계약에는 여전히 감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음!

   · 하도급 – 안전 요구사항이 하도급 업체에 전달되어야 함!

  명확하고 간결하며 모호하지 않은 요구사항은 고객과 계약자 간의 오해를 방지한다. 안전   

요구사항은 명세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일반적으로 계약업체에게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함을 명심한다. 시스템 안전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시스템 명세서에 그 

결과를 적는다.

12.2.2.1 안전 프로세스

  NASA는 비행 프로젝트(셔틀 및 ISS 페이로드 모두와 셔틀, 소모품 발사 차량 및 ISS 요소의 

변경)의 안전을 검증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안전 준수 데이터   

패키지를 만들고 Johnson Space Center에서 세 가지 수준의 리뷰를 거치는 것이 포함된다.   

리뷰는 단계별로 진행된다. 0/1단계는 예비 리뷰(preliminary review)로, 페이로드 안전 검토  

패널(셔틀 및 ISS 페이로드의 경우) 또는 안전 검토 패널(ISS 요소의 경우)이 프로젝트에 대해 

배우고, 예비 설계의 안전 측면을 리뷰하고 프로젝트에 안전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갖는다. Ⅱ

(2)단계는 일반적으로 중요설계리뷰(Critical Design Review)나 또는 설계를 실제 구현하는 중에 

발생한다. 이 단계는 위험원이 완화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검증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위험원 및 제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 단계이다. Ⅲ(3)단계는 발사 장소로 인도하기 30일 

전에 완료해야 한다. 안전 기능의 검증이 완료되어야 하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VTL(Verification Tracking Log)에서 추적되어야 한다. 모든 VTL 입력은 발사 이전인 비행준비

상태리뷰(Flight Readiness Review)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안전 준수 데이터 패키지를 준비하고 이를 페이로드 안전 리뷰 패널 또는 안전 

리뷰 패널에 제공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소프트웨어 안전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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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 분석 및 테스트  

  계약서에는 안전 및 임무 보장을 위해 어떤 분석 또는 특수한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하는지, 

누가 수행할 것인지, 누가 결과를 확인할 것인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성과 기반 계약

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업체가 분석을 포함한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 분석을 NASA 측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계약서에는 책임을 지는 파트뿐만 아니라 테스트와 

분석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스템 명세서나 계약서에 어떤 개발 프로세스, 분석 및 테스트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5장부터 10장까지를 검토하라. 프로세스, 분석 및 테스트를 

요구할 때는 테일러링 지침을 활용하도록 한다. 

12.2.2.3 소프트웨어 보증 및 개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보증(SA)(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보증이라고도 함)은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성과 기반 계약에서 SA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계약한 기업 내의 관리적으로 독립된 그룹이 수행한다. 요구사항에 명시된 

경우라면 NASA의 SA 파트 직원이 수행할 수도 있다. 누가 SA 기능을 수행하든지에 관계 

없이 소프트웨어 보증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SA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언급하기 보다는 용인된 표준(예: IEEE 12207 또는 CMM 레벨 3)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NASA 프로젝트 관리자가 승인한 SA 계획에서 SA 책임이 언급되도록 

명시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계약서에는 계약업체가 충족해야 하는 프로세스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IEEE 12207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에게 일정 수준의 

CMM(Capability Maturity Model) 보유 또는 획득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지 ISO(NASA 센터 

현지)의 요구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별한 문제 보고 방법이 필요할 수 있고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문제 보고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면 NASA가 문제와 그 수정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문제 보고/수정 조치(Problem Reporting/Corrective Action)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첫 번째 베이스라인 버전에 도달하면 시작된다.

  조직의 업무 수행 능력이 의문스럽다면, 해당 조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A 또는 IV&V 엔지니어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직 구성을 변경할 수 없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몇 가지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요구사항 

및 상세 설계에서 공식 인스펙션(Formal Inspection)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형태의 대응

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2.2.2.4 계약업체 관리  

  계약업체에게 요구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법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상태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메트릭을 선택할 수 있다. 

ISO 9000 또는 CMM 레벨 3 인증과 같은 확증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계약업체 

관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12.2.3절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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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5 소프트웨어 결과물(Deliverables)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 초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소프트웨어 결과물 중 일부는 필요 여부가 명백하지만 

어떤 것들은 종종 잊히거나 간과된다. 또한 시스템이 납품되고 계약업체가 더 이상 프로젝트를 수

행하지 않게 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고객인 당신이 시스템을 유지관리 

해야 하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라!  

  아래 목록에는 공통적으로 요구되거나 필요한 소프트웨어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가능한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물을 고려할 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운  소프트웨어 – 시스템의 일부/실행 소프트웨어이다. 여기에는 비행 소프트웨어, 지상 

지원 소프트웨어, 분석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 소프트웨어를 위한 표준 프로젝트 문서 – 소프트웨어 관리 계획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 

소프트웨어 보증 계획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NASA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검증 

및 확인 계획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계획서,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리스크 관리 계획서, 안전 계획서와 신뢰/유지관리 계획서에서 소프트웨어가 다루어져야 

하며, 또는 소프트웨어의 리스크 관리, 안전, 신뢰성, 유지관리성이 논의되는 포인트가 있

어야 한다. 

   · 설계 문서

   · 소스코드

   · 사용된 모든 개발 도구(특히 개발 도구가 모호하거나 비싸거나 나중에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

   · 프로젝트에 사용할 개발 도구 구성에 필요한 구성 파일, 셋업 파일 또는 기타 정보

   · 운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시뮬레이터 또는 모델. 이는 소프트웨어 납품 후 

업데이트를 위해 테스트를 다시 수행해야 하거나, 운  중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테스트 소프트웨어. 여기에는 단위 및 통합  

테스트의 스텁(stub)과 드라이버(driver)가 포함된다.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이 범주에 속한다.

   · 소프트웨어 보증 보고서(프로세스 감사 결과서 및 불일치 보고서 포함)

   · 공식 인스펙션 보고서

   · 테스트 절차서 및 보고서

   · 사용자/운 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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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6 독립 검증 및 확인(IV&V)  

  모든 NASA 프로젝트에 대해 IV&V 또는 독립 평가(IA, Independent Assessment)가 필요한

지를 평가해야 한다. NPD 8730.4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평가를 완료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IV&V 또는 IA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리소스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IV&V 또는 IA 담당자와 계약자와의 

협업도 필요할 것이다. 최소한,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보증 단계에서 IV&V 또는 

IA 담당자와 협업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답변,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부여한 IV&V의 수준에 따라 일부 독립적인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

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다.

12.2.2.7 소프트웨어 변경 프로세스  

  공식적인 소프트웨어 변경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변경 프로세스에는 각 요청을 검토하기 위한 변경통제위원회(change control board)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보증, 시스템, 안전,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통합 수준에 따라 전자적 또는 기계적 이해가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거나 그러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 포함될 수 있다.

  NASA/고객 대표는 변경통제위원회의 일원이거나 최소한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일부 

변경 사항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의 기능에 향을 미치거나, 기능을 추가 또는 제거  

하거나, 시스템의 안전 및 신뢰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12.2.2.8 요구사항 명세서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해 NASA(고객)에서 공식 인스펙션(formal inspection)을 수행하여 

명세가 완전하고 모호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지금 발견된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문제는 실제로 명세의 문제이며, 소프트웨어가 개발될수록 수정 비용이 점차 

더 많이 든다.

  또한 계약업체와 고객(NASA)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요구사항이 완전히 불명확한 경우는 드물며, 일부 해석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계약

업체(및 하도급업체)와 NASA 고객 간의 교류는 이해의 불일치를 조기에 발견하여 모호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2.3 계약업체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안전 및 임무 보증(S&MA, Safety and Mission Assurance)을 위한 NASA 계약 모니터링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한다. 오버사이트(oversight)란 NASA 직원이 팀 구성원으로서 계약

업체와 함께 일하는 인라인 방식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NASA 직원이 소프트웨어 보증 역할을 

수행하고 감사(audit), 입회 테스트(witness tests)를 수행하며 안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그들



제12장 소프트웨어 획득

NASA-GB-8719.13 (한글판) 286

은 프로젝트에 “모범 사례”에 대해 조언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제안할 수 있다.

  인사이트(insight)는 오버사이트보다 더 멀찍이 떨어진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종종 성과 기반 

계약에서 사용된다. 이 방식의 가정은 계약업체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NASA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통찰력만 가지면 된다는 것이다. 이 모드에서는 계약업체가 모든 SA 

역할을 수행한다. NASA 소프트웨어 감시(surveillance)는 SA 기록을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SA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적 감사(spot auditing)”를 수행하며 주요 리뷰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만약 계약업체와 NASA 프로젝트 관리에서 별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어떤 접근방식이 사용되는지와 접근방식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시 

계획서(surveillance plan)에 명시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NASA 프로젝트 관리는 이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계획서에는 누가(who) 그리고 무엇을(what)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누가(who)는 책임을 지는 측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는 NASA가 예비 위험

원 분석을 수행하되 계약업체가 모든 이후의 분석을 수행한다고 명시될 수 있다. 무엇을

(what)은 수행해야 하는 분석이나 특수 테스트의 목록이 될 수도 있고, 감사의 목록,   

기록 및 문서 검토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업체가 계약서에 명시한 프로세스와 SA   

요구사항을 따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NASA S&MA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다른 감독   

프로세스일 수도 있다. 

12.2.4 권고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계약업체가 수행한 테스트 외에, 소프트웨어가 납품된 후 추가 테스트를 수행하고 싶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검증 테스트를 수행했던 환경이 변경되었거나(예: 엔지니어링 모델에서 

비행 시스템으로), NASA 직원이 안전 검증 테스트에 입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험을 다시 실행

해야 한다(위험의 치명도에 따라 다름).

  원하는 모든 테스트가 계약에 포함되고 소프트웨어가 납품될 때 테스트 보고서가 함께 제공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납품 시 소프트웨어 추가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소프트웨어 인수 테스트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수 테스트는 단순한 기능 테스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기능과 “반드시 동작하면 안 되는” 기능을 수행해

보고 검증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에러 핸드링 및 결함 감내성(fault tolerance)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실제 세계의” 입력과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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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앞을 내다보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진화하고 있는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생성에 있어 언어와 방법론의 혁신은, 새로운 기술과 함께, 오래된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종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최신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어렵다. 이는 소프트웨어 안전 조직에서는 더 어렵다. 왜냐면 새로운 분석

이나 기법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과 병행하여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북이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 구슬로 안내하는 것은 아니다. 예언자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또는 소프트웨어 안전의 진정한 혁신을 항상 놀라워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안전의 많은 발전)도 실은 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의 몇 가지 관심 분야를 아래에 정리한다. 

  객체 지향(OO) 개발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상당히 잘 확립되어 있다. 하지만, OO의 

“모범 사례”는 계속 바뀌고 있다. OO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객체 

지향은 나선형 모델이나 진화적 모델과 같은 다양한 수명주기와 어떻게 들어맞는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메트릭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비롯한 더 많은 질문들의 답을  

앞으로 몇 년 안에 알게 될 것이다.

  이 가이드북에서는 몇몇 진화하는 기술(분산 시스템, 자율 시스템, 재구성 가능한 컴퓨팅,   

웹 기반 시스템)을 표면적인 수준으로 논의하 다.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문제와 소프트웨어  

개발의 새로운 역을 이해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

인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프로그래밍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검증(테스트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할 것인가? 천개의 노드를 가진 분산 시스템을 어떻게 테스트 할 것인가? 웹 

기반 응용프로그램에 필요한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신기술이 요구사항 관리 활동에 어떤 향을 미치며 매우 복잡한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변경사항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가? 복잡한 시스템에서 변경의 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정기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의 방법론으로, 짧은 개발 

기간에 초점을 맞춘 “애자일 프로세스”가 있다. 애자일을 안전-필수 시스템에 적용해야 하는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애자일을 조정할 수 있는가?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든 간에, 문제는 

언제 그 방법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 방법론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Software Engineering for Safety: A Roadmap”[105]에는 소프트웨어 안전이 가까운 미래에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몇 가지 역을 나열하고 있다.

  ∙ 비정형 및 정형 기법의 통합

    ∘ 비정형 표기법(UML 및 폴트 트리 등)을 정형 모델로 자동 변환

    ∘ 경량 정형 기법 - 빠르고, 프로젝트가 당면한 요구에 따라 테일러링 한 낮은 비용의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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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 정리 증명기(theorem prover)와 모델 체커 또는 고급 언어 검증 및 자동 검증과 같은 

이전에는 서로 구분되었던 정형 기법들의 통합

  • 안전한 제품군과 안전한 재사용에 대한 제약

    ∘ 제품군에 대한 안전 분석을 통해 동일한 제품군에 있는 시스템 간의 공통된 많은 측면을 

한 번만 분석할 수 있음. 이 경우 마이너한 변경사항(variations), 특히 변경사항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는가?

    ∘ COTS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재사용하려면 해당 COTS 제품이 특정 응용프로그램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COTS 소프트웨어에 추가된, 예기치 않은 동작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 안전-필수 시스템의 테스트 및 평가

    ∘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에서는 안전 요구사항과 테스트케이스를 긴 하게 통합한다.

    ∘ 여러 안전 증거(safety evidence)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때는 모은 정보들을 일관성 

있는 전체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 모델 일관성. 어떻게 하면 시스템의 모델이 실제 시스템을 더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가?

    ∘ 가상 환경. 가상 환경을 사용하여 안전-필수 시스템을 설계, 테스트 및 인증하는 것이 

곧 실현될 것이다. 

  • 런타임 모니터링은 위험한 상태를 감지하고 복구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태는 

어떻게 감지하는가? 이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 조건을 식별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교육. 신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생성과 관련된 안전 측면에 대한 경험이 부족

하다. 

  • 관련된 분야와의 협업. 소프트웨어 안전은 다음의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보안, 

생존성(survivability),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론적인 컴퓨터 과학, 인적 요인 엔지니어링 및 

발전을 위한 다른 역과 관련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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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GB-001-96 NASA Software Management Guidebook
• NASA-GB-002-95 Formal Methods Specification And verification Guidebook For Software 

And Computer Systems, Volume I: Planning And Technology Insertion
• NASA-GB-001-97 Formal Methods Specification And Analysis Guidebook For The verification 

Of software And computer Systems, volume II: A Practitioner's companion

• NASA-GB-A201 Software Assurance Guidebook

• NASA-GB-A301 Software Quality Assurance Audits guidebook

• NASA-GB-A302 Software Formal Inspections Guidebook

• NASA-STD-2100-91 NASA Software Documentation Standard

• NASA-STD-2201-93 NASA Software Assurance Standard

• NASA-STD-2202-93 Software Formal Inspection Process Standard

• NASA-STD-8719.13A NASA Software Safety Standard

• KHB-1700.7 Space Shuttle Payload Ground Safety Handbook
• NSTS-08126 Problem Reporting and Corrective Action(PRACA) System Requirements
• NSTS-1700-7B Safety Policy and Requirements for Payloads Us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ddendum
• NSTS-1700-7B Safety Policy and Requirements for Payloads Using the Space 

Transportation System Change No. 6
• NSTS-22206 Requirements for Preparation and Approval of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FMEA) and Critical Items List(CIL)
• NSTS-22254 Methodology for Conduct of Space Shuttle Program Hazard Analyses
• NSTS-5300-4(1D-2) Safety, Reliability, Maintainability and Quality Provisions for the 

Space Shuttle Program Change No. 2
• NSTS-5300.4 Safety, Reliability, Maintainability and Quality Provisions for Space 

Shuttle Program

• NSTS-ISS-18798 Interpretations of NSTS/ISS Payload Safety Requirements

• NSTS 13830 Payload Safety Review and Data Submittal Requirements

• NSTS 14046 Payload Verification Requirements
• NSTS 16979 Shuttle Orbiter Failure Modes & Fault Tolerances for Interface Services

• NSTS 18798 Interpretations of NSTS Payload Safety Requirements

• NSTS 22648 Flammability Configuration Analysis for Spacecraft Application

• SSP-50021 Safety Requirements Document, International Space Station Program
• SSP-50038 Computer-Based Control System Safety Requirement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Program
• JSC 26943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Payload Flight Safety Data 

Packages and Hazard Report 

A.2 정보

표준 및 가이드북

NASA 표준 및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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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 12207 Information Technology-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 EIA 12207.0, .1, .2 Industry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2207:1995

• IEEE 610.12 IEEE Standard Glossary of Software Engineering Terminology

• IEEE 830-1998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s

• IEEE 982.1 IEEE Standard Dictionary Of Measures To Produce Reliable Software

• IEEE 1016-1998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Design Descriptions

• IEEE 1228-1994 IEEE Standard for Software Safety Plans

• DoD-STD-498  Software Development and Documentation, 1998년에 취소되고, IEEE 12207로 
대체됨.

• MIL-STD-882D  Standard Practice for System Safety, February 10, 200.

• MIL-STD-882C(1993)와 MIL-STD-882B(1987)는 모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882D에 포함되지 
않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한 유용한 프로세스와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 DO-178B           Software Considerations in Airborne Systems and Equipment Certific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AIAA G-010 Reusable Software: Assessment Criteria for Aerospace Applications

• ANSI/AIAA R-013 Recommended Practice: Software Reliability R-013-1992

• ISO 9000-3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Standards - Part 3: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01: 1994 To The Development, Supply,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Second Edition

• “Review Guidelines for Software Languages for Use in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Contractor Report, NUREG/CR-6463, June, 1996 

• UK Defence Standard 00-55 Requirements for Safety Related Software in Defence Equipment 

IEEE 표준

미국 군사 표준

기타 표준

  NASA 표준 및 NASA에서 사용하는 다른 표준에 접근하려면 NASA 표준화 프로그램 웹 사이트

(http://standards.nasa.gov/sitemap.htm )를 방문한다. 

  ISS 문서는 PALS 사이트(http://iss-www.jsc.nasa.gov:1532/palsagnt/plsql/palshome?db_id=ORAP )

에서 찾을 수 있다.

도서
“Software Safety and Reliability : Techniques, Approaches, and Standards of Key Industrial Sectors”, 

Debra S. Herrmann, et al., March 2000

“Safeware : System Safety and Computers”, Nancy Leveson, April 1995

“Safety-Critical Computer Systems”, Neil Storey, August 1996

“Software Assessment: Reliability, Safety, Testability”, Michael A. Friedman and Jeffrey M. 

Voas(Contributor), August 16, 1995

“Semsplc Guidelines : Safety-Related Application Software for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February 1999

“The Capability Maturity Model: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Software Process”,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 ISBN 0-201-54664-7,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Reading, M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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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Lessons Learned http://llis.nasa.gov/llis/llis/main.html

NASA Technical Standards http://standards.nasa.gov/sitemap.htm
NASA Online Directives Information System (NODIS) Library 

        http://nodis.gsfc.nasa.gov/library/main_lib.html
NASA Documents Online(HQ) http://www.hq.nasa.gov/office/hqlibrary/books/nasadoc.htm
ISS Documentation(PALS) http://iss-www.jsc.nasa.gov:1532/palsagnt/plsql/palshome
NASA Formal Methods http://eis.jpl.nasa.gov/quality/Formal_Methods/home.html

NASA Langley Formal Methods group:  http://atb-www.larc.nasa.gov/fm/index.html

GSFC Software Engineering Laboratory http://sel.gsfc.nasa.gov/

NASA Software Assurance Technology Center    http://satc.gsfc.nasa.gov/homepage.html

NASA IV&V Center http://www.ivv.nasa.gov/

NASA Software Working Group http://swg.jpl.nasa.gov/index.html

Guide to the Software Engineering Body of Knowledge(SWEBOK)  http://www.swebok.org/

Standards(and 36 Cross References) http://www.cmpcmm.com/cc/standards.html

Software System Safety Working Group http://sunnyday.mit.edu/safety-club/

Safety-critical systems links: http://archive.comlab.ox.ac.uk/safety.html
A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and Assurance of 

High Integrity Software             http://hissa.ncsl.nist.gov/publications/sp223/

Society for Software Quality: http://www.ssq.org/welcome_main.html

Software Testing hotlist: http://www.io.com/~wazmo/qa/
Guidance for Industry, General Principles of Software Validation, Draft Guidance

Version 1.1(FDA)                         http://www.fda.gov/cdrh/comp/guidance/938.html

Software Testing Stuff: http://www.testingstuff.com/testing2.html

Software QA/Test Resource Center http://www.softwareqatest.com/

TestingCraft – tester knowledge exchange http://www.testingcraft.com/index.html

Software Project Survival Guide http://www.construx.com/survivalguide/chapter.htm

Software Documents, military, http://www.pogner.demon.co.uk/mil_498/6.htm

Annals of Software Engineering http://manta.cs.vt.edu/ase/
Software Engineering Readings http://www.qucis.queensu.ca/Software-Engineering/reading.html
Introduction to Software Engineering http://www.caip.rutgers.edu/~marsic/Teaching/ISE-online.html

Best Manufacturing Practices guidelines   http://www.bmpcoe.org/guideline/books/index.html

Embedded systems programming http://www.embedded.com

Embedded systems articles http://www.ganssle.com/

웹 사이트

NASA 웹 사이트

참조 웹 사이트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QA 및 테스팅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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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액세스 타입
(Access type)

액세스 타입의 값은 null값이거나 할당자(allocator)가 만든 객체를 지정
하는 값이다. 지정된 객체는 액세스 값을 통해 읽히거나 업데이트 된다. 
액세스 타입의 정의는 그 액세스 타입의 값으로 지정된 객체의 타입을 
명세한다.

사고
(Accident)

미스햅(Mishap) 참조

인정 인증
(Accreditation Certification)

시스템이 규정된 보호 장치 세트를 사용하여 특정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승인되었다는 인증기관의 공식적인 선언(서)

주석
(Annotations)

주석은 특수 문자 “#”으로 시작하는 Ada 주석(즉, “—”이 앞에 위치하면 
컴파일러는 이를 무시한다)으로 작성되며, “#”은 정적 코드 분석 도구에 
특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신호이다.

이상 행위
(Anomalous Behavior)

문서화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

이상사항
(Anomaly)

예상하지 못한 상태 또는 조건. 위험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일시적
인 하드웨어나 코딩 오류의 결과이다.

아키텍처
(Architecture)

시스템이나 CSCI의 조직적인 구조로, 그것의 컴포넌트들과 그들의 인터
페이스, 그들 간의 실행 개념을 식별함

어썰션
(Assertions)

프로그램 실행 중 특정 지점에서 변수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 집합 또는 
존재해야 하는 프로그램 상태를 지정하는 논리식. 입력 어썰션, 루프  
어썰션, 출력 어썰션 등의 타입이 있다(IEEE 표준 610.12-1990). 

부개발자
(Associate Developer)

개발자에게 있어 주계약자나 하도급 업자는 아니지만, 같은 프로젝트나 
관련 프로젝트에서 개발 역할을 맡은 조직

보증
(Assurance)

제품이나 프로세스가 주어진 무결성 수준 및 해당 국가와 국제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확신과 증거를 제공하는 것

감사
(Audit)

수명주기 프로세스와 제품의 적합성, 정확도, 완전성 및 추적성을 독립적
으로 검사하는 것

감사 증적
(Audit Trail)

시간순으로 기록한 시스템 활동(감사 증적)의 생성. 트랜잭션의 시작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는 연산, 프로시저, 이벤트를 아우르거나 그것들로 이어
지는 환경과 활동의 연속적인 사건들을 재구성, 검토, 진단 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함

부록 B 용어 및 약어

B.1 용어 해설

  용어에 포함된 다양한 정의는 IEEE Standard 610.12-1990, IEEE Standard Glossary of 

Software Engineering Terminology, copyright 81990 by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Inc.에서 가져왔다. 본 문서에서의 배치와 맥락으로 인해 독자가 용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IEEE는 책임이 없으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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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다
(Authenticate)

보통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시스템
에서 사용자나 장치, 기타 엔터티의 ID를 확인하는 것

인가
(Authorization)

사용자나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

오토마타
(Automata)

운  중에 발생하는 오류(error)나 편차를 바로잡거나 미리 정해진 작동 
순서를 자동으로 따르도록 설계된 기계나 제어 메커니즘

베이스라인
(Baseline)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형상 항목에 대한 승인된 문서 형태의 형상으로, 
이후 추가 개발의 기반이 되며 변경 제어 절차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함

빌드
(Build)

(1)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의 특정 서브셋을 충족
하는 소프트웨어의 한 버전

(2) 버전이 개발되는 기간
참고: “빌드”와 “버전”이라는 용어의 관계는 개발자에게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빌드에 도달하는 데 여러 버전이 필요할 수 있으며, 빌드가 여러 
병렬 버전(여러 사이트에 배포되는 것 처럼)으로 릴리즈되거나, 서로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빌트인 테스트(BIT)
(Built-In Test)

아이템의 설계 특성으로, 그 아이템이 의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BIT는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로 구현되며, 
빌트인 테스트 장비(BITE)를 제어하거나 사용하기도 함

빌트인 테스트 장비(BITE)
(Built-In Test Equipment)

BIT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아이템

재앙적 위험원
(Catastrophic Hazard)

사람의 장애나 죽음을 유발하거나, 고가 장비나 시설의 손실 또는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주의 및 경고(C&W)
(Caution and Warning)

임무 성공이나 인력에 대하여 임박하거나 일촉즉발의 위협을 감지, 알림, 
제어하는 기능

인증
(Certification)

제품이나 서비스, 조직, 사람이 해당 요건을 준수한다는 인증기관의 법적 
인정. 이러한 인증은 제품, 서비스, 조직, 사람을 확인하는 활동과 국가 
법률이나 절차를 따르는 인증서, 자격, 승인, 기타 문서의 발급에 의해  
해당 요건을 준수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제품의 인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한다: (a) 제품의 설계가 제품의 
형태(종류)에 해당되는 일련의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입증함; (b) 개별 제품이 인증된 형태(종류)의 
설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평가 프로세스; (c) 위의 (a) 또는 (b) 항목에 
따라 적용 가능한 표준에 대하여 준수여부 또는 적합여부를 선언하기 위해 
국가 법률이 요구하는 인증서의 발급

코드 안전 분석(CSA)
(Code Safety Analysis)

안전에 향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벤트를 유발하거나 향을 끼칠 
있는 이벤트, 오류, 조건에 대한 프로그램 코드와 시스템 인터페이스  
분석

응집도
(Cohesion)

(1) DeMarco: 응집도는 모듈의 요소 간의 결합 강도를 측정하는 척도임.

(2) IEEE: 단일 소프트웨어 모듈이 수행하는 작업이 서로 관련되는 방식과 
정도. 우연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적, 논리적, 절차적, 순차적, 시간적  
유형이 있음



[부록 B] 용어 및 약어

NASA-GB-8719.13 (한글판) 299

명령
(Command)

수신측이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어떤 메시지

컴퓨터 하드웨어
(Computer Hardware)

컴퓨터 데이터를 수용 및 저장하고 컴퓨터 데이터에 대해 체계적인 일련의 
연산을 실행하거나, 제어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장치. 이러한 장치는  
실질적인 해석, 계산, 통신, 제어 또는 기타 논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컴퓨터 프로그램
(Computer Program)

컴퓨터 하드웨어가 계산이나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명령이나 데이터 정의의 조합

컴퓨터 소프트웨어 형상 항목
(Computer Software 
Configuration Item)

형상 관리할 대상인 소프트웨어와 형상 관리 프로세스의 단일 엔터티로 
취급되는 소프트웨어의 총 집합(IEEE 표준 610.12-1990)

개념/개념적인
(Concept/Conceptual)

사용자 요구사항을 문서화를 통해 기술하고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의 특정 기간(예를 들어, 니즈 서술, 사전 계획 보고서, 프로젝트  
개시 메모, 타당성 조사, 시스템 정의, 문서화, 규정, 절차 또는 프로젝트
와 관련된 정책)

형상
(Configuration)

시스템이나 시스템 컴포넌트의 특정 버전을 정의하는 요구사항, 설계,  
구현

형상 통제
(Configuration Control)

형상 식별을 공식적으로 수립한 후에 형상 항목의 변경을 평가, 승인 또는 
미승인하고 조정하는 프로세스

형상 항목
(Configuration Item)

(1) 형상 관리를 위해 지정된 항목
(2) 형상 관리를 위해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요소 모음
(3) 최종 사용자 기능을 충족하고, 취득자가 별도의 형상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 둘의 집합

형상 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시스템에서 형상 항목을 식별 및 정의하고, 시스템 수명주기 동안 이러한 
항목의 릴리즈 및 변경을 제어하고, 형상 항목 및 변경 요청의 상태를 기록 
및 보고하고, 형상 항목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프로세스

제어 경로
(Control Path)

소스에서 장치(implementing effector)나 기능으로 보내는 제어나 명령 
메시지 흐름의 논리적 순서. 제어 경로는 둘 이상의 컴퓨터 간 경계를 넘을 
수 있음

제어 응용프로그램
(Controlling Application)

특정 기능과 그 기능의 센서 및 감지기를 제어하는 하위 수준의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어 책임자
(Controlling Executive)

하위 수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감독자 역할을 하는 상위 
수준의 소프트웨어 담당 책임자

COTS
(Commercial-off-the-shelf)

상용 기성 소프트웨어. 주로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상용 소프트
웨어를 말하며, 운 체제, 라이브러리, 개발 도구 및 완전한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문서화 수준은 제품에 따라 다양하나 분석 및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묾. 시장 주도형이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버그를 갖고 있음.

커플링
(Coupling)

DeMarco: 커플링은 모듈의 상호 의존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상호 의존성의 방식과 정도임. 유형에는 공통 환경 커플링,  
콘텐츠 커플링, 제어 커플링, 데이터 커플링, 하이브리드 커플링 및 병리
학적(pathological) 커플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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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
(Coverage)

완전한 평가(assessment)를 달성하는 척도. 100% 커버리지는 명시된  
유형(예를 들어 테스트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모든 분기를 실행했다면 100% 분기 커버리지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

커버리지 분석
(Coverage Analysis)

평가된 커버리지 정도를 분석

확인된 고장
(Credible Failure)

유사한 시스템들에서 발생한 실제 고장 모드를 기반으로 하는 고장 발생 
가능성을 가진 상태

중요설계리뷰(CDR)
(Critical Design Review)

다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리뷰: 하나 이상의 형상 항목의 상세 설
계가 명세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고; 형상 항목들과 기타 장비, 
시설, 소프트웨어 및 인력 사이의 호환성을 수립하고; 개별 형상 항목의 
리스크 역을 평가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생산성 분석의 결과를 평가
하고, 예비 하드웨어 제품 명세서를 검토하고, 예비 테스트 계획을 평가
하고, 예비 운  및 지원 문서의 타당성을 평가함.(IEEE 표준 
610.12-1990)

컴퓨터 소프트웨어 형상 항목(CSCIs)의 경우, 이 리뷰는 설계 솔루션의 
상세 설계, 성능, 테스트 특성을 결정하는 것과 운  및 지원 문서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게 됨

치명적 위험원
(Critical Hazard)

심각한 부상이나 일시적 장애, 고가 장비 손상 또는 환경적 손상을 초래
할 수 있는 위험원

치명적 소프트웨어 명령
(Critical Software Command)

안전 방지책(inhibit)을 제거하거나 위험한 조건이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명령 - 위험 명령(Hazardous Command) 참조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액세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컴퓨터 파일에 저장된 관련 데이터의 
모음

데이터 흐름도(DFD)
(Data Flow Diagram)

제어 흐름도(CFD)
(Control Flow Diagram)

DFD와 CFD 다이어그램은 구조적 분석/구조적 설계 방법론을 따라  
시스템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어 흐름도는 시스템의 제어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고, 데이터 흐름도는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낸다.

비활성화된 코드
(Deactivated Code)

(1) 하나의 시스템 형상에 대하여 명세, 개발, 시험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나 하나 이상의 루틴이 새로운 시스템 형상에서 비활성화 된 것. 비활성화
된 기능은 새로운 환경에서 그 기능이 우연히 실행되어도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증명하기 위하여 충분히 테스트된다.

(2) 실행 가능한 코드(또는 데이터)로서 다음과 같이 설계됨 (a) 의도적
으로 실행(코드)되거나 사용(데이터)되지 않음, (b) 오직 타깃 시스템의 
확실한 형상에서만 실행(코드)되거나 사용(데이터)됨

데드 코드
(Dead Code)

(1) 데드 코드는 ① 베이스라인에 의도적이지 않게 포함된 코드이거나, 
② 원래 소프트웨어 형상에 남아있고, 지워지거나 덮어씌워지지 않은  
채로 주변에서 기능을 유지하거나, ③ 현재 형상 및 환경에서 테스트되지 
않거나 비활성화된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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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나 유지관리, 설치 오류로 인해 대상 시스템의 운  형상에서 실행
(코드)되지 않거나 사용(데이터)되지 않는 실행 가능한 코드(또는 데이터)
이며, 요구사항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예: 내장된 식별자는 정상)

데드락
(Deadlock)

둘 이상의 장치 또는 프로세스가 각각 서로에게 할당된 자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처리가 일시중지되는 상황(IEEE 표준 610.12-1990)

디버그
(Debug)

직접적이거나 추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오류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절차

입증 정도
(Degree of Demonstration)

명세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생성되는 증거의 
규모(ISO 8402, 4.5). 그 규모는 경제성, 복잡성, 혁신성, 안전성, 환경적 
고려사항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짐

개발자
(Developer)

이 표준 및 관련 계약의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으로, 개발자는 
계약자 또는 정부 기관일 수 있음

개발 형상
(Development Configuration)

시스템 또는 시스템 컴포넌트의 특정 버전을 정의하는 요구사항, 설계 및 
구현

문서/문서화
(Document/Documentation)

기록된 매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구적이고 사람이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모음

휴면 코드
(Dormant Code)

데드코드와 같이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인스트럭션이다. 휴면 코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추가기능을 
포함하는 COTS 또는 재사용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한다.

동적 할당
(Dynamic allocation)

동적 할당은 응용프로그램의 로직에서 요구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를 
운 체제 메모리 저장소에 요청하는 프로세스이다. 성공적인 메모리 할당
(메모리 공간이 가용한 경우)은 태스크의 힙(heap) 공간일 것이다.

에뮬레이터
(Emulator)

다른 컴퓨터 또는 시스템의 명령 및 실행을 모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의 조합

환경
(Environment)

(1) 시스템의 개발, 운  및 유지관리에 향을 미치는 외부의 절차, 조건 
및 객체의 집합
(2) 시스템에 향을 주거나 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외부의 모든 것

오류
(Error)

(1) 엔지니어링, 요구사항 명세 또는 설계의 실수
(2)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설계, 구현 또는 운 상의 실수

에러 핸들링
(Error Handling)

소프트웨어 결함(faults)을 탐지, 격리 및 복구하여 올바른 런타임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구현 메커니즘 또는 설계 기술

예외사항
(Exception)

예외사항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상황이다. 예외사항을 
발생시키는 것은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포기하는 것이다.

페일-세이프 (1) 고장을 견디고 운 을 안전하게 종료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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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Safe) 유지하는 능력

(2)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시스템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되돌리는 설계 특성

고장, 장애, 실패
(Failure)

시스템이나 컴포넌트가 명세된 성능 요구사항 내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IEEE 표준 610.12-1990)

고장 감내성
(Failure Tolerance)

시스템이나 서브시스템의 하드웨어나 펌웨어, 소프트웨어에 고장이 존재
할 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위험원 제어를 유지하는 능력

결함
(Fault)

항목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로, 비정상적으로 간주되며 몇몇  
유형의 수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결함의 예는 빌트인 테스트(BIT)/ 
빌트인 테스트 장비(BITE)에 의해 밝혀진 장치 오류, 센서 값의 한계를 
벗어난 조건, 장치와의 통신 손실, 장치에 대한 전원 손실, 버스 트랜잭션의 
통신 오류, 소프트웨어 예외(예: 0으로 나누기, 파일을 찾을 수 없음),  
거부된 명령, 지정되거나 기대된 값을 벗어나서 측정된 성능 수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올바르지 않은 단계, 프로세스 또는 데이터 정의 등이 있다. 
결함은 고장이 일어났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준다.

결함 검출
(Fault Detection)

결함을 발견하는 프로세스나 발견하도록 설계된 프로세스; 결함이 발생
했다는 것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결함 격리
(Fault Isolation)

결함의 위치나 원인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결함 복구
(Fault Recovery)

구적인 재구성 없이 결함을 제거하는 프로세스

폴트 트리
(Fault Tree)

발생 가능한 순차적인 이벤트(고장)에 대한 표현으로 뒤집힌 나무와 닮은 
형태의 도식으로 표현하며, 불연속적이고 확인된(credible) 고장부터 원하지 
않는 단일의 최종 이벤트(고장)까지 진행 될 수 있음. 폴트 트리는 연역 
논리에 의해 최종 이벤트부터 역행하여 생성된다.

유한 상태 머신
(Finite State Machine)

다른 명칭: 요구사항 상태 머신, 유한 자동화 상태 전환 다이어그램
엔터티의 다양한 상태를 묘사하고 상태 간 전환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다중 상태 엔터티의 모델. 유한 상태 머신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상태의 유한 집합

2. 고유한 전환의 유한 집합

펌웨어
(Firmware)

메모리의 클래스에 로드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로서 처리 중에  
컴퓨터에 의해 동적으로 수정될 수 없음(예: ROM)

비행 하드웨어
(Flight Hardware)

궁극적으로 비행체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된 하드웨어

정형 기법 체계
(Formal Methods System)

(1) 소프트웨어를 명세하고 검증하기 위한 정형 로직과 이산 수학, 기계 
판독 가능 언어의 사용

(2) 시스템의 설계 및 분석에서 수학적 기법의 사용

정형 검증
(Formal Verification)

(소프트웨어의 경우)해당 단계에 입력으로 제공된 산출물 및 표준과 관련
하여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형적 수학 증명을 사용하여  
주어진 단계의 산출물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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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S
(Government-off-the-shelf)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나타낸다. 그 
소프트웨어는 현재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재사용 소프트웨어 
참조). 일반적으로 소스코드와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포함한 사용 가능한 
모든 문서를 포함함

점진적 성능저하
(Graceful Degradation)

(1) 필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면서 고장으로 인한 기능이나 성능의 계획
적인 단계적 감소

(2) 결함이나 고장에 직면하여 줄어든 능력으로 운 을 지속하거나, 수행
해야 하는 태스크의 수나 규모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지속적으로 
운 하는 능력

그래프 이론
(Graph theory)

하나 이상의 상태를 전이하는 머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상적인 
표기법

지상 지원 장비(GSE)
(Ground Support Equipment)

운송체나 발사용 로켓, 우주선, 화물을 보관, 운송, 처리, 테스트, 체크아웃, 
서비스 및/또는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상 장비

하드웨어 형상 항목(HWCI)
(Hardware Configuration Item)

하드웨어 장치와 컴퓨터 인스트럭션 및/또는 하드웨어 장치의 읽기 전용 
소프트웨어로서 존재하는 컴퓨터 데이터의 집합

위험원
(Hazard)

안전하지 않은 행위나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상황의 존재.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결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의 변화 
또는 조건; 또는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활동
이나 조건, 환경이 내재하는 특성

위험원 분석
(Hazard Analysis)

인적 능력의 손실이나 시스템 손실, 생명 손실, 공공에 위해를 유발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 사람/기계 관계 또는 둘 모두에서 발견되는 
조건에 대하여 잠재적인 위험원 원인과 권장 해결방법을 적시에 결정

위험원 원인
(Hazard Cause)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거나 위험원을 초래할 수 있는 컴포넌트 수준의 
결함이나 고장

위험원 제어
(Hazard Control)

위험한 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설계 또는 운   
특성

위험 명령
(Hazardous Command)

이것의 실행(의도치 않거나 순서가 맞지 않거나 잘못 실행된 경우 포함)
이 밝혀진 치명적 또는 재앙적 위험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령 또는 이것의 
실행이 위험원 제어(위험원에 대한 고장 감내를 저해하거나 위험원에 대한 
방지책 제거를 포함)를 저해할 수 있는 명령

위험한 상태
(Hazardous State)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

위험원 보고서
(Hazard Report)

위험원 제목, 설명, 원인, 통제, 검증 및 상태를 문서화하는 특정 위험원에 
대한 위험원 분석의 산출물

위험원 리스크 지표
(Hazard Risk Index)

위험원의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을 결합한 측정지표. 2장의 표 참조

위험원 심각도
(Hazard Severity)

특정 위험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확인된 미스햅(credible 
mishap)의 결과에 대한 평가

Higher Order Logic 정형 기법에서 사용되는 요구사항 명세를 위한 기능적 언어



NASA-GB-8719.13 (한글판)304

독립 평가(IA)
(Independent Assessment)

소프트웨어의 개발, 검증(Verification) 및 확인(Validation)을 평가(감사)
하는 공식 프로세스. IA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IV&V에서와 
같이),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평가한다.

독립 방지책
(Independent Inhibit)

단일 고장이나 오류, 이벤트, 환경이 하나 이상의 방지책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두 방지책은 독립적이다. 두 개의 고장이나 오류, 이벤트, 환경(또는 
이들의 쌍)이 둘 이상의 방지책을 제거할 수 없다면 세 방지책은 독립적
이다.

독립 검증 및 확인(IV&V)
(Independen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단계의 제품이 소프트웨어 인수자를 대표하고 
공급자와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에 의해 독립적으로 리뷰, 검증, 확인되는 
프로세스

방지책
(Inhibit)

에너지원과 기능 사이에 물리적 중단을 제공하는 설계 기능(예: 배터리와 
불꽃 점화기 사이의 릴레이 또는 트랜지스터, 추진제 탱크와 추진기 사이의 
래치 밸브 등)

인터페이스
(Interface)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엔터티가 데이터를 공유, 제공 또는 교환하는 둘 이상의 
엔터티(CSCI-CSCI 또는 CSCI-HWCI, CSCI-사용자, 소프트웨어 유닛
-소프트웨어 유닛) 사이의 관계. 인터페이스는 CSCI, 소프트웨어 유닛 
또는 기타 시스템 컴포넌트가 아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이다.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Interface Hazard Analysis)

명세된 컴포넌트 또는 요소, 하위 시스템의 세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아우
르는 위험원 평가

인터록
(Interlock)

특정 조건이 존재할 때, 운 의 성공을 방해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능

수명주기
(Life Cycle)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상하기 시작하여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시점까지의 기간.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는 전통적으로 8 단계로 이뤄져
있다: 개념과 착수; 요구사항; 아키텍처 설계; 상세 설계; 구현; 통합 및 
테스트; 인수 및 배포; 엔지니어링 및 운  유지

머신 코드
(Machine Code)

일반적으로 이진법으로 표기되며, 실행되는 프로세서 객체 특유의 저수준 
언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브젝트 코드와 동일

유지관리성
(Maintainability)

규정된 기술 수준을 보유한 인력이 각 유지 및 보수 수준에서 규정된 절차, 
자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아이템의 유지관리를 수행할 때, 아이템이 지정
된 상태로 유지되거나 복원되는 능력

보통 위험원
(Moderate Hazard)

발생하는 경미한 직업상 상해 또는 질병,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원

메모리 무결성
(Memory Integrity)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가 부주의에 의해서 혹은 고의로 변경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보장

미스햅
(Mishap)

사망, 부상, 직업병이나 장비, 재산 또는 환경의 손상이나 손실을 초래하는 
계획되지 않은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 사고(accident)

MWF
(Must Work Function)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must work)” 기능은 시스템의 측면에서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기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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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WF
(Must Not Work Function)

“절대 동작해서는 안 되는(must not work)” 기능은 시스템의 측면에서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기능을 말함. 만일 
발생하면 위험한 상황이나 기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N-버전 소프트웨어
(N-Version Software)

서로 다른 명세서나 프로그래머, 언어, 플랫폼, 컴파일러 또는 이들 중 일부
의 조합을 사용하여 둘 이상의 버전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아이템 사이의 독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됨.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원하는 신뢰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권장되지 
않음

네거티브 테스팅
(Negative Testing)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범위를 벗어나서 
위험원을 생성할 수 있는 출력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한 소프
트웨어 안전 테스팅

무시할 수 있는 위험원
(Negligible Hazard)

아마도 인명 안전에 향을 미치지 않거나(부상 없음 또는 경미한 부상) 
고가 장비를 손상시키지 않지만 장비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원은 주요한 안전 우려사항이 아니라 특정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No-Go 테스트
(No-Go Testing)

소프트웨어가 알려진 처리를 수행하고 특정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한 상태로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팅(Software 
Safety Testing)

오브젝트 코드
(Object Code)

일반적으로 2진법으로 표현되며 프로세서 객체에서 실행되는 고유의  
저수준 언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머신코드와 동일

객관적 증거
(Objective Evidence)

관찰, 측정, 테스트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얻은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운 자 오류
(Operator Error)

운 자의 부주의한 작업으로서, 위험원을 제어하기 위해 제공되는 방지책
이나 중복 시스템, 격리 기능, 기타 설계 기능을 제거 또는 비활성화,  
무효화할 수 있는 작업 

오버라이드
(Override)

운 자 명령으로 실행하는 기능이 전제 조건 검사를 강제로 우회함. 오버
라이드인 명령(“위험 명령”이든 아니든)의 실행은 엄격한 절차의 제어와 
운 자 안전화(safing)를 요구하는 위험한 운 으로 간주된다.(ISS)

패치
(Patch)

(1) 호스트나 부모 프로그램의 머신코드에 삽입된, 개별적으로 컴파일된 
컴퓨터 서브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이며 호스트/부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한다. 결과적으로 부모/호스트 소스코드는 더 이상  
결합된 오브젝트 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머신코드(오브젝트 코드)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컴파일러를 거치지 않음

경로
(Path)

특정 출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논리적 순차 구조

동료 리뷰
(Peer Review)

작성자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작업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시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요(overview)이며, 그 작성자는 반드시 설계의 구현에 대하여 
변호해야 함

참고: 단계(phase)는 특정 수명주기 모델의 사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소프트
웨어 제품 개발 기간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조건문
(Predicate)

조건문은 시스템의 상태(Condition)를 나타내는 표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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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설계리뷰(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다음을 평가하기 위한 리뷰: 하나 이상 형상 항목을 위해 선택된 설계 접근 
방식의 진행 상황, 기술적 적절성 및 리스크 해결; 형상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과 각 설계의 호환성 결정; 정의 수준을 평가와 선택된 제조  
방법 및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술적 리스크 평가; 형상 항목과 그 밖의 다른 
장비, 시설, 소프트웨어, 인력 항목 사이의 물리적 그리고 기능적인 인터
페이스의 존재 및 호환성을 확립; 적절할 경우 예비 운  및 지원 문서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함(IEEE 표준 610.12-1990)

CSCI의 경우 리뷰는 다음에 중점을 둔다:

(1) 선택한 아키텍처 설계 및 테스트 접근 방식의 진행, 일관성 및 기술
적 적절성 평가,

(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과 아키텍처 설계 간의 호환성, 그리고

(3) 운  및 지원 문서의 예비 버전

예비 위험원 분석(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안전-필수 역을 식별하고, 위험원에 대한 초기 평가를 제공하고, 필수 
위험원 제어와 후속 조치를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 수준에서 수행되는 분석

프로그램 기술 언어(PDL)
(Program Description 
Language)

PDL은 실제 코드가 작성되기 전 중간 단계인 고수준의 설계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중복성
(Redundancy)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적어도 두 개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능적 능력(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회귀 테스트
(Regression Testing)

이전에 올바르게 수행된 기능이 변경된 후에도 계속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신뢰성
(Reliability)

주어진 시스템이 예상되는 작동 조건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할 확률

랑데부
(Rendezvous)

랑데부는 한 태스크가 다른 태스크의 시작을 호출하고, 해당 수락문이  
호출하는 태스크 대신 그 다른 태스크에 의해 실행될 때, 두 병렬 태스크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다.

요구사항
(Requirement(s))

(1)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또는 
능력

(2) 필수 또는 필요, 원하는 속성을 표현하는 서술

요구사항, 도출된
(Requirement, Derived)

(1) 명시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문서화된 요구사항에 논리적으로 
암시된 필수 또는 필요, 원하는 속성

(2)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예를 들어 설계 또는 
기술 제약사항 때문에 필요한) 조건 및 능력

요구사항, 안전
(Requirement, Safety)

위험의 예방 또는 완화와 관련된 기능 또는 능력을 다루는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세(서)
(Requirement Specification)

시스템 또는 시스템 컴포넌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명세(서)

요구사항 상태 머신
(Requirements State Machine)

유한 상태 머신(Finite State Machin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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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Reusable Software)

한 번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러 프로 
젝트나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 예는 상용 기성 소프트웨어(COTS) 산출물, 매입자 
제공 소프트웨어 산출물, 재사용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및 기존 
개발자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각각이 사용될 
때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수정이  
포함될 수 있음. 이 용어는 소프트웨어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 
산출물(예: 요구사항, 아키텍처 등)에 적용될 수 있음

재사용된 소프트웨어
(Reused Software)

이전에 사내 개발 팀에서 작성했으며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소프트
웨어이다. GOTS 소프트웨어는 다른 정부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경우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검증 및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동작할 것으로 흔히 가정된다. 재사용
된 각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석
되어야 한다. 아리안 4 소프트웨어가 아리안 5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문제를 기억해야 한다!

리스크
(Risk)

(1) 안전에 적용하면, 부상 또는 손실의 가능성에 대한 노출을 말한다.  
이것은 원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 가능 빈도, 결과의 잠재적 심각성, 빈도 
및 심각성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함수관계에 있다.
(2) 사고 또는 미스햅(Accident or Mishap)의 심각성과 가능성의 척도
(3) 특정 위협이 시스템의 특정 취약성을 악용할 확률

안전 (안전한 상태)
(Safe (Safe State))

(1) 식별된 위험원이 존재하지 않고 식별된 위험원을 초래할 수 있는  
활성 시스템 프로세스가 없는 것으로 정의된 시스템 상태
(2) 허용 가능한 리스크 수준이나 다음의 것들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낮은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 인명 상해; 사망; 운송체나 장비, 시설의 
손실 또는 손상; 또는 필수 장비의 기능 손실이나 과도한 성능저하

안전
(Safety)

위험한 조건의 부재

안전 분석
(Safety Analysis)

시스템의 안전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으
로 정리된 프로세스

안전 아키텍처 설계 분석(SADA) 
(Safety Architectural Design 
Analysis)

안전 요구사항의 올바른 통합을 검증하고 안전-필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SCCSCs)를 분석하기 위한 고수준 설계에서 수행되는 분석

안전-필수
(Safety-Critical)

안전-필수 소프트웨어의 동작이 수행되지 않거나, 순서에 맞지 않게  
수행되거나, 올바르지 않게 수행되면 부적절한 제어 기능(또는 적절한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제어 기능 부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제어 기능은 
직간접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유발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안전-필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SCCSC)
(Safety-Critical Computer 
Software Component)

안전-필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오류**는 잠재적 위험 또는 
예측 가능성 또는 시스템 제어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 프로세스, 모듈, 기능, 값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상태
** 부주의 또는 무단 발생, 필요할 때 발생하지 않음, 순서가 맞지 않음, 
다른 기능과 결합하여 발생 또는 잘못된 값

안전-필수 컴퓨팅 시스템
(Safety-Critical Computing 
System)

하나 이상의 안전-필수 기능(Safety-Critical Function)을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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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필수 컴퓨팅
(Safety-Critical Computing)

오류가 사용자, 아군, 물자, 제3자 또는 환경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Safety-Critical Software)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1)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조건이나 상태를 직접 명령하고 제어한다; 수행
되지 않거나 순서에 맞지 않게 수행되거나, 올바르지 않게 수행되면 부적절한 
제어 기능(또는 적절한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제어 기능 부족)을 초래할 
수 있고, 위험원을 유발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상태를 감시한다; 수행되지 않거나 순서에 맞지 
않게 수행되거나, 올바르지 않게 수행되면 운 자나 함께 동작하는 시스템에 
의해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위험원을 유발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조건이나 상태를 직접 명령 또는 제어한다; 사람, 
하드웨어, 환경적 고장과 함께 명령 또는 제어가 부주의하게 실행되거나, 
순서에 맞지 않게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않으면 위험원을 유발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안전 상세 설계 분석(SDDA)
(Safety Detailed Design 
Analysis)

안전 요구사항의 정확한 통합을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위험한 조건을  
식별하기 위하여 안전-필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SCCSCs)에 대해 
수행한 분석

안전 커널
(Safety Kernel)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시스템 상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시기나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시스템 상태로 전이될지도 모르는 시기를 알아
내기 위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안전 
커널은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알려진 
안전 상태로 되돌리도록 설계된다.

안전화(化)
(Safing)

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미리 정해진 안전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속적인 이벤트

센서 (Sensor) 입력 처리를 위해 신호를 전달하는 변환기

독립 제어 경로
(Separate Control Path)

식별된 치명적 또는 재앙적 위험원의 방지책을 제어하는 명령에 기능적 
독립성을 제공하는 제어 경로

소프트웨어
(Software)

(1) 컴퓨터 프로그램 및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참고: 비록 어떤 소프트웨어 정의는 문서를 포함하지만, MIL-STD-498
은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227.401 
(MIL-STD-498)에 따라 그 정의를 프로그램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제한한다.
(2)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 집합

소프트웨어 보증(SA)
(Software Assurance)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품질, 안전, 신뢰성, 보안 요구사항은 물론 기술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 보증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프로세스와 검증을 위해 수행된 분석 및 테스트를 모두 살펴본다.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SQA) 및 소프트웨어 산출물 보증(SPA)은 종종  
소프트웨어 보증(SA)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소프트웨어로 제어 가능한 방지책 
(Software Controllable Inhibit)

시스템 수준의 하드웨어 방지책이며, 그 상태를 소프트웨어 명령으로 제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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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오류
(Software Error)

계산이나 관찰, 측정된 값 또는 조건과 실제거나 명시된, 이론적으로  
올바른 값 또는 조건 사이의 차이

소프트웨어 결함
(Software Fault)

컴퓨터 시스템의 잘못된 단계 또는 프로세스, 데이터 정의

소프트웨어적 방지책
(Software Inhibit)

특정 이벤트 기능이 발생하거나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특징. 그 소프트웨어는 모든 매체에 존재할 수 
있다(소프트웨어 방지책은 에너지원과 기능 사이의 물리적인 인터럽트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그것 자체로의 “방지책”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파티셔닝
(Software Partitioning)

(안전-필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물리적 그리고/또는 논리적 분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리뷰(SRR) 
(Software Requirements 
Review)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형상 항목을 위해 기술된 요구사항의 리뷰이며,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반응성과 이해를 평가하고 
형상 항목의 예비 (아키텍처)설계에 들어가기 위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만족스러운 기반을 만들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수행함(IEEE 표준 
610.12-1990) 
MIL-STD-498에 대한 소프트웨어 명세 리뷰(SSR)와 동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SRS)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

소프트웨어 및 외부 인터페이스의 필수 요구사항(기능, 성능, 설계 제약 
및 속성)에 대한 문서화(IEEE 표준 610.12-1990)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분석
(SSRA) (Software Safety 
Requirements Analysis)

순서 위반, 잘못된 이벤트, 교착 상태 및 명령 고장 모드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은 모드를 식별하고, 이를 위하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그리고 개념 설계를 검사하기 위해 수행하는 분석

소프트웨어 안전
(Software Safety)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동안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여러  
분야를 적용함. 이는 소프트웨어가 긍정적인 수단으로 시스템 안전을 향상
시키고, 시스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오류를 수용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로 
만들기 위해 제거 또는 제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링
(Software Safety Engineering)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링 기술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함. 이는 소프트
웨어 설계가 시스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 혹은 제어하기 위한 긍정적인 수단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함

시스템 안전
(System Safety)

시스템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운  효율성, 시간 및 비용의  
제약 내에서 안전을 최적화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과 
관리 원칙, 기준 그리고 기술을 적용함

소프트웨어 명세 리뷰(SSR) 
(Software Specification Review)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리뷰(SRR)와 동일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
(State Transition Diagram)

(유한 상태 머신 참조)많은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유방향 그래프
(Directed graph). 노드는 시스템 상태를 나타내고 호는 상태 간 전환을 
나타냄

시스템
(System)

일부 기능 또는 기능 집합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컴포넌트    집
합이다

시스템 안전
(System Safety)

엔지니어링 및 관리 원리, 기준 및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운  효율성, 시간 및 비용의 제약 내에서 안전을 최적화
하고 위험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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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전 엔지니어링
(System Safety Engineering)

위험원을 제거하거나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과학 및 엔지니어링 
원리, 기준 및 기술을 적용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엔지
니어링 분야

시스템 안전 관리
(System Safety Management)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전체 프로그램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시스템 안전 작업 및 활동의 계획, 구현 및 완수를 보장하는 관리 
분야

시스템 명세서
(System Specification)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문서

테스트케이스
(Test Case)

예상 응답이 생성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테스트 입력, 실행 
조건 및 예상 결과 집합

테스팅
(Testing)

일련의 테스트케이스 실행 및 결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테스트 절차
(Test Procedure)

(1) 테스트를 수행하는 명시된 방법

(2) 주어진 테스트케이스 세트의 설정 및 실행에 대한 자세한 지침과  
테스트케이스를 실행한 결과의 평가에 대한 지침

테스트 준비 검토(TRR)
(Test Readiness Reivew)

하나 이상의 형상 항목에 대한 예비 테스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
하고; 각 형상 항목에 대한 테스트 절차가 완전하고, 테스트 계획 및  
설명을 준수하며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프로젝트가 
형상 항목의 공식 테스트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리뷰
(IEEE 표준 610.12-1990)

테스트, 스트레스
(Test, Stress)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극단적인 외부 조건과 비정상적인 상황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테스트
하는 것이다.

테스트, 시스템
(Test, System)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테스트. 부하, 스트레스, 성능, 기능 및 기타 
테스트를 포함한다.

임계시간
(Time to Criticality)

고장, 이벤트 또는 조건의 발생과 위험원 또는 기타 원하지 않는 결과의 
후속 발생 사이의 시간

추적성
(Traceability)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적성은 요구사항을 최종 산출물로 연결한 문서를 
의미하며, 모든 개발 수명주기에 걸쳐있다.

전이
(Transition)

전이는 입력으로 인해 상태 머신이 상태를 변경할 때를 말한다.

트랩
(Trap)

프로그램 실행과 치명적인 신호를 감시하는 소프트웨어 특성이며, 일반  
프로그램 로직의 추가적인 점검을 제공함. 트랩은 감지되지 않은 소프트웨
어 오류, 하드웨어 결함 및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태의 보호책을 제공한다.

트리거
(Trigger)

트리거는 하나 이상의 조건을 의미하며, 모든 조건이 참일 때 특정 작업을 
실행 가능하게 한다.

타입
(Type)

(소프트웨어 설계에 사용될 때)타입은 값의 집합과 해당 값에 적용할 수 
있는 작업 집합을 특징짓는다. 변수를 특징짓는 것은 강하거나 약할 수 
있다. 강한 타입은 변수의 값이 정의될 때와 정의된 연산이 허용될 때이다. 
약한 타입은 제한이 매우 느슨한 경우를 나타낸다(예: 범위 또는 연산  
정의가 없는 정수 유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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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되지 않은 코드
(Undocumented Code)

시스템이 사용하지만 소프트웨어 설계에 문서화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코드. 
이것은 일반적으로 COTS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문서화가 
항상 가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UML
(Unified Modeling Lnaguage)

UML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위한 사실상의 표준이다. 클래스 
정의와 상호작용을 위한 그래픽 표기법으로 구성된다.

단위 테스트
(Unit Test)

소프트웨어 “단위”(일반적으로 일관되고 독립적인 모듈이나 클래스, 기타 
컴포넌트 집합)에서 수행되는 테스트. ‘단위’는 CSCI와 일치할 수 있다. 
단위 테스트는 종종 개발자가 수행한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
(Unsafe State)

미스햅(mishap)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상태

미사용 코드
(Unused Code)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코드이지만, 일반적인(nominal) 상황이나 비상
(contingency) 상황에 사용하기 위함이 아닌 코드. 예를 들어 테스트 코드, 
no-oped 코드(바이 패스되는 코드) 및 하나의 작업 증분에서 다음 증분
까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유지되는 코드이다.

확인
(Validation)

(1) 필요한 기능이 완전하고 추적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 요구사항을 
지원하거나 입증하는 평가 기술
(2)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종료 시점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준
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3) (소프트웨어의 경우)특정 사용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공 및 검사를 통한 확인. 지정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4)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올바른 기능을 실행하는지 밝혀내는  
프로세스

검증
(Verification)

(1) 소프트웨어 개발주기의 특정 단계의 산출물이 이전 단계에서 설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프로세스 (확인(Validation)도 
참조)
(2) 프로그램 정확성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
(3) 항목, 프로세스, 서비스 또는 문서가 지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리뷰, 검사, 테스트, 확인, 감사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확립 및 
문서화하는 행위
(4) (소프트웨어의 경우)명시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하고 제공하여 확인함
(5) 주어진 단계의 산출물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이며, 그 산출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해당 단계의 입력으로 제공된 산출물과 표준에 관련하여  
확인함

면제사항
(Waiver)

대체 수단이 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높아진 리스크 수준이 관리 측면에서 
수용될 때, 특정 안전 요구사항의 위반을 허가하도록 변경함

워치독 타이머
(Watchdog Timer)

컴퓨터가 무한 루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독립적인 외부 타이머.  
워치독 타이머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재설정된다. 타이머 
만료는 인터럽트, 프로그램 재시작 또는 현재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하는 
기타 기능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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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용어

BIT Built-In Test

BITE Built-In Test Equipment

C & W Caution and Warning

CASE 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CDR Critical Design Review

CFD Control Flow Diagram

COTS Commercial Off-the-Shelf

CSA Code Safety Analysis

CSC Computer Software Component

CSCI Computer Software Configuration Item

CSU Computer Software Unit

DFD Data Flow Diagram

DID Data Item Description

DLA Design Logic Analysis

DoD Department of Defense

FDIR Fault Detection, Isolation, and Recovery

FI Formal Inspection

FMEA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QR Formal Qualifications Review

FTA Fault Tree Analysis

GFE Government Furnished Equipment

GOTS Government Off-the-Shelf

GSE Ground Support Equipment

HCI Human-Computer Interface

HOL Higher Order Logic

HRI Hazard Risk Index

IA Independent Assessment

ICD Interface Control Document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O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동등한 것 또는 표준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isos에서 유래됨(약어가 아님). 
ISO 표준은 IOS에 의해 출판된다.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V&V Independen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 Pasadena, California

MIL-STD Military Standard

MNWF Must Not Work Function

MWF Must Work Function

NDI Non-Developmental Item

NHB NASA Handbook

B.2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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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 Non-Developmental Software

NMI NASA Management Instruction

NPD NASA Policy Directive

NPG NASA Procedures and Guidelines

NSTS National Space Transportation System

OO Object Oriented

OOA Object Oriented Analysis

OOD Object Oriented Development

OTS Off the Shelf

QA Quality Assurance

PDL Program Description Language

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D Programmable Logic Device

POCC Payload Operations Control Center

POST Power On Self Test

ROM Read Only Memory

S&MA Safety and Mission Assurance

SA Software Assurance

SADA Safety Architectural Design Analysis

SCCSC Safety-critical Computer Software Component

SDDA Safety Detailed Design Analysis

SEE Software Engineering Environment

SIS Software Interface Specification

SFMEA Software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SFTA Software Fault Tree Analysis

SPA Software Product Assurance

SQA Software Quality Assurance

SRD Software Requirements Document

SRR Software Requirements Review

SRS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s

SSHA Software Subsystem Hazard Analysis

SSR Software Specification Review

SSRA Software Safety Requirements Analysis

TRR Test Readiness Review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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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소프트웨어 FTA(Fault Tree Analysis)

  본 장은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돕기 위해 소프트웨어 FTA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대부분의 정보는 Leveson et al.[41]를 기반으로 하 다.

  시스템은 (정확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시스템을 배치하기 전까지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정확하지만(correct) 안전하지 않은

(unsafe) 모든 상태를 개발자가 식별해 낼 수는 없다. 실패 비용이 높은 시스템에서는 안전한 

운 을 보장하기 위해 FTA(Fault Tree Analysis)와 같은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FTA는 안전-필수 시스템 개발 시,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FTA는 표준 검증(verification) 절차에 비해 장점이 있다. FTA는 재앙적인 이벤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며, 어떤 정확한 또는 부정확

한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FTA는 원래 Minuteman 미사일 시스템의 안전 분석을 위해 196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위험원 분석 기법 중 하나가 되었다. 몇몇 경우에는 FTA가 민간 

또는 국방부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C.1 소프트웨어 FTA(Fault Tree Analysis) 소개

  FTA(Fault Tree Analysis)는 고장(failure)이나 사고(mishap/accident) 또는 오작동(malfunction)

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이벤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파악하는 하향식 고장 분석 

방법이다. 폴트 트리는 종종 시스템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가능한 고장모드를 확인하는 데 사용

된다. 전통적으로 폴트 트리는 소프트웨어나 운 에 관한 사항(operation)을 이벤트 발생 원인

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SFTA(Software Fault Tree Analysis)는 FTA와 동일한 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원을 유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실패(failure)들을 식별한다. SFTA는 위험원 자체가 아닌, 위험원의 원인을 식별

하는 체계이며, 위험원의 식별은 사전에 예비 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2.3.1절)) 

또는 하드웨어 FTA에서 수행되었어야 한다. 표준 FTA와 마찬가지로, SFTA는 특정 소프트웨어 

고장 모드(failure mode)를 가정하고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분석하는 하향식 연역적 분석 방법으로, 

고장 모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소프트웨어 이벤트를 식별한다. FTA와 마찬가지로, 

SFTA는 연역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크리티컬한 경로들을 식별하고 정상 이벤트(top event)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의 최소집합(minimal set)이나 크리티컬 경로를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FTA는 엄격한 하드웨어 FTA보다 다소 더 까다롭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모드나 

상태에서 작동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폴트 트리를 

매핑할 때 훨씬 더 많은 억제게이트(inhibits)와 조건부이벤트(conditioning event)가 있을 수 있다.

  그림 C-2 “상위 수준 폴트 트리”는 폴트 트리의 한 예를 보여준다. 다이어그램 대부분이   

하드웨어와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소프트웨어 폴트 트리에는 종종 하드웨어 요소가 

포함된다. 실제 위험원 일부는 하드웨어 실패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위험을 유발한다. 원인에 대한 트리를 이용하여 추적할 때, 하드웨어-온리

(hardware-only) 원인은 “주요하지 않으며”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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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소프트웨어 FTA의 목표

  SFTA는 소프트웨어 설계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SFTA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설계 

또는 구현(실제 코드) 상의 로직이 위험원을 유발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설계 또는 코드를 

수정하여 시스템에 대한 위험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실패 조건(failure condition)에 대응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더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SFTA는 시스템에 

위험한 상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가장 활용하기 적합하다.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순방향 추론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한다. 즉 개발자는 분석을 수행할 때 

이전 안전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 때, 다음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 시스템 상태에 대한 중요한 가정을 하고 개발한다. 하지만, 중복성, 병렬성 또는 결함 감내성

(fault tolerance)에 의존하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모든 경우를 완벽히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SFTA 기법은 역방향 추론을 사용하는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SFTA를 적용했던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안전상의 오류들을 찾는 데 중대한 향을 미침을 알게 

된다. 분석가는 다른 관점으로 시스템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오류를 더 명백하게 발견

할 수 있다.

  SFTA는 결함 감내성(fault tolerance) 및 페일 세이프(fail safe)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는 조건을 

결정할 때 매우 유용하다. 위험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역을 식별함으로써 안전 엔지

니어들이 안전-필수 테스트케이스를 개발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대규모   

시스템에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아직 식별되지 않은 경우 이 같은 분석을 활용하여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식별할 수 있다.

  SFTA는 언어에 독립적이며, 의미체계(semantics)가 잘 정의되어 있으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고수준 또는 저수준)에 적용할 수 있다. SFTA는 일종의 연역적인 공리적 검증(axiomatic 

verification)으로 사후조건(postcondition)은 참 조건(correctness condition)보다는 위험원을 나타

낸다. 이 분석은 가장 약한 사전조건(weakest precondition)이 거짓이면 위험원이나 사후조건이 

절대 발생할 수 없고, 반대로 사전조건이 참이면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변경해야 

함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폴트 트리를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와 분리하여 검토해서는 안 된다. 분리하여 검토

하면 전체 클래스의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문제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 자 실수와 

같이 인적 실패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SFTA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SFTA의 그래픽 표현에 사용되는 기호는 대부분 하드웨어 폴트 트리 세트에서 차용되었다(그림 

C-1 - SFTA 그래픽 표현 기호 참조). 이는 인터페이스 상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폴트 

트리 연결을 용이하게 하여 전체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SFTA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기존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때에는, 원래 설계에 사용된 기본적인 안전 가정이 새로운 환경에서 검증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안전 분석이 필요하다. 신뢰성이 높은 소프트웨어가 안전하다는 주장이 반드시 사실은 아니다. 

실제로 안전과 신뢰성은 때때로 서로 상충된다. 이 같은 상충된 예는 항공 교통 관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을 미국에서 국으로 이관하려 했던 미국 ATC(Air Traffic Controller)의 실제 



NASA-GB-8719.13 (한글판)316

사례가 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는 매우 신뢰성 높게 만들어져 이관되었다. 하지만 경도에 대한 

일부 가정(동서 좌표에 대한 방안이 없었음. 이로 인해 국 지도가 그리니치 자오선을 중심으로 

반반 접히는 결과가 초래됨)을 포함하고 있었다. 

  SFTA가 기능적인 시스템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통합 및 테스트 절차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요구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존 방법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SFTA는 

시스템의 안전 제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엄격한 분석을 통해 안전 기본 원칙

(axiom)이 구현되었는지 검증함으로서 안전-필수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에 필요한 

추가 보증을 제공한다. 

C.3 소프트웨어 FTA의 사용

  모든 SFTA는 전체 시스템의 위험원 분석 이후에 수행되어야 한다. 위험원 분석 정보를 통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의도되지 않은 이벤트를 식별할 수 있다. 복잡한 시

스템에서 위험원이 모두 미리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점에서, 

기법이 분석자에 관계없이 항상 일관된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없다. 프로세스를 종료할 

시기와 분석할 위험원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SFTA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단계부터 시작하여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의 여러 단계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예비 설계를 수행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해

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정의되므로, 매우 상위 수준의 SFTA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설계가 진행되고 코드가 개발됨에 따라, SFTA는 새로운 정보로 “구체화"될 수 있

다. 상위 수준 블록은 특정 컴포넌트(모듈, 클래스, 메소드 등)로 나눌 수 있다.

  SFTA의 기본 절차는 위험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다음, 가능한 원인들을 찾는 것이다. 지나

치게 일반화된 위험원인 "시스템 장애"로 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앞서 위험원 

분석을 통해 식별된 실패처럼 더 구체적인 실패가 분석의 시작점이어야 한다. 위험원은 폴트 트리

에서 루트(root) 노드가 되며 리프(leaf) 노드는 위험원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사전조건에 해당

한다. 이러한 사전조건이 폴트 트리에 나열되고 사전조건의 논리적 AND 또는 논리적 OR를 

통해 트리의 루트에 연결된다(그림 C-3-상위 수준 폴트 트리 예 참조). 차례로, 각 사전조건은 

루트 결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확장된다(각 사전조건의 원인을 식별한다). 확장은 모든 리프 노드가 

계산 가능한 확률의 이벤트를 나타내거나 이벤트가 더 이상 분석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된다. 또한, 

사전조건이 소프트웨어에 의존적이지 않는 하드웨어 오작동인 경우 분석을 중지한다.

  폴트 트리는 시스템 레벨의 실패에서부터 시스템 동작에 부정적 향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

웨어 결과값이나 누락을 식별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레벨로 확장된다. 이 단계에서 분석은 

언어 특성에 따른 동작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언어 구조는 사전조건, 사후조건 및 논리적 

연결을 이용하여 템플릿화 할 수 있다(Ada 구조의 템플릿에 대해서는 Leveson et al.[41] 참조). 

모든 중요한 코드는 모든 조건이 참 또는 거짓으로 식별되거나 입력문에 도달될 때까지 추적되

어야 한다.

  이 기법은 Pascal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예제로 설명될 수 있다[40]. 변수 Z가 100보다 큰 

값으로 출력되는 경우에 대해 코드를 분석한다. 이 때, B, X, Z는 정수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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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드에는 할당문과 "if", "while" 구문이 있다. 이러한 문장의 템플릿은 "Z>100 인 출력 Z"를 

검색하는 이벤트 발생부터 시작하여 적용된다. 다음 이어지는 설명은 그림 C-3 – "예제 코드 

결함 트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분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고려사항을 구조적으로 도식화하여  

예제로 나타낸 것이다. 트리의 몇몇 리프 노드는 분석대상이 되는 이벤트나 관련 있는 사후조건이 

없는 경우 더 확장되지 못한다. “if” 템플릿은 이벤트가 “then”절에 의해 트리거 됨을 보여준다. 

이 때 while 구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Z>100이 되는 데 필요한 사전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이 예제에서는 "while" 구문 내에 두 개의 단순 할당문이 있지만 더 복잡한 표현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분석은   예제에서 보인 것과 유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while"구조는 하나의  

단위로 분석되고 "while" 내 표현식은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전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언어 템

플릿을 사용해 더 복잡한 트리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while" 루프 변환 조건들을 분석하여 

Z>100이 출력값이 되기 위해서, 코드 서두에서 가장 약한 사전조건은 B > X, Z + 10B - 10X >

100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코드가 Z>100인 Z를 출력하는 데 필요한 

가장 약한 조건을 식별했다. 더 자세한 예제는 참고문헌[40]에서 제시한다. 좀 더 적용해보고 

싶다면 참고로 제시한 예제나 다른 참고자료를 통해 조금 더 조사하기 바란다.

  위의 분석을 통해 이벤트가 발생하기 위한 사전조건을 결정했다.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분석 시 식별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전조건이 발생하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해 어

썰션을 코드에 배치하는 것이다. SFTA는 어썰션과 사전조건을 어디에 배치할지 알려준다. 사전

조건이 만족되면, 수정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향을 완화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전체 소프트웨어 비용 중 적은 비중이 안전-필수 코드에 사용될 것

이다. 캐나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필수 셧다운(shutdown) 소프트웨어는 3개월(Working 

Month) 동안 SFTA 기법을 이용해 검토되었다. 이 기법을 적용하는데 든 비용은 테스트 및 검증에 

소요되는 총 금액을 고려할 때 미미하다. 동일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완전한 기능 검증을 수행하는 

데는 30년이 소요되었다[41].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몇몇 이점이 있어 투자를 

정당화 할 수 있다. 즉, SFTA 결과 코드는 안전 어썰션을 포함함에 따라 더욱 강력해지며, 식별

된 주요한 위험 상태가 회피되었는지를 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복잡도로 인해, 위에서 인용한 예에서 나온 수치(6천 라인에 3개월)보다 더 규모를 늘리지는 않

을 것이다. 많은 부분의 안전-필수 코드가 안전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정 클래스의 결함을 

식별하기 위해 SFTA 기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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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각형은 분석할 이벤트를 나타낸다.

원은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결함 이벤트 또는 주요한 

실패를 나타낸다. 더 이상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하우스는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사용된다. 컴포넌트의 지속적인 작동을 나타낸다.

다이아몬드는 정보 부족 또는 불충분한 결과로 인해 

더 이상 개발되지 않은, 주요하지 않은 이벤트에 사용

된다.

타원은 상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결함 시퀀스 발

생을 허용하는 시스템 상태를 정의한다. 정상적일 수

도 있고 실패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AND GATE는 출력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 모든 

입력 이벤트가 필요함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OR GATE는 하나 이상의 입력 이벤트가 게이티드 

(gated) 이벤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함을 나타낸다.

C.4 소프트웨어 FTA의 이점

  전반적으로, SFTA를 수행하는 장점은 설계 단계, 코드 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에서의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SFTA는 안전-필수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기능 검증 기법과 같이 사용하면 최종 시스템이 SFTA 기법을 

적용하기 전보다 더 안전한 운 상의 특징들을 가진 시스템이 된다.  

그림 C-1 SFTA 그래픽 표현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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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2 상위 수준의 결함 트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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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3 코드 폴트 트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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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소프트웨어 FMEA(SFMEA)
 

  이 섹션은 시스템 안전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고장 

모드 및 향 분석(Software Failure Modes and Effect Analysis) 기법을 소개한다. 여기에 제시한 

정보는 NASA Safety Critical Software Analysis 코스의 일부분이다.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는 프로젝트가 아직 설계 단계일 때, 잠재적인 

시스템 문제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상향식 방법이다. 시스템의 각 컴포넌트를 조사하여 시스템이 

고장 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나열한다. 발생 가능한 각각의 고장은 시스템을 통해 추적되어 어떤 

향을 미치는지, 그로 인해 위험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스템 고장의 심각도 

뿐만 아니라 고장 가능성도 고려된다.
 

  FMEA는 1960년대부터 시스템 안전 및 기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며, 이 방법론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확장되었다(SFMEA).
 

D.1 용어

  고장(failure)이란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가 지정된 성능 요구사항 내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장비가 지정된 사용성(usefulness)이나 성능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이벤트도 고장이다. 고장은 완전하거나 점진적이거나 간헐적일 수 있다.
 

  완전한(complete) 시스템 고장은 시스템의 갑작스런 고장(crash)이나 시스템 잠김현상(lockup)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시점에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최소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 

시스템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시스템 기능의 저하로 인해 점진적인(gradual) 시스템 고장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기능이 

수행되지 않기 시작하고 다른 기능도 점차 그렇게 되거나,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할 수 

있다(기능이 실행되는 속도가 감소할 수 있음). 이 경우는 종종 리소스 관리의 결함이며, CPU 

메모리나 타임 슬라이스의 가용성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

  간헐적인(intermittent) 고장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들 중 일부는 주기적으로 

또는 이벤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예기치 않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조건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고장 모드(아래에 설명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고장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하드웨어 오류와 달리, 소프트웨어 오류는 일반적으로 “하드”(시스템을 완전히 잠금) 유형의  

시스템 오류로 나타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닳거나 고장 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작동되

거나 또는 이미 고장 났거나 둘 중 하나이다(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함).
 

  고장 모드(failure mode)는 고장에 기여하는 결함의 유형(ASQC); 고장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발현(IEEE Std 610.12-1990)으로 정의된다. 고장 모드는 일반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방식과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 운 에 고장이 미치는 향의 정도를 나타낸다. 고장 모드의 예로는 

파손(하드웨어), 한계를 벗어난 데이터 값(소프트웨어) 및 왜곡된 데이터(소프트웨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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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영향(failure effect)은 고장 모드가 아이템이나 시스템의 운 , 기능, 상태에 미치는 결과

이다. 고장 향은 로컬 향(컴포넌트 수준), 다음 상위 수준 향(컴포넌트가 있는 시스템의 

일부) 및 최종 향(시스템 수준)으로 분류된다.
 

D.2 SFMEA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FMEA는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작업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고장 모드를 식별한다. 시스템의 

다른 컴포넌트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향을 분석한다. 이 기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컴포넌트 관점에서 시스템의 고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부터의 문제를 

더 넓은 시스템의 고장까지로 펼쳐 나가는 상향식(“bottom-up” 또는 “forward”) 분석이다.
 

  소프트웨어 폴트 트리 분석(SFTA, 부록 C)는 하향식(“top down” 또는 “backward”) 접근법

이다. 발생 가능한 시스템 장애를 식별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다. SFTA는 고장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역으로 살펴본다. 
 

  SFMEA에서는 “이 컴포넌트가 잘못 작동하면 어떤 향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컴포넌트의 

고장을 가정하고 시스템을 추적하여 최종 결과를 확인한다. 모든 컴포넌트 고장이 시스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좋은 방어적 설계에서는, 많은 오류가 설계의 에러 핸들링 파트에서 관리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FMEA는 시스템 접근방식을 취한다. 즉, 하드웨어 고장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응답과 

비정상적인 소프트웨어 작업이 하드웨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소프트웨어에서 FMEA를 

수행하여 다음을 식별할 수 있다.

숨겨진 고장 모드, 시스템 상호작용 및 의존성
 

예상치 못한 고장 모드
 

언급되지 않은 가정
 

요구사항과 설계 간의 불일치
 

  SFME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SFMEA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위의 결과를 모두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클린 시스템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
 

  SFMEA를 수행할 때 팀의 다른 구성원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누구도 모든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이해할 수는 없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자/엔지니어가 분석 

결과를 검토하도록 한다. 그들의 관점은 숨겨진 가정을 발견하거나 요구사항 또는 설계 요소로 

이어진 생각(thought)의 과정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FMEA가 만능은 아니지만, 

베팅을 헷지(hedge)하는(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수단이 된다.

D.3 SFMEA 이슈
 

  SFMEA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SFMEA 기법이 다음과 

같다는 것이 문제이다.

❉ 시간이 많이 걸림
 ❉ 지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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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으로 직접하는 방식(지금은 그러함)
 ❉ 분석가의 지식에 따라 다름
 ❉ 문서의 정확도에 따라 다름
 ❉ 완전하지 않은 고장 모드에 대한 의심스러운 이점
 ❉ 한 번에 하나의 고장만 고려(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고장이 아닌)

 

  이 기법에서 가장 큰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요구사항 및 설계 분석이다. 이 기법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  등) 측면

에서 노력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일부는 이 기법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 최종적으로 더 크고 세부적인 프로젝트 및/또는  

시스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기법은 수명주기에서 초기(요구사항 및 설계)에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하다. 컴포넌트와 컴포넌트의 논리적 관계가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 후반부에 SFMEA를 사용

하는 것이 더 쉽지만, 이 시점(예: 상세 설계 및 구현)에서는 요구사항이나 설계에 향을 주기

에는 너무 늦고 비용이 많이 든다. 프로젝트 초기에 하위 수준의 컴포넌트는 추측한 것이고 나중에 

틀릴 것일 수 있지만, 이 추측을 사용하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검사 준비가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 기법은 분석가가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기법을 사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끄집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된 시스템

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진 더 많은 검토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것 외에도, 백그라운드가 다양하면 변경이 모든 조직에 미치는 향을 더 예리하게 인식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화는 이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문서를 리뷰할 때 다양한 

유형의 리소스(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드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운  담당자 등)를 

활용하여 리뷰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관점이 적용되도록 한다. 분명한 이점은 여러 각도에서 비판한 

결과로 인해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일하지 마라! 의사소통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SFMEA 기법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 다음의 모든 역에서 안전-필수 측면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

단일 고장 분석(Single Failure Analysis)
 

다중 고장 분석(Multiple Failure Analysis)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설계
 

상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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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SFMEA 프로세스
 

그림 D-1

  FMEA 분석은 맨 아래(“엔드” 아이템)에서 시작한다. 그림 D-1은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서브시스템을 보여준다. 로직(and와 or)은 이 블록다이어그램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엔드 아이템은 압력 센서와 온도 센서이다. 이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고장이 

시스템을 통해 전파되어 위험한 사건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소프트웨어 FMEA는 하드웨어 FMEA의 절차와 동일하며, 하드웨어 FMEA 절차에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대체한 것이다. 시스템/신뢰성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에 익숙하거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FMEA 팀에 포함된 경우 시스템 FMEA에 소프트웨어 FMEA가 포함될 

수 있다. MIL-STD-1629는 널리 사용되는 FMEA 절차이며 본 부록은 이를 기반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FMEA(고장 모드 및 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을 식별한다.

프로젝트/시스템 컴포넌트
 

기본 규칙, 가이드라인 및 가정
 

기능 및 인터페이스의 잠재적인 고장 모드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의 각 고장 모드
 

고장/결함 감지 방법 및 보상하기 위한 대책
 

고장/결함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수정 설계 또는 조치
 

수정 사항의 향
 

D.4.1 프로젝트/시스템 컴포넌트 식별
 

  엔지니어는 프로젝트, 시스템 및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하며 분석을 수행할 때 “큰 그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좁은 관점으로는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 특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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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다른 백그라운드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라.
 

  FMEA를 수행할 때 “무엇에 대해” 작업하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첫 번째 순서

이다. 여기서 “무엇”은 프로젝트, 시스템, 서브시스템, “유닛” 또는 다른 퍼즐에 일부일 수 있다. 

프로젝트가 개발 수명주기(요구사항, 설계, 구현)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문서가 

있을 것이다(그렇길 바란다). 문서가 부족하면 조사 작업을 해야 한다. 종종 요구사항 또는 설계

에 대해 소프트웨어 팀이 작성한 세미-포멀한 문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공식 요구사항이나 설계 

문서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폴더”를 찾아서 개발자와 이야기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라. 

문서가 거의 없다면 개발자 (및 프로젝트 관리, 하드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담당자 등)와 인터뷰 

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스템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시스템을 아주 작은 크기로 분해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서브시스템으로, 서브시스템을 컴포넌트로 나눈다. 이 프로세스는 시스템, 기능 또는 

객체의 블록으로 구성된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 다이어그램으로 시작한다. 시스템의 각 블록은 

블록(서브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자체 다이어그램을 갖게 된다. 작업량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 수행할 필요는 없다! 모든 서브시스템에 대해 최하위 

수준까지 상세히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서브시스템에 대해 추가 분류가 필요할지 결정하는 데에는 

경험이 필요하다. 의심스러운 경우 서브시스템 또는 컴포넌트에 가장 익숙한 프로젝트 구성원과 

대화하라.
 

  요구사항 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컴포넌트는 기능 또는 문제 도메인일 수 있다. 예비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는, 기능, 컴퓨터 소프트웨어 형상 아이템(CSCIs) 또는 객체/클래스가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 CSCIs, 유닛, 객체, 인스턴스 등은 상세 설계 단계에 사용될 수 있다.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표시하는 논리 기호를 사용하여, 생성한 “블록”을 다이어

그램에 통합한다. 시스템, 작동 방식, 그리고 각각이 서로 관련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의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에 어떻게 향을 미치며 어떻게 시스템을 통해 최상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고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다이어그램은 당신과 분석가가 

정보를 종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팀의 다른 구성원과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때 “공통된 

기반”을 갖게 한다. 그들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유효성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D.4.2 기본 규칙

  SFMEA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 규칙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옳고 그른 규칙은 없지만 어떤 

것을 고장으로 간주할지, 어떤 종류의 고장이 포함될지, 그리고, 결함 감내성 수준 및 기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샘플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고장 모드는 적절한 세부 수준(컴포넌트, 서브시스템 및 시스템)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2. 각 실험의 미션을 평가하여, 얼마만큼의 분석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3. 인터페이스 간의 고장 모드 전파는 사용 가능한 문서를 기반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

될 것이다.
 

  4. 소프트웨어(코드) 결함으로 인한 고장 또는 결함은 상세 설계 과정에서 기능 및 객체 레벨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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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적 오류로 인한 고장 모드는 이 FMEA에 포함되지 않는다.
 

  6. 하드웨어 아이템 고장 모드의 치명도 분류는 최악의 잠재적 고장 향에 기초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7. 동일한 환경(위치만 다름)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아이템은, 고장 모드 효과가 

동일하다면 워크시트에 한 번만 문서화한다.
 

  8. 연소실 및 가스 실린더와 같은 격납 구조를 분석한다.
 

  9. 방출된 가스가 연소 전 가스(예 : 인화성, 독성, 02 depletion)인 경우, 단일 폐 가스병에 

담긴 내용물의 방출은 어떤 종류의 위험도 일으키지 않는다.
 

  10. 고장 모드 및 향 분석에서 제외되는 아이템은 튜빙, 마운팅 브라켓, 2차 구조물, 전기 

배선 및 전자기기함(electronic enclosure) 이다.
 

  기본 규칙 외에도 당신이 만든 가정을 식별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포트의  

예상 데이터 속도와 같은 일부 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 있다. 만약 가정이 틀렸

다면, 가정을 조사했을 때 가정이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며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때로는 

매우 자명하게). 가정에 대한 이러한 조사는, 당신이 생각하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나   

시스템이 결함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른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정을 작성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 않도록 한다. 모든 가정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적어 

놓지 않는 한 “아무것도 가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단 가정이 문서화되면 그 가정은 추후   

추가적인 검토과정에서 더 탐구할 주안점 역할을 할 것이다.
 

  뻔한 것을 넘어,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라. 프로젝트 전체를 살펴본 다음 조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가정, 제한사항 및 불일치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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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2

  그림 D-2는 가정을 인식하고 문서화하며, 실제 상황은 어떤지 파악하고, 향후 레퍼런스를 위해 

가정을 명확히 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D.4.3 고장 식별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컴포넌트로 나누고, 기본 규칙을 만들고, 가정을 문서화했다면, 

이제, 발생 가능한 고장(possible failure)을 식별해야 한다. 고장은 기능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음), 잘못된 데이터 또는 하드웨어 오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응답일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와 관련일 것일 수도 있다.
 

  기능적인 고장은 예비 위험분석(PHA)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위험원 분석(서브시스템 위험분

석 포함)을 통해 도출된다. 이 목록에는 하드웨어 아이템이 있을 수 있다. 이 분석은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의 관계를 살펴본다.
 

  보호가 필요한 기능을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에는 “MWF(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기능)”과 “MNWF(절대 동작해서는 안 되는 기능)”이 있다. 고장은 하위 수준 소프트웨어 유닛

에서 이러한 기능 중 하나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다루어야 할 인터페이스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그 어떤 측면보다 

인터페이스에서 확인된 문제가 더 많다고 한다.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함수 호출, 

프로세스 간 통신 등), 소프트웨어-하드웨어(예: 디지털-아날로그 포트를 지정된 전압으로 설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예: 소프트웨어가 온도 센서를 읽음) 또는 하드웨어-하드웨어이다. SFMEA는 

하드웨어-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룬다. 하드웨어-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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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FMEA에 포함된다. 인터페이스에는 상태 또는 운  모드 간의 전환도 (일부) 포함된다.
 

  시스템을 살펴보면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 그러한 가정들을 기록

하라.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때로는 추측이 필요

하다. 다시 말하지만, 문서로 적고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라. “다른 사람들”에는 당신의 전문 분야 

이외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신이 소프트웨어 전문가라면 안전 및 시스템 전문가와 상의

하라. 당신이 안전 전문가라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신뢰성 전문가와 상의하라.
 

D.4.3.1 시스템의 일부로서의 정상 동작에 대한 검사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에는 설계된 대로 수행되고 알려진 문제 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결함 감내성 및 고장 대응(시스템에 설계된 경우)이 포함된다. 시스템은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된다(그렇길 바람). 한편, SFMEA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고장을 

일으키는 역을 찾는다.
 

  이 단계는 소프트웨어가 고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식별한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기 위한” 제품의 충분함 또는 부족함을 확인하는데, 이것은 제품 개발자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당신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시스템 작동을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 엔지니어와 작업하고 의사소통해야 할 수 있다. 시스템 

엔지니어 또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의사소통해야 하며, 둘 모두, 안전 및 소프트웨어 보증

(SA) 담당자와 의사소통해야 한다.
 

  시스템 또는 기능의 일부로서의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동작은 SFMEA의 이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D.4.3.2 소프트웨어 결함의 가능한 영역 식별

  발생 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을 검사할 역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샘플링 속도(rate). 샘플링 속도가 허용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더 빨리 변경되거나, 

샘플링 속도가 실제 변경 속도에 비해 너무 높아 불필요한 데이터로 시스템이 방해받을 

수 있다.
 

 데이터 충돌. 데이터 충돌의 예로는 여러 프로세서가 LAN을 통해 동시에 전송하는 것, 

레코드가 수정되면 안 되지만 유사성 때문에 레코드가 수정되는 것, 여러 사용자가 체계적

이지 않은 방식으로 테이블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있다.
 

 명령 실패.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수신되지 않는다.
 

 잘못된 명령 순서. 장비가 작동 상태로 가기 위한 명령 방식에 대한 순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층 사무실 건물의 공기 처리 장치를 켜기 전에 바닥으로 가는 덕트 작업을 

위한 댐퍼를 열고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댐퍼를 여는 것이 좋다.
 

 허용되지 않은(illegal) 명령. 전송 문제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인식할 수 없는 명령이 

수신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현재 상태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명령이 수신될 수도 있다.
 

 타이밍. 댐퍼, 특히 큰 댐퍼를 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타이밍이 중요하다. 공기 

핸들러를 조기에 켜서 외부 공기 댐퍼가 파열(흡입)되거나 공기 공급 댐퍼가 폭발하지 

않도록 시간 지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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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모드. 때로는 시스템(소프트웨어가 있거나 없을 수 있음)을 모든 것이 안전한 모드

(즉, 아무것도 녹거나 폭발하지 않음)에 두어야 한다. 또는, 소프트웨어가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시스템을 위험이 없는 모드로 유지해야 한다. 
 

 다수의 이벤트 또는 데이터. 짧은 시간 내에 동일한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값을 사용하는가? 두 번째 값을 사용하는가?
 

 일어날 법하지 않은 것. 엔지니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정말로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고장과, 가능성은 적지만 

일어날 수 있는 고장을 구별하라. 계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소프트웨어에서 시스템 또는 서브시스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다. 모든 

소프트웨어 결함이 시스템 고장이나 셧다운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이러한 고장이 안전에 치명

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유형의 결함이 있지만,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때 이러한 것들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D.4.3.3 가능한 고장 모드

  부록 D.4.8의 이벤트 테이블 및 데이터 테이블에서 가능한 고장 모드 및 향을 식별한다.
 

  고장 모드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 오류/설계 결함(flaws)

    고장 난 센서가 소프트웨어를 잘못된 경로로 유도함
 

    센서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음 - 하드웨어가 수행하는 작업을 모름
 

    막힌 밸브 또는 다른 액추에이터
 

소프트웨어

    메모리 덮어쓰기됨(부족한 버퍼 또는 부족한 처리시간)
 

    입력 파라미터 누락, 잘못된 명령, 잘못된 출력, 범위를 벗어난 값 등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의 예상치 못한 경로가 선택됨
 

운영자

    실수로 입력한 알 수 없는 명령, 잘못된 시점에 입력한 정상(proper) 명령
 

    요구된 시점에 명령을 내리는 데 실패함
 

    지정된 기간 내에 오류 상태에 응답하는 데 실패함
 

환경

    감마 방사선
 

    EMI
 

    하드 드라이브 안의 고양이 털
 

    전력 변동



NASA-GB-8719.13 (한글판)330

D.4.3.4 밑(bottom)에서부터 시작하기 

  이전에 생성한 블록다이어그램으로 돌아가자.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컴포넌트를 

살펴보고 해당 컴포넌트의 고장(고장 모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이 상위 컴포넌트에 미치는 

향을 파악한다. 
 

  이 컴포넌트의 향과 향을 받는 모든 컴포넌트의 향을 다음의 더 높은 상위 수준에서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모든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긴 과정이다. 그러나 안전-필수 부분이 시스템에서 상당히 격리되어 있다면 분석가는 

시스템에서 크리티컬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만 살펴볼 것이다. 이는 이 분석이 상세 

설계 및 구현 단계/버전에서 수행될 때도 적용된다. 요구사항 및 예비 설계 단계의 경우 시스템은 

더 추상적이다(그래서 더 작고 관리하기 쉽다).

D.4.4 각 고장의 결과 식별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정의된 결함/고장의 향(결과)이다. 또한, 고장/결함의 치명도(criticality) 

또는 심각도(severity)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FMEA 프로세스에서는 안전 관점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뢰성도 고려해야 할 

때이다. 안전, 신뢰성과 마찬가지로 다음을 살펴본다.

 심각도(severity)는 재앙적(catastrophic), 치명적(critical), 보통(moderate) 또는 무시할 수 

있음(negligible)일 수 있다.
 

 발생 가능성(likelihood of occurrence)은 발생 가능성 있음(probable), 종종 발생함

(occasional), 발생 가능성 낮음(remote), 발생 가능성 없음(improbable)일 수 있다. 
 

  리스크 지표는 1에서 5까지로 정의되며 1은 적용불가(허용되지 않음. 즉, 요구사항 또는 설계 

변경을 해야 함)로 정의된다. 치명도(criticality) 카테고리에는 컴포넌트나 기능이 다중화되어  

있는지 또는 컴포넌트나 기능이 단일 고장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인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다.
 

  각 프로젝트 및 센터에 따라 심각도 수준 및 리스크 지표 순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전문적인 최고의 추측(최고의 엔지니어링 판단)인 만큼 과학처럼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뢰성의 치명도 카테고리와 안전 리스크 인덱스 간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치명도 카테고리 상대적인 안전 리스크 지표

1 – 인명 또는 차량 손실과 같은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단일 고장 지점.

1단계~2단계

1R – 모두 실패할 경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다중화 컴포넌트/아이템 

1단계~2단계

2 – 일정 수준의 임무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단일 고장 지점(실험 데이터의 손실)

2단계~3단계

2R – 모두 실패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임무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다중화된 아이템(실험 
데이터의 손실)

2단계~3단계

3 – 기타 모든 사항 4단계 및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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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5 감지 및 보상
 

  이 단계에서는 위험한 상태를 감지(detect)하기 위해 시스템이 사용하는 방법과 상태를 보상

(compensate)할 수 있는 시스템의 대책(provision)을 식별해야 한다.
 

  각 고장 모드에 대해 결함/고장 감지 방법을 식별해야 한다. 고장 감지 메커니즘이란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 상태에서 운 자에 의해 또는 어떠한 진단을 통해 고장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하드웨어의 고장 감지는 센싱 장치 또는 계측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전송된 신호, 데이터 또는 메시지, 메모리 검사, 초기 조건 등에 대한 오류 감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각 고장 모드에 대해 보상 조항을 식별해야 하거나, 위험한 고장이 아니라면 리스크를 수용해야 

한다. 보상하기 위한 대책은 설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고장을 우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운 자 조치일 수도 있다. 이 단계는 고장에 대한 내부 오작동이 있는 경우, 아이템이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기록하는 데 필요하다. 설계적인 대책은 다중화 아이템일 수 있고, 안전한 작동을 

지속하기 위해 허용한, 축소된 기능 형태일 수도 있다. 운 자 조치는 시스템을 정해진 순서대

로 셧다운 하라는 운 자 콘솔의 알림일 수 있다.
 

  예: 고장은 정전(하드웨어 오류)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또는 다른 데이터의 덮어쓰기(소프트

웨어 오류)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다.
 

  감지: 크리티컬한 소스 및 CPU가 UPS(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에 의해 백업되거나 백업되지 

않을 수 있다. 전원이 끊겼으며 시스템이 예비전력(백업소스) 하에 있음을 감지한다. 시간 x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하나의 감지 스킴(scheme)이 될 수 있다.
 

  이 고장에 대한 보상: 해당 데이터에 대한 다른 소스가 있는가? 그것을 다시 읽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의심스러운 것으로 표시하거나 폐기한 다음 정상적인 데이터가 덮어쓸 때까지   

기다리는가? UPS, 배터리 백업, 예비 전원 공급 장치를 갖는 것은 어떤가? 물론 이것들은 모두 

하드웨어적인 답변이다. 소프트웨어가 데이터가 의심스러울 수 있는지 감지하고 태그를 지정  

하거나 토스하고, 새 입력을 기다리며, 새 입력을 요청하고, 대체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전 데이터에서 계산(추정) 등을 할 수 있는가?
 

  입력 데이터가 예상보다 빨리 들어와 처리되기 전에 이전 데이터를 덮어쓰면 어떻게 되는가? 

이 시스템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소프트

웨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40개의 소스에서 데이터 입력을 순환적으로 수신한 다음, 부분적인 

실패 또는 유지관리 모드로 인해 이제 20개의 소스만 순환되고 토큰이 2배 더 빠르게 전달된다면, 

증가된 데이터 속도를 버퍼가 처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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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6 설계 변경
 

  재앙적인(catastrophic) 위험원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FMEA가 수행되기 전에 제거되거나 

완화된다.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재앙적인 또는 치명적인 위험원을 SFMEA로 발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그 이상을 포함한

다. 하드웨어 설계뿐만 아니라 향후 운  시나리오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원은 

즉시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원이 식별되면 일반적으로 제거되거나 완화된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가 수정 조치

(corrective action)이다. 이 수정 조치는 문서화 된 새로운 요구사항, 설계, 프로세스, 절차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단 구현되면 고장 또는 위험원을 수정하기 위해 분석 및 검증해야 한다.
 

  크리티컬한 위험원이 확인되면 프로젝트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수정 조치 식별
 

설계 변경 확인
 

변경 사항 검증
 

종료까지 모든 변경사항 추적
 

  변경이 완료되면 새로운 위험원이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D.4.7 수정 변경(Corrective Changes)의 영향
  

  수정 조치는 일정, 설계, 기능, 성능, 프로세스 등에 향을 미친다. 수정 조치로 인해 소프트

웨어 설계가 변경되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부 부분이 향을 받는다. 수정 조치가 운 자의  

시스템 사용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더라도 향을 미친다.
 

  변경사항이 시스템 또는 운  절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그것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

으로) 부정적인 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필수 기능 또는 컴포넌트에 새로운 고장 모드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종 수정으로 인해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안전-필수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설정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검증 절차가 향을 받는   

역을 커버하는지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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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8 예제 양식
 

  이 워크시트는 시스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개발된 

데이터를 정리하기에 좋은 양식이다. ID 번호는 도면 번호, 작업 분류 구조 번호, CSCI 식별 

또는 기타 식별 값일 수 있다.

 

FMEA 워크시트
 

아이템 설명 ID# 서브시스템 
컴포넌트

로컬 
고장 모드/영향

시스템 영향 치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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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요소가 식별되면 이 워크시트에 나열하고 기능을 식별한다. 

 

컴포넌트

아이템
설명

ID# 기능
고장
모드

로컬 
영향

시스템 
영향

탐지
가능성

치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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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FMEA의 경우 데이터 테이블은 분석 중인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성능에 대해 

잘못된(bad) 데이터가 미치는 향을 나열하는 데 사용된다. 데이터 아이템은 입력, 출력,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저장, 실행, 전달, 수신 또는 조작된 정보일 수 있다. 데이터 결함 유형은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 누락된 데이터, 순서를 벗어난 데이터, 덮어쓰기 또는 잘못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결함(flaw)이 나타나는 방식(잘못된 데이터)을 말한다. 

 

SFMEA 데이터 테이블
 

모드 데이터 
아이템

데이터 결함 유형 설명 영향
(로컬 및 시스템)

치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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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테이블은 수행 중인 이벤트의 향을 나열하는 데 사용된다. 이벤트 아이템은 소프트

웨어 내에서 또는 하드웨어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벤트는 

예상되고 정확하거나, 예상되지만 부정확하거나, 예상되지 못하고 부정확하거나, 예상되지 못했지만 

정확한 동작일 수 있다. 이벤트 결함 유형은 로컬(컴포넌트) 또는 시스템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유형에는 중지(비정상적인 종료), 누락(이벤트 발생 실패), 잘못된 논리/이벤트 또는 타이밍/

순서(잘못된 시간 또는 순서 위반)가 포함될 수 있다.

 

SFMEA 이벤트 테이블
 

모드 이벤트
아이템

이벤트 결함 유형 설명 영향
(로컬 및 시스템)

치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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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요구사항 상태 머신(RSM, Requirement State Machine)

E.1 상태 머신의 특성

  상태 머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오토마타 이론에서 볼 수 있는데, 상태 머신에 대한 표기

법(notation)과 한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속성만 다루고 있을 것이다. 상태 머신

에서는 그래프 이론 표기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상태 머신은 상태(state)와 전이(transition)로 

구성된다. ‘상태’는 기계의 상태를 나타내며, ‘전이’는 상태 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이는 방향

(화살표로 표시됨),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방향 흐름을 나타낸다. 전이에 라벨링되어 

있는 트리거 또는 입력값에 의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이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출력은 상태 머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상태 머신 모델은 다른 수준의 계층 구조를 추상화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모델은 크기와  

논리적 응집성을 고려하여 파티션된다. 실질적인 이해가능성을 고려하 을 때 최상단 수준의 모델은 

최대 15-20개의 상태를 가져야 한다. 차례로, 원래 다이어그램에서의 각각의 상태는 (구조적  

분석/구조적 설계 방법론의) 데이터 흐름도/제어 흐름도(DFD/CFD)의 버블과 유사한 방식으로 

필요한 상세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다. 하위 수준 중 하나인 RSM 모델에는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양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각 다이어그램의 상태에 대해 번호를 매기고 다음 속성 중 하나로 분류한다: 패시브(Passive), 

스타트업(Startup), 세이프(Safe), 언세이프(Unsafe), 셧다운(Shutdown), 스트랜디드(Stranded), 

해저드(Hazard) (그림 E-1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의 예 참조). 상태 머신이 실행 가능한 시스템

(viable system)을 나타내려면 다이어그램이 특정 속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후반에 설명한다.

  패시브(passive) 상태는 비활성 시스템을 나타낸다. 즉,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단, 이 상태

에서 입력 센서는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스템의 모든 다이어그램에는 하나 이상의 패시브 

상태가 포함된다. 패시브 상태에서 언세이프 상태로 전이될 수 있다.

  스타트업(startup) 상태는 시스템 초기화를 나타낸다. 출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스템은 (모든 

내부 변수가 알려진 값으로 설정되는) 스타트업 상태로 전이되어야 한다. 다른 상태로 전이하여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스타트업 상태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초기화에 실패하면 

타임아웃이 설정되고 언세이프 또는 패시브 상태로 전이되도록 정의할 수 있다. 

  셧다운(shutdown) 상태는 시스템의 최종 상태를 나타낸다. 이 상태는 상태 시스템이 작동  

되기 시작한 후 패시브 상태로 가는 유일한 경로이다. 모든 시스템에는 적어도 하나의 셧다운 

상태가 있어야 한다. 시스템을 종료하지 못할 경우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 있다. 타임아웃이 발생

하면 언세이프 또는 스트랜디드 상태로 전이될 수 있다. 셧다운 상태로의 전이가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즉, 셧다운 상태의 안전 속성을 규정한 요구사항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이 셧다운 된 경우에도 위험원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다. 



NASA-GB-8719.13 (한글판)338

그림 E-1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의 예

  세이프(safe) 상태는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나타낸다. 세이프 상태는 여러 주기에 걸쳐 자체적

으로 반복될 수 있다. 다른 세이프 상태로의 전이는 흔한 일이다. 시스템이 셧다운될 때에는  

언세이프 상태를 거치지 않고 세이프 상태에서 셧다운 상태로 전이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정의에 

따라 0개 이상의 세이프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세이프 상태에서는 해당 상태와 관련된 사고의 

리스크가 수용 가능하다는(즉, 매우 낮음) 속성을 가진다. 

  언세이프(unsafe) 상태는 사고의 전조이다. 보통 말하는, 컴포넌트의 장애 발생과 같은 시스템의 

오작동을 나타내거나 예기치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동작이 시스템에 표시되는 것들이다. 언세이프 

상태에는 시스템 관점에서 수용 불가한 정량화된 리스크가 있다. 시스템은 여전히 제어 가능한 

상태이지만 해저드 상태로 전이할 리스크가 증가한 것이다. 적절한 제어 조치를 통해 위험이 덜한 

언세이프 상태나, 이상적으로는, 세이프 상태로 복구(recovery) 할 수 있다. 세이프 상태로 돌아

가는 경로를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전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시스템에는 0개 이상의 언세이프 상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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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드(hazard) 상태는 시스템 제어를 상실하 음을 나타낸다. 이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손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복구 경로가 없다. 해저드 상태에서 손상 정도를 저지할 수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트랜디드(stranded) 상태는 시스템 셧다운 작업 중에 시스템이 상태 정보를 추적하지 못하고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 상태는 모델링된 시스템 또는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태에서 유일한 복구 방법은 전원을 켠 상태에서 재시작(restart)하는 것이다.

E.2 안전 상태 머신의 속성

  설계가 특정한 안전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상태 

머신 표현이 가져야 하는 특정 속성이 있다. 안전 주장(assertion)에 대한 기준은 논리적인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하며, 입력/출력 변수, 상태, 트리거 조건문(predicates), 출력 조건문, 출력   

관계에 대한 트리거, 전이를 참작한다. 

E.3 입력/출력 변수

  센서의 모든 정보는 RSM(Requirement State Machine)의 어딘가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센서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거나, 더 중요하게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에서 

누락된 것이다. 출력의 경우에 생성되지 않는 출력에 대한 적법한 값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동작에 

대한 요구사항이 생략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4 상태 속성

  RSM의 상태 속성은 그림 E-2 RSM 및 시그널 예제에 보인 체계에 따라 라벨링되어야 한다.

E.5 트리거 조건문

  시스템이 견고하다고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RSM이 모든 시스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RSM에 대해 2가지를 

정의할 수 있다. 

1) RSM의 모든 상태에는 가능한 모든 입력에 대한 정의된 동작(전이)이 있다.

2) 가능한 모든 입력 조건문 중 하나 이상의 입력 조건문은 모든 상태에서 전이를 트리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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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2 RSM 및 시그널 예제

상태 12는 상태 13으로 저온 시그널을 출력한다. 컨트롤 게이트2는 

온도 S1이 상태 12로 들어가는 흐름을 제어하는 트리거이다.

이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저온 : = 온도 S1 ≤ 컨트롤 게이트 2가 높음인 임계값

  지정된 시간 내에 입력이 없는 경우 모든 상태에는 (작업을 트리거하는 타임아웃과 같은)   

정의된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상태 머신은 입력 데이터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취해지는 조치를 

표현할 수도 있다. 예외 처리와 같은 낮은 수준의 기능은 구현에 필요한 기능일 수 있다.

  기본적인 정확성 검사를 위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은 입력 데이터의 범위 검증(range check)

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계산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범위 검사는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지만 잘못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다. 명백하게, 입력 데이터가 범위를 벗어

난다면, 우리는 불량 센서 또는 불량 데이터 통신 매체12를 식별한 것이다.

  RSM 기법은 두 개 이상의 독립 레인을 포함하는 결함 감내성 시스템(fault tolerant system)을 

분석할 때 한계가 있다. 다중화 시스템에서 임계값 로직을 사용하면 다른 종류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역은 다른 센서에서 오는 입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임계값 로직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센서에서 읽은 값은 특정 비율만큼 다르다. 센서는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보정되지만, 다음 상황 중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1) 

12 세 번째 가능성도 있다: 데이터는 실제로 유효할 수 있지만, 시스템 또는 환경 상태에 대한 이해가 불
완전하고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예: 남극 대기의 오존 손실에 
대한 데이터는 지상 관측으로 이 상황을 확인할 때까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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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레인에서는 임계값 미만의 값이, 다른 레인에서는 임계값 초과 값이 있는 경우, 임계값은  

시스템의 한 레인만을 트리거하고 다른 레인은 트리거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어 법칙에 따라 

입력을 처리하 지만 양적 및 질적으로 다른 제어 조치가 만들어진다. 이런 효과를 피하려면, 

이러한 잠재적으로 혼란스러운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데이터 소스에서 보팅(voting)을 한다. 

완전히 이중화된 듀얼 레인 시스템의 경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오류가 실제로 없다면, 각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RSM은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지만, 이는 프로토타이핑 또는 더 나쁜 경우 코딩이 수행되기 전에 설계 시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슈이다.

  타이밍 문제는 실시간 시스템 장애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타이밍 문제는 일반적으로 타이밍이 

잘못 지정되었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경합 조건(race condition)이 발생하여 원하지 

않는 이벤트가 원하는 시퀀스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모든 실시간 데이터는 시간의 상한과 

하한을 가져야 한다. 경합 조건은 시스템 로직에서 이벤트가 의도한 시간보다 빨리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동기화되거나 순서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벤트의 

병렬 진행을 허용할 때 발생한다. 시퀀스 로직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는 별개의 얘기이다. 

  입력을 처리하는 능력을 용량(capacity)이라고 하고 다양한 유형의 입력을 처리하는 능력을 

부하(load)라고 한다. 실시간 시스템에는 용량과 부하에 대한 최소/최대 스펙이 있어야 한다.  

견고성(robustness)을 위해서는 용량 제한(limit)이 위반됐을 때의 오작동을 감지하는 시스템의 

능력이 필요하다. 용량 제한은 종종 시스템이 작업부하(workload)(예: CPU 실행시간, 메모리 

가용성 등)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석이 필요한 인터럽트와 

연결된다. 부하는 여러 입력 유형을 포함하며 용량보다 더 포괄적인 측정값이다.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 부하 제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시스템이 견고하려면 최소 부하 스펙과 최대 

부하 스펙이 지정되어야 한다(실시간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에 특정 기간의 입력이 있다고 가정

했을 때). RSM용으로 개발된 용량 및 부하 제약사항(constraints)은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해 

그리고 연이은 최종 시스템 구현에 있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 요구사항은  

안전에 향을 미친다. 주기적인 용량 및 부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기능은 기본적인 

안전 속성이다. 시스템이 작업 부하를 처리할 수 없으면 프로세스 제어가 적시에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E.6 출력 서술절

  출력의 유효 시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RSM이 생성될 때는 모르는 것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제약사항은 구현하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RSM의 어딘가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입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출력에는 값이 있어야 하고 상한 및 하한 타이밍 경계가 지정되어야 한다.   

출력 용량(capacity)은 액추에이터가 응답하는 능력에 의해 제한된다. 입력에 대한 반응 빈도와 

출력 메커니즘이 반응할 수 있는 용량 사이에는 호환성(compatability)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타이밍 분석을 수행하여, 잠재적인 최악의 입력 및 출력 속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에서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력 데이터가 유효하려면 입력 데이터가 

유효한 시간 범위에 속해야 한다. 제어 결정은 오래된 데이터가 아니라 시스템 현재 상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력 계산 과정에서 출력 생성의 지연은 허용 대기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출력 타이밍 문제의 예로 F-18 전투기 사고가 있다. 날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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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된 미사일이 점화 후 발사대에서 분리되지 않았는데, 로켓이 미사일을 날개에서 분리해내기에 

충분한 추진력을 쌓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미사일 고정 장치(missile retaining mechanism)를 

닫으라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이다. 항공기가 격렬하게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지만, 미사일  

연료가 마침내 소모되어 충돌 전에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

E.7 저하 모드(Degraded Mode) 운영

  시스템이 할당된 시간 내에 작업 부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거나, 예상치 못한 오류 처리로 

인해 프로세서 리소스가 소모되고 정상적인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 시스템은 

적절한(graceful) 방식으로 성능 저하되어야 한다. 점진적 성능 저하(graceful degradation)에 대한 

응답으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 중요하지 않은 인터럽트를 마스킹 • 정확성 및/또는 응답시간 감소

• 경고 메시지 생성 및 로깅 • 입력 속도를 늦추기 위해 외부로 시그널

• 처리 부하 감소(핵심 기능만 실행) • 사후 이벤트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머신 상태 추적

• 에러 핸들링

  위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구현하는지는 응용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에 특화된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다.

  부하 버림(shedding)이 있는 경우, 원래의 RSM과 비교했을 때 모든 가능성에서 다른 속성을 

가지는 저하 모드 RSM이 존재한다. 최대치로(fully) 운 되는 시스템의 RSM에 대해 수행된 것과 

동일한 분석이 저하된 모드 RSM에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기능 및/또는 정확도를 감소시키는 성능 저하를 구현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속성을 가진 상태 머신으로의 전이로 인해(그로 인해, 원래 RSM의 제어 법칙이 입력의 

정확도 또는 빈도 감소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음) 출력이 원활하게 전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운 자의 개입이 작업에서 필수인 시스템에서 이러한 충격은 운 자를 혼란스럽게 

하며, 운 자가 시스템의 동작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성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원칙

적으로 응답시간 제한이 만족된다면 급격한 변화보다는 예측 가능한 것이 더 좋다.

  저하 모드 운 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상 운 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의 명세가 필요

하다. 이러한 조건은 시스템이 정상 모드와 성능 저하 모드 사이를 계속 오가지 않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지연을 최소화하고 이상사항의 원인을 체크해야 한다. 

E.8 피드백 루프 분석

  프로세스 제어 모델은 컨트롤러에 피드백을 제공하여 조정된 변수나 내부 장애로 인한 상태 

변화를 알린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스템은 환경에 맞게 동작을 조정할 수 있다. RSM은 이러한 

피드백 정보가 사용되는지, 어떤 시그널이 활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피드백이 

없다면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요구사항이 잘못된 것이다. 입력의 변경으로 시스템의 응답을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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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고 그 응답이 너무 늦거나 너무 빠르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인지를 감지하기 위한 메커

니즘을 시스템 설계 시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히터를 켜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온도 

상승 곡선은 특정 허용 오차 내에서 이론적인 모델을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조치는, 최소한, 향후 분석을 위해 비정상인 것을 로깅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보 루프(servo loop)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검사는 기준 위치가 실제 

위치와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그 차이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어떤 형태의 제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명령을 내려도 실제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RSM은 제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모든 피드백 루프가 닫혀 있고 적절한 

제어 조치가 생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9 전이 특성

  요구사항에는 상태 간 전이에 관련된 명세도 포함될 수 있다. 특정 속성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속성은 필수로 가져야 한다. 즉, 초기 상태에서 

모든 세이프 상태로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요구사항의 모순이나 불필요한 

상태가 발생한다. 컴퓨터 제어 조치의 결과로 세이프 상태가 언세이프 상태로 전이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자동화된(예: 컴퓨터가 제어하는) 시스템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해저드 

상태로 전이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운 자 조치를 고려하면, 

특정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주어졌을 때 앞에서 언급한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후자의 상황에서, 언세이프 상태로의/상태로부터의 전이에는 최소한의 시간만 걸리며   

시스템이 결국 세이프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이 오류 조건이나 예기치 않은 입력으로 인해 언세이프 상태가 되면 시스템은 이전  

상태보다 리스크가 낮은 다른 언세이프 상태로 전이될 수 있다. 모든 해저드 상태로부터의 전이

가 결국 세이프 상태로 끝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낮은 가능한 리스크로 전이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모든 RSM 다이어그램이 본질적으로 

세이프 머신, 즉 위험한 상태가 없는 머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델링 프로세스의 

주요 장점은 RSM의 분석을 통해 수명주기 초기에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목표와 과제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를 내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견고한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모든 언세이프 상태에 대해 모든 소프트 및 하드 장애 모드가 

제거되어야 한다.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상태 체인 내의) 하나 이상의 상태에서 입력이 필요하고 

해당 입력을 수신하는 기능의 손실로 인해 잠재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제약을 받게 되면 소프트 

장애 모드가 발생한다. 하드 장애 모드는 소프트웨어 장애 모드와 유사하지만, 체인의 모든 상태

에서 입력이 필요하고 입력의 손실이 출력을 제약하게 된다는 점만 다르다.

  시스템이 되돌릴 수 있는 명령을 허용한다면 명령으로 인해 상태가 전이될 때마다 역방향  

명령을 통해 이전 상태로 다시 전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상태에 있을 때, 입력 시퀀스는 

명령 비활성화를 트리거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알람이 경고(warning)를 가리키고 

트리거 조건이 더 이상 참이 아니라면, 경보도 멈추어야 한다(만약 적절한 운 자 승인 조치가 

필요할 때 수행되었다면). 상태 전이는 항상 다른 상태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셀프 

루프가 허용되지만, 결국 모든 실시간 시스템은 다른 기능을 시작하고 셀프 루프를 빠져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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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워치독 타이머는 셀프 루프에 대한 타임아웃을 캐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RSM 기법은 

이러한 제약사항을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구현 수준 세부사항을 지원하여 설계자를 돕는다.

E.10 결론

  위에서 설명한 RSM 기법은 오류 및 누락을 찾기 위한 분석 절차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개발 주기에 RSM 분석을 통합하는 것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하여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모든 안전 지향적인 방법론은 결과에 대한 분석가의 

품질에 의존하며 위에서 언급한 기법은 시스템의 안전 속성을 공식화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다.

  RSM 기법이 100% 안전한 시스템의 설계를 보장한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일부 

결함(주로 누락 결함)은 발견되지 않겠지만, 이 방법론의 가치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적절히 

조합되어 분석을 수행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많은 결함이 명백해 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최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복잡도로 인해 인적 오류로 인한 설계 오류가 비선형적으로 증가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테스트가 결함의 부재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 수명주기

에서 가능한 한 빨리 RSM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RSM 방법론은, 시스템 안전  

고려사항과 함께 적용하면, 시스템에 대한 결함의 향과 결과를 부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단계가 된다. RSM 모델이 견고하고 설계가 이전 섹션의 기준을 따랐음을 나타낼 수  

있다면 시스템이 수명주기의 다음 단계를 넘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마일스톤이 

완료된 것이며, 개발자는 (요구사항의 핵심 세트를 충족시키는) 높은 수준의 모델을 갖게 될  

것이다.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RSM 모델은 실제 시스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뷰를 제공하는 데 사용

되며, 상태를 더 상세화하면 구현 세부사항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다음, 이전 

섹션에서 공식화된 규칙과 비교하여 이 모델을 체크한다. 규칙에서 벗어나면 추가 위험이 수반

되므로 이 추가 위험을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이 문서화 프로세스는 사후 프로젝트 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

  RSM을 사용하여 안전-필수 시스템의 속성을 조사하는 기법은 개발팀이 따라야 할 매우   

권장되는 방법이다. RSM의 안전 속성에 대한 검증(verification)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안전 및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간의 팀 작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복잡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RSM 분석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주요한 설계 제약  

사항이 개발 사이클의 후반까지 미뤄지고 상당한 비용 임팩트가 있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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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위험원 카테고리 위험원 소프트웨어 제어 예시

오염/부식 화학적 분해
화학적 대체/결합
습도
산화
유기물(균, 박테리아 등)
미립자
무기물(석면 포함)

하드웨어 센서(가스 크로마토
그래프, 입자 감지기 등)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수신한다. 프로
그래밍 된 리미트 레벨을 초과
할 경우 주의 및 경고등을 
활성화하고/또는 소스(source)를 
자동으로 셧다운하거나 팬을 
활성화한다.

방전/충격 외부 충격
내부 충격
정전기 방출
코로나
합선

액세스 도어가 열려 있는 동안
에는 전원이 켜지지 않도록 
한다. 진공 상태가 아닌 경우 
고전압을 비활성화 한다.

환경/날씨 안개
번개
강수량(안개, 비, 눈, 진눈깨비, 
우박)
모래/먼지
진공
바람
극한 온도

하드웨어 장치(입자 감지기, 
풍속 프로브 등)의 센서 판독기
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수신한다. 
프로그래밍 된 리미트를 초과
할 경우 하드웨어를 셧다운하도록 
명령을 전송한다.

부록 F 예비 위험분석(PHA)

F.1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접근법

  아래는 NPG 8715.3 부록-D에서 발췌하 다.

  “여러 면에서 PHA는 모든 안전 분석 및 시스템 안전 작업이 구축되는 기반이기 때문에, 안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 PHA에서는 설계 및 운  개념과 관련된 포괄적인 위험원을 문서화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추적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 위험원 및 관련 

리스크 목록(또는 위험원 카탈로그)에 대한 초기 틀을 만들 수 있다. 또한 PHA는 FMEA 및 

추가 위험원 분석이 필요한 안전-필수 시스템을 설계 단계에서 식별해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교훈이나 미스햅(mishap) 데이터, 유사한 시스템의 PHA, 공학적 판단을 사용하여 위험원,  

위험원의 원인 및 제어를 식별할 수 있다. 표 F-1 일반적인 위험원 체크리스트에는 몇 가지 일반

적인 위험원이 나열되어 있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열에는 소프트웨어가 위험원을 

제어하기 위해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다. 이러한 예시와 체크

리스트들은 단지 사고(thought) 과정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험원, 원인 및 제어의 모든 순열(permutations)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브레인스토밍 해야 한다.

표 F-1 일반적인 위험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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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위험원 카테고리 위험원 소프트웨어 제어 예시

화재/폭발 화학적 변화(발열, 흡열)
압력 및 점화원 존재하의 
연료 및 산화제
압력 유출/내파
고열원

온도 모니터링; 온도가 설정된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화재 
진압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충격/충돌 가속(중력 포함)
분리된 장비
기계적 충격/진동/음향
유성체/운석
움직이는/회전하는 장비

회전하는 장비의 위치를 모니터
한다. 정의된 리미트 내에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리미트 초과 시 움직임을 종료
한다.

거주 가능한 환경의 손실* 오염
고압
저산소 함량
저압
독성
저온
고온

하드웨어 장치의 센서 판독기
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수신한다. 
명령을 전송하여 밸브를 올바른 
순서로 작동시킨다.

병리학적/생리학적/심리학적 가속/충돌/충격/진동
대기압(높음, 낮음, 빠른 변화)
습도
질병
소음
모서리
수면 부족
가시성(광선, 표면 안개)
온도
업무량, 과도함

압력 및 변화율을 모니터링 
한다. 변화율을 설정된 리미트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압력 
시스템을 제어한다.

방사선 EMI
이온화 방사선(라돈 포함)
비이온화 방사선(레이저 등)

하드웨어 장치의 센서 판독기로
부터 데이터 입력을 수신한다. 
작동 시간 리미트에 도달하면 
고성능 안테나를 셧다운한다.

온도 극한 높은
낮은
변동됨

온도를 모니터링 한다. 온도가 
한계를 벗어날 경우 경고음을 
낸다.

 * 건강 문제는 산업 보건 담당자와의 조정이 필요함

 

F.2 위험원 식별

  전체 시스템에 대한 예비 위험분석은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수행되어 위험원과 위험한 

조건을 식별한다. 목표는 모든 확실한(credible) 위험원을 사전에 식별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하드웨어 주도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하드웨어 엑추에이터, 최종 향, 에너지원, 유발될 수 

있는 위험원을 고려한다. 식별된 각 위험원에 대해, PHA는 위험원의 원인과 후보가 되는 제어 

방법을 기록한다. 이러한 위험원과 위험원의 원인은 시스템 기능 및 고장 모드에 매핑된다.   

대부분의 크리티컬한 기능은 하나 이상의 시스템 제어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제어 기능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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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평가에서의 운 , 모니터링 및/또는 안전화(safing)를 포함한다. 제어 기능에서 시스템 고려 

시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 자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서브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능 안전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다루기 위해서는 시스템 기능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기능(MWF’s, Must work functions)

   2. “절대 동작해서는 안 되는” 기능(MNWF’s, Must not work functions)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기능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동작해야 하는 시스템의 측면

이다. 물론, 모든 시스템 요소가 원하는 기능을 위해 “동작해야” 하겠지만, 안전 관점에서는   

위험원 또는 다른 안전과 관련된 이벤트를 예방하기 위해 “동작해야 하는” 기능만으로 한정된다. 

“절대 동작해서는 안 되는” 기능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측면이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나 다른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및 “절대 동작해서는 안 되는” 기능의 예시는 아래에 설명한다.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및 “절대 동작해서는 안 되는” 기능은 종종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달라

진다. 어떤 기능들은 시스템의 상태 변경에 따라 하나의 기능이 다른 기능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시스템의 한 측면을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또는 “절대 동작해서는 안 되는” 기능으로 지정하려면, 

이러한 지정이 유효한 시점을 지정해야 한다. “용광로 문 열기”는 테스트 샘플을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동작해야” 하지만, 실험 중에 용광로가 최대 온도일 때에는 “절대 동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부 시스템 기능의 치명도(예: 안전-필수)가 시스템 명세 초기에 종종 정의되지만 불완전할 

수 있다. 이 치명도에는 보통 시스템 기능에 대해 반드시-동작해야 하는 형태로만 표현되며,  

종종 절대-동작해서는-안 되는 기능적 치명도는 누락된다. PHA는 모든 위험한 MWF뿐만   

아니라 MNWF도 정의한다.

  예:

   1. 과학 실험에 대한 시스템 치명도는 3(크리티컬하지 않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왜냐면,  

초기의 과학 실험 데이터의 손실이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

에서도 여전히 위험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지관리 과정에서 전원 공급 장치의 

예기치 않은 동작으로 감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 유지관리 과정에서 전원의 활성화는 

MNWF가 된다.

   2. 음압(진공)이 유지되지 않으면 실험에서 독성 가스가 유출될 수 있다. 음압을 유지하는 

것은 MWF이다.

   3. 항공교통관제시스템과 항공기비행제어시스템은 동일한 곳을 비행하는 두 항공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충돌 회피는 MWF이다.

   4. 우주선 로켓 모터가 STS 화물실에 있을 때 예기치 않게 점화될 수 있다. 우주선 로켓  

모터가 STS 화물실에 있을 때 모터 점화장치는 MNWF이다. 물론, 발사를 위해 모터가 

점화되어야 할 때에는 MNWF가 MWF로 된다. 

  PHA에서 식별된 기능이 시스템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를 수정하여 누락된 

기능의 제어를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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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예비 위험분석(PHA) 프로세스

1단계: 시스템 전문가와 안전 전문가는 제안된 시스템의 개념 및 요구사항을 검사하고 시스템 

레벨 위험원을 식별한다. 전원, 화학 물질의 사용, 기계적 구조, 시간 제약 등과 같은  

역을 고려한다(부록 F.2 위험원 식별 및 표 F-1 일반적인 위험원 체크리스트 참조).

2단계: 위험원의 원인을 식별한다. 일반적인 위험원 원인 카테고리에는 충돌, 오염, 부식, 감전/

손상, 폭발, 화재, 극한 온도, 방사선, 질병/부상 및 능력 상실이 포함된다. 각 위험원에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고장, 운 자의 오류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같은 원인이 최소  

한 가지 있다. PHA는 개발 과정에서 해당 시점의 시스템 정의에 기반하여 위험원 원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별해야 한다. 개발 초기에 이러한 카테고리를 리스크로 고려하면, 

이 카테고리로 인해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3단계: 각 위험원 원인에 대해 하나 이상의 위험원 제어를 식별한다. NASA 안전 표준은 종종  

특정한 위험원 원인에 대해 필요한 제어 방법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PHA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의 나중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 각  

제어 방법은 “실제 기능”-일반적으로 설계 특성(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이거나 

절차적 시퀀스이어야 하며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4단계: 각 위험원 제어에 대해 하나 이상의 검증 방법을 식별한다. 검증은 분석, 테스트, 데몬

스트레이션 또는 인스펙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검증 방법은 확립된 

NASA 안전 요구사항(예: 페이로드 안전 요구사항 NSTS 1700.1(V1-B))으로 정해진다.

  PHA를 수행할 때, 위험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는 위험원 발생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위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있다면, 나중에 위험을 제거하면 된다. 

지금은 창의적인 편집증 환자가 되어야 할 때이다. - 시스템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확인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각 시스템 위험원을 “위험원 보고서(Hazard Report)”에 기록한다. 좋은 예로 NASA Shuttle/ 

Payload 위험 보고서가 있다. 이 양식은 본 부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그림 F-1). 양식 작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NASA Payload Safety 홈페이지[http://wwwsrqa.jsc.nasa.gov/pce ]에서 부록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NPG 8715.3 NASA Safety Manual의 3장(시스템 안전)과 부록

-D(분석 기법)를 참고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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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보고서의 전형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위험 설명. 시스템 위험원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 방출을 제어하지 못해 미스햅

(mishap)이 발생하는 것이다. 

   · 안전 요구사항. 이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시스템 

수준의 요구사항이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소프트웨어 위험원 제어를 식별하여 소프트웨어 

기능을 더 상세화(flow-down) 할 수 있다. 

   · 위험원 원인. 이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fault 또는 defect)이다. 

소프트웨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o 문제를 감지하는 데 실패함

      o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실패함

      o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순서로 또는 프로그램이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 기능을 수행함

      o 잘못된 기능을 수행함

      o 기능을 불완전하게 수행함

      o 정보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함

   · 위험원 제어. 일반적으로 위험원 원인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 설계 형태로 구현된다. 위험원 

제어는 위험원 보고서에서 인용된 적용 가능한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립성과 고장 감내성이 필요하다면 위험원 제어 블록에서는 설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

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 위험원 감지 방법. 측정된 파라미터 값이 예상치 못한 값인지를 인지하여 위험 조건 발생이 

임박했음을 감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안전 검증 방법. 이는 각 위험원 제어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식별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분석, 테스트, 데몬스트레이션 또는 인스펙션이 포함된다.

   · 검증 상태. 이는 각 검증 항목의 예약된 또는 실제 시작 및 완료 날짜를 식별하고, 항목이 

진행 중인 상태인지 또는 종료된 상태인지를 식별한다.

  일반적으로 PHA를 통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문서는 예비 위험원 목록(Preliminary Hazard 

List)이 있다. 이 목록은 확인된 모든 위험을 표로 만든 것으로, 목록의 각 위험원별로 해당   

위험원에 대한 위험 보고서가 있을 수 있다.

F.4 PHA 도구 및 방법

  공식적인 예비 위험분석을 수행하는 도구 및 방법은 아래의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많은 시스템 안전 도서에서 예비 위험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 NSTS 22254,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위험원 분석을 위한 방법론(http://jsc-web-pub.jsc.nasa.gov/psrp/

에서 확인 가능) 

   ·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전 핸드북, 기술 및 관리 팀 접근 방식, 1999년 12월(Joint Software 

System Safety Committee) (http://sunnyday.mit.edu/safety-club/에서 확인 가능)

   · MIL-STD-882B, Task 201(PHL) 및 Task 202(202)(http://sunnyday.mit.edu/safety-club/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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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Fault Tree Analysis)와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는 예비 위험분석을 

보완하는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에 대한 설명은 어떤 시스템 안전 서적에서든 

찾을 수 있다. 부록 C에서는 SFTA(Software Fault Tree Analysis)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부록 D에서는 SFMEA(Software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에 대해 설명한다.

F.5 PHA는 살아있는 문서이다

  예비 위험분석의 완료는 안전 프로세스의 시작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개발 수명주기 시작 

단계에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가용하지 않다. 개발 수명주기 과정에서 위험원 분석 프로세스

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에 대한 세부사항이 채워지고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위험원 원인 및 제어가 식별되고 검증은 이후의 수명주기 단계에서 수행된다. 

위험원 보고서는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후속 안전 분석에서 다시 검토되고 업데이트

된다. 설계가 성숙해짐에 따라 위험원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며, 추가적인 위험원 분석이 수행된다. 

  PHA를 통해 개발 주기 초기에 위험원에 대한 초기 세트를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   

엔지니어링 작업을 적시에 시작할 수 있어, 프로세스 후반에 비용이 많이 드는 설계상 향을 

피할 수 있다. PHA는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의 위험원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도 필요하다. 제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존재하는 이러한 위험원 원인은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에 대한  

위험원 분석 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시스템 개발 단계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안전 

영향을 재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는 종종 하드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이 

추가 또는/및 변경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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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F-1 페이로드 위험원 보고서 양식 예(JSC 제공)

페이로드 위험원 보고서 a. 번호:

b. 페이로드: c. 단계:

d. 서브시스템: e. 위험원 그룹: f. 날짜:

g. 위험원 제목: i. 위험원 카테고리

□ 재앙적

□ 치명적

h. 적용 가능한 안전 요구사항:

j. 위험원 설명:

k. 위험원 원인:

l. 위험원 제어:

m. 안전 검증 방법:

n. 검증 상태:

o. 승인 페이로드 조직 SSP/ISS

Ⅰ단계

Ⅱ단계

Ⅲ단계

    

  JSC 양식 542B(1999년 11월 22일 개정)(MS Word 199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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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신뢰성 모델링

G.1 신뢰성 모델 선택 기준

  • 모델 유효성. 이 모델이 현재 고장률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얼마나 좋은가? 주어진 일정과 

비용에 테스트 완료 시간을 잘 예측할 수 있는가? 운  실패율을 잘 예측할 수 있는가?

  • 측정 파라미터의 용이성. 데이터(메트릭) 수집이 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향은 무엇인가? 

파라미터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물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 가정의 품질. 모델의 가정이 실제와 얼마나 비슷한가? 모델이 특수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가?

  • 적용가능성. 모델이 프로그램의 진화와 테스트 및 운  환경의 변화를 다룰 수 있는가?

  • 단순성. 개념,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구현, 검증에서 모델이 단순한가?

  • 노이즈에 대한 예민하지 않음. 모델이 중요한 차이에 대해 반응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의 사소한 변화에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가?

  • 유용성. 모델이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유용한 추정치들을 제공하는가?

G.2 이슈와 우려사항

  이상적으로는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쉽고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지원되는 간단한 신뢰성 모델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

은 다음과 같다.

    문헌에 발표된 모델이 40개 이상이다. 

    모델의 정확도는 가변적이다.

    어떤 모델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미리 알 수 없다.

  우려되는 모델의 몇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 테스트 중에 수집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 모델은 주로 개발 주기 후반인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된다.

    • 파라미터 추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수학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지 않았다.

    • 모델 선택에 대한 잘 확립된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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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도구

  지난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델링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개발되어, 대부분의 기존 

모델에는 이를 지원하는 도구가 있다. 다음의 리소스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1. “Applying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in the 1990s”, W. Everett, S. Keene, and A. 

Nikora, IEEE Transaction on Reliability, Vol. 47, No. 3-SP, September 1998

  2.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Study of a Large-Scale Telecommunications Software 

System”, Carman et. al., Proc. 1995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Toulouse, France, Oct. 1995, pp. 350-.

  3. MEADEP tool. http://www.meadep.com/

  4. Reliability Modeling, Developed by C. Chay and W. Leyu,

http://www.icaen.uiowa.edu/~ankusiak/reli.html

G.4 반대 의견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델링이 유용한 기술이라는 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모델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대부분의 모델이 랜덤 고장(random 

failure)을 가정하고 있지만, 랜덤 고장이 사실일까? 오류를 수정하면 소프트웨어에 다른 오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종종 “고유하다”

(유일하다)는 사실은 오류율에 대한 통계치를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걸쳐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하드웨어를 다룰 때에는 여러 개의 동일한(identical) 장치 중 하나를 다루는 것이겠지만, 소프

트웨어를 다룰 때에는 단 하나의 부품을 다루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델링에 대한 비판은 참고문헌[53]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는 현재의   

모델들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운영 프로파일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운  프로파일에는 입력 분포(입력 내용, 시기, 

순서 등)와 같은 것이 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에는 전형적인 운 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히스토리나 고객 기반이 없을 수 있다.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러한 운  프로파일이 대부분의 신뢰성 모델에서 핵심 요소이다.

  • 신뢰성 추정에 문제가 있다. 부적절한 테스트 세트, 테스트에서 각 기능이 실행되지 않음, 

왜곡된 운  프로파일(크리티컬한 기능은 “전형적인” 프로파일의 일부가 아닐 수 있음)은 

신뢰성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 신뢰성 추정이 개발이 끝날 무렵에 이루어진다. 개별 컴포넌트의 신뢰성은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만 있다. 다음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해 피드백 할 정보가 없다. 

  • 포화(saturation) 영향으로 인해 신뢰성이 과대평가 된다. 대부분의 테스트 기법은 결함을 

찾을 수 없는 포화 지점에 도달한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결함이 없어 소프트웨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과대평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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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리소스

  다음 문서와 웹 사이트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델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Software Reliability Assurance Handbook”, http://www.cs.colostate.edu/~cs630/rh/

  “Software Reliability Modeling Techniques and Tools”, Michael R. Lyu and Allen P. Nikora, 

ISSRE’93 Tutorial, November, 1993  http://techreports.jpl.nasa.gov/1993/94-1886.pdf

  “Software Reliability : To Use or Not To Use?”, a panel discussion chaired by Michael 

Lyu, http://www.stsc.hill.af.mil/crosstalk/1995/02/index.html

  “Applying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in the 1990s”, W. Everett, S. Keene, and A. 

Nikora, IEEE Transaction on Reliability, Vol. 47, No. 3-SP, September 1998

  “Software Reliability: Assumptions, Realities and Data”, Michel Defamie, Patrick Jacobs, 

and Jacques Thollembeck, 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Maintenance, 1998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Study of a Large-Scale Telecommunications Software 

System”, Carman et. al., Proc. 1995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Toulouse, France, Oct. 1995, pp. 350-.

  “Predicting Software Reliability”, Alan Wood, IEEE Computer, Vol. 29, No. 11, 

November 1996

  “Software Metrics and Reliability”, Dr. Linda Rosenberg, Ted Hammer 및 Jack Shaw,

http://satc.gsfc.nasa.gov/support/ISSRE_NOV98/software_metrics_and_reliability.html

  “Reliability Modeling for Safety-Critical Software”, Norman F. Schneidewind, IEEE 

Transactions on Reliability, Vol. 46, No.1, March 1997, pp. 88-98

  “Handbook of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Book), Edited by Michael R. Lyu, 

Published by IEEE Computer Society Press and McGraw-Hill Book Company,

http://www.cse.cuhk.edu.hk/~lyu/book/reliability/



[부록 H] 체크리스트

NASA-GB-8719.13 (한글판) 355

부록 H 체크리스트

H.1 기성(OTS, Off-the-shelf) 아이템에 대한 체크리스트 1

고려할 항목 답변 또는 코멘트

OTS 소프트웨어가 이 시스템의 니즈를 충족

하는가? 운  컨텍스트가 개발 중인 시스템과 

호환되는가? OTS가 설계된 시스템과 현재 

시스템 간의 유사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고려

하라. 이러한 차이가 OTS 소프트웨어 운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

OTS 제품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버그-픽스나 

업그레이드가 너무 자주 릴리즈되어, 제품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상태인가?

벤더가 버그-픽스에 얼마나 대응하는가? 버그-

픽스 패치 또는 새로운 버전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벤더가 이를 알려주는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얼마나 호환되는가? 

과거에 업그레이드 간에 API가 크게 변경되

었는가? 업그레이드 후에도 OTS 소프트웨어

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계속 작동하는가?

소프트웨어 기술은 얼마나 성숙한가? OTS 

소프트웨어는 종종 시장 주도적이며, 정해진 

마감일을 맞추거나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

하기 위해 버그(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

를 포함한 채 출시될 수 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가 너무 잘 알려져 있어 

오류가 없고 정확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운 체제와 언어 라이브러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안전-필수 시스템에서 당신은 소프트

웨어에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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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항목 답변 또는 의견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기반은 무엇인가? 수천

명이 사용하는 범용 라이브러리인 경우 대부

분의 버그와 오류가 발견되어 벤더에 보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벤더가 이 정보를 

보관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지 확인하라! 

소규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흔들림(shake 

down)”이 적어 더 많은 오류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문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단순한 사용자 매뉴얼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는가? 벤더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무료로 또는 합리적인 가격에)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가? 소스코드를 구입

했거나 소프트웨어가 약간 수정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가?

심각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 소프트웨어를 개

발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기술 지원이 이용 가능하고 적절하며 접근 

용이한가? 당신이 제품을 수정하면 벤더가 

당신을 지원하는가?

업그레이드하지 않기로 한 경우 벤더에서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가? 많은 벤더가 

최신 버전만 지원하거나, 이전의 한 두 가지 

정도의 버전만 지원한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잘 정의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ICD(인터페이스 제어 문서) 또

는 유사한 문서가 있는가? “문서화되지 않

은” API 함수가 있는가?

소프트웨어는 어떤 에러 코드를 반환하는가?

고장은 어떤 식으로(에러 코드 반환, 예외 

처리 등) 발생하는가? 함수는 입력 변수의 

범위가 적절한지 확인하는가? 아니면 사용자가 

이를 구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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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항목 답변 또는 의견

다양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복잡도나 컴

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내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OTS 

소프트웨어에 대해 어떤 분석을 수행해야 

할지에 따라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승인된 표준(예 : IEEE 12207)을 사용하여 개발

되었는가? 개발자 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소프트웨어는 어떤 유형의 테스트를 받았 

는가? 테스트는 얼마나 철저했는가? 테스트 

보고서 사본을 얻을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에 알려진 결함이 있는가? 소프

트웨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가? 

특히 당신이 가진 문제점과 유사한 문제점

이 시스템에 있는가? 벤더에서 보고하지 않

은 문제들은 제품 지원 그룹, 뉴스그룹 및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라. 단, 웹에서 발

견한 정보의 출처도 유념해야 한다. 웹의 정

보 중 일부는 훌륭하고 문서화되어 있지만, 

어떤 정보는 거짓이며 부정확하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는가? 

특히 5~10장에 설명된 분석이 수행되었는가? 

코드에 대한 공식 인스펙션이나 리뷰가 있었

는가?

소프트웨어가 시스템과 얼마나 호환되는가? 

코드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광범위한 글루

웨어를 만들어야 하는가? 링커 비호환성, 

프로토콜 불일치 또는 타이밍 이슈와 같은 

소프트웨어 통합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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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항목 답변 또는 의견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가? OTS 소프트웨어가 통합될 때,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OTS 소프트웨어는 비용 효율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가?

OTS-to-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야 하

는가? 예를 들어, OTS가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토콜 형태로 출력(output)을 제공하는

가? 아니면 시스템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

아 OTS에서 시스템 프로토콜로 변환하기 

위한 글루웨어가 필요한가? 

소프트웨어가 여분의 기능을 제공하는가? 해당 

기능을 “끌(turn off)” 수 있는가? 소스코드

가 있는 경우, 정의된 switch 또는 스텁으로 

다시 컴파일하여 여분의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가? 여분의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코드 

공간(디스크, 메모리 등)은 얼마나 되는가? 

원하지 않는 기능이 우연히 호출되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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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기성(OTS, Off-the-shelf) 아이템에 대한 체크리스트 2

  OTS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이전 프로젝트에서 배운 교훈이 유용할 것이며, 다음의 체크리스

트를 사용하여 OTS 소프트웨어 사용 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번호 고려할 아이템
적용되는가?
(예/아니오)

계획된 조치

1*

벤더의 시설과 프로세스가 감사(audit)되고 있는가? 

시설과 프로세스를 감사받게 한다. 어떤 이유로든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면, OTS 소프트웨어는 ‘완화되지 않은 중
대한 위험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소프트웨어는 
의도한 장치에 부적절할 수 있다.

2*

OTS에 대한 검증 및 확인 활동이 적절한가?

OTS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행된 검증 및 확인 활동이 장치의 
안전 및 효과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지 
입증한다.

3*

프로젝트에서 벤더의 지원과 무관하게 OTS를 유지할 수 
있는가? 

원래의 개발자가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프로젝트에서 
OTS 소프트웨어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소프트웨어에 인터페이스, 방화벽, 래퍼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프로세스 초기에 인터페이스, 방화벽, 래퍼 및 글루웨어를 
고려한다. 래퍼를 만들 때 내부 제품 인터페이스 및 기능
에 대한 의존성을 피하거나 의존성을 격리한다. 

5
소프트웨어에서 진단(diagnostics)을 제공하는가?

빌트인 진단(diagnostics) 및 에러 핸들링을 확인한다. 

6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품이 있는가?

제품 평가 전에 다른 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제품(또는 전략 또는 표준)을 식별한다.

7

이전에 소프트웨어 벤더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벤더/제품에 대한 과거 경험을 활용한다. 다른 프로젝트에 
정보를 요청한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며, 이때 
제품의 동작이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짐을 유념한다.

8
이것이 초기 버전인가? 

버전 1.0은 구입하지 않는다.

9
경쟁사를 조사 했는가?

제품의 경쟁자에게 다른 제품에 대해 물어본다.

10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가?

직접 테스트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구입을 고려한다. 소스
코드 구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기술지원 및/
또는 보증을 포기해야 함을 주의한다. 

11
산업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가? 

제품이 산업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12
제품 조사가 철저했는가?

사실 분석에 기반하여 제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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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고려할 아이템
적용되는가?
(예/아니오)

계획된 조치

13

OTS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효성 검사 프로세스에 OTS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유효성 검사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다음에 대한 검증이 포함된다 - 데이터 신호에 
대한 양방향 데이터 값; 양방향 제어 신호에 대한 다양한 
모드 설정(해당하는 경우); CPU 및 운 체제 드라이버의 
입력/출력 인터럽트 및 타이밍 기능

14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있는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15

자동코드 생성을 위한 도구가 독립적으로 확인되었는가?

자동코드 생성을 위한 도구가 독립적으로 확인되었는지
(validated) 확인한다. OTS 도구의 선택 프로세스는 컴포
넌트를 선택하는 프로세스와 동일해야 한다. 

16

이전의 형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가?

각 버전을 재평가(reevaluate)하고 이전의 형상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17

프로세서가 재-컴파일해야 하는가? 

프로세서에서 재-컴파일한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완전하고 포괄적인 재테스트를 수행한다. 

18

안전 영향 평가가 수행되었는가?

신규 OTS 컴포넌트 또는 수정된 OTS 컴포넌트가 베이스
라인 시스템에 배치될 때 안전 향 평가(safety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한다. FMEA 테이블에 위험원을 문서화
한다. 위험원 보고서, 설계 요구사항, 테스트 보고서 사이
에 추적성을 확인한다. 분석에는 해당 OTS 소프트웨어에 
대한, 알려진 문제 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명세서, 패치, 
다른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문헌 및 인터넷 검색에 대한 
리뷰가 포함되어야 한다. 

19

OTS 도구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가?

OTS 도구를 선택할 때는 도구의 목적을 기억하라. 결과를 
검증하기 쉬운지, 도구 사용 결과가 안전에 향을 미치는 
결정에 향을 주는지 결정하라. 

20
OTS가 적절한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가?

OTS 제품을 만들 때의 목적에 맞게 OST 제품을 사용하라.

21

OT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에 호환성이 있는가?

모든 OTS 하드웨어에서 모든 OTS 소프트웨어를 실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2

벤더는 ISO 인증을 받았는가?

벤더가 ISO 인증을 받았는지 또는 SEI 3등급 또는 그 
이상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이는 벤더의 개발 프로세스
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준다.

23

벤더가 공급업체(suppliers)로부터 양질의 제품을 받는가?

벤더가 자신이 계약한 업체 및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는 제품
의 품질에 대해 벤더 자신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원을 가지는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따라야 한다.



[부록 H] 체크리스트

NASA-GB-8719.13 (한글판) 361

H.3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NASA 마셜 우주 비행센터로부터)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
적용 가능성
예/아니요/일부

조치
수락/작업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기능의 실패를 감지, 격리 및 복구하여 재앙
적이고 치명적인 위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식별된 안전-필수 기능에 대해 24시간 미만의 임계
시간 내에 자동 오류 감지, 격리 및 복구(FDIR)를 수행해야 한다. 

취해진 자동 복구 조치는 승무원, 지상 또는 제어 책임자에게 보고되
어야 한다.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승무원 또는 지상 운 자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FDIR 스위치는 사용가능하며, 고장이 없는 제어 
플랫폼에 존재해야 한다. 해당 플랫폼은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플
랫폼과 다른 플랫폼이어야 한다. 

오버라이드 명령에는 여러 명의 운 자 액션이 요구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위험 이벤트에 대해 임계 시간 내에 필요한 명령을 
처리해야 한다.

위험(hazardous) 명령은 제어를 수행하는 응용프로그램, 승무원, 지상 
또는 제어 책임자에 의해서만 발행되어야 한다. 

위험 명령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는 위험 명령 실행 시, 명령의 시
작을 승무원, 지상 운 자, 또는 제어 책임자에게 알리거나 위험 명
령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식별된 위험 명령의 안전한 실행을 위해서는, 명령 실행 전에 전제 
조건(예: 올바른 모드, 올바른 구성, 컴포넌트 가용성, 적절한 시퀀
스 및 파라미터 범위)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는 명령을 거부하고 승무원, 
지상 운 자 또는 제어 책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모든 제어가능한 방지책(inhibit)의 상태를 승무원, 지상 
운 자 또는 제어 책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승무원, 지상 운 자, 제어 책임자으로부터 명령을 수
락하고 처리하여, 소프트웨어의 제어 가능한 방지책(inhibit)을 활성
화/비활성화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각 소프트웨어의 제어가능한 방지책(inhibit)을 컨트롤 
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고유한 명령을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위험 명령과 관련된 각 소프트웨어 방지책(inhibit)을 
식별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위험 명령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방지책(inhibit)의 가
용한 현재 상태를 승무원, 지상 운 자 또는 제어 책임자에게 제공
해야 한다.

위험 명령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방지책(inhibit)에는 고유한 
식별자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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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
적용 가능성
예/아니요/일부

동작
수락/작업

위험 명령과 관련된 각 소프트웨어 방지책(inhibit) 명령은 규칙과 
법적인 값을 사용하여 일관되게 식별되어야 한다.

위험 명령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방지책(inhibit)이 활성화 되었을 때 
자동 시퀀스가   이미 실행 중이라면, 소프트웨어 방지책(inhibit)이 
실행되기 전에 시퀀스가   완료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위험 명령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방지책(inhibit)을 
비활성화한 후 억제되었던 기능의 제어를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방지책(inhibit)의 상태는 오버라이드가 실행된 후에도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안전-필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에러 핸들링을 제공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승무원, 지상 운 자 또는 제어 책임자에게 주의 및 
경고 상태를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승무원/지상을 위해 자동 안전화, 격리 또는 전환 
기능을 강제 실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승무원/지상을 위해 자동 안전화, 격리 또는 전환 
기능을 강제 종료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이전 모드나 자동안전화/격리/전환 기능의 구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련의 승무원/지상 명령을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승무원/지상을 위해 자동 안전화, 격리 또는 전환 기
능에 대한 강제화된 오버라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교체 가능한 유닛 인터페이스로 오류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함 억제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위험한 페이로드는 핵심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고장 상태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위험한 페이로드 상태 및 
데이터를 처리하여 상태 모니터링과 실패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교체 가능한 유닛이나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펌웨어 포함)
의 POST(Power On Self Test)는 교체 가능한 유닛이나 컴포넌트
에 의해 제어되는 단일 시스템 프로세스로 제한되어야 한다.

교체 가능한 유닛이나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펌웨어 포함) 
POST는 안전한 상태로 종료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교체 가능한 유닛을 안전한 상태로 초기화, 시작 및 
재시작해야 한다.

위험원 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
어는 재앙적이거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의 액션
에 대해 2개의 독립적인 명령 메시지를 요구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시작
하거나 종료하기 위해 2개의 독립적인 운 자 액션을 요구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재앙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시작
하거나 종료하기 위해 3개의 독립적인 운 자 액션을 요구해야 한다.

운  소프트웨어 기능은 승인된 접근만 허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안전-필수 명령의 적절한 순서(타이밍 포함)를 제공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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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
적용 가능성
예/아니요/일부

동작
수락/작업

소프트웨어를 종료했을 때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고장을 감지하거나, 시스템 고장을 발생시키
는 소프트웨어 결함을 감지하거나, 또는 현재 운  모드와 일치하지 
않는 구성을 감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돌려
두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고장, 시스템 고장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결함 또는 현재 운  모드와 일치하지 않는 구성에 대한 알림을 받거나 
감지하면 소프트웨어는 승무원, 지상 운 자 또는 제어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적시에 사람의 개입하지 못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임계시간이 있는 
위험 프로세스 및 안전화 프로세스는 자동화되어야 한다(예: 시작 
또는 완료를 위해 승무원 개입이 필요하지 않음).

소프트웨어는 자동화된 위험/안전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또
는 직후에, 승무원, 지상 또는 제어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되지 않는 코드나 문서화되지 않은 코드는 치명적이거나 재앙
적인 위험원을 발생시킬 수 없어야 한다. 

모든 안전-필수 요소(요구사항, 설계 요소, 코드 컴포넌트, 인터페
이스)는 “안전-필수”로 식별되어야 한다.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세트는 초기화 시 방지책(inhibit), 인터록, 
안전화 로직 및 예외 제한에 대한 적절한 구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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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안전 체크리스트의 설계

  1992년 5월 런던에서 열린 제4차 Interest Group( 국)과의 대담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발췌함. 

Paul E. Bennett.

 설계는 단순하게, 그리고 고도로 모듈화하여 유지하라. 모듈화는 시스템적인 고장 모드의 

격리에 도움이 된다. 

 공통 고장 모드(common failure modes)를 최소화 한다. 고장 확률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폴트 트리의 공통 고장 모드 항목 큐브로 인해 더 길어질 수 있다. [GB : 이는 

공통 고장 모드가 많을수록 고장 확률을 계산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림을 말한다.]

 설계 초기에 안전한 상태(safe state)를 식별한다. 안전한 상태에 대한 완전성과 정확성을 

충분히 체크하고 검증한다. 

 다이나믹한 시스템 활동의 실패에도, 시스템이 지정된 시간 제한 내에 (알려지고 명확  

하게 식별된) 안전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명확하고 철저하게 명세한다. 인터페이스가 실패했을 때 필요한 조치

와 활동을 문서의 일부로 작성한다. 

 다이어그램은 가장 의미있는 것을 전달한다. 다이어그램은 종종 단어만으로도 그 이상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설계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사용해야 한다.

 가능한 한 동일한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모든 시스템을 설계한다. 잘 된 모범적인 

기술은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Paul E. Bennett. 1992, 1999

® 판권 소유 Paul E. Bennett 1992.

Paul E. Bennett은 PEB@amleth.demon.co.uk, 웹 사이트 http://www.amleth.demon.co.uk/ 로 연락할 수 있음

Paul E. Bennett은 출판된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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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일반적인(언어에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관행 체크리스트

  NUREG/CR-6463, 부록 B, “Review Guidelines on Software languages for Use in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의 최종 보고서에서 발췌하 다.

 동적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라.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를 완화하려면 할당된 메모리를 가능한 한 빨리 해제하라. 또한 할당 및 할당 해제

를 면 히 추적하라.

 메모리 페이징과 메모리 스와핑을 최소화하라.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이로 인해 응답시간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Goto를 피하라. Goto는 제어 흐름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행시간 양상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Goto를 사용한다면, 제어 흐름, goto를 사용하는 타당한 

이유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철저하게 테스트 한다.

 제어 흐름의 복잡도를 최소화하라. 과도한 복잡도는 프로그램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리뷰와 유지관리를 방해한다.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또는 코딩 표준에서 네스팅

(nesting)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사용하기 전에 변수를 초기화하라!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면 비정상적인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화되지 않은 포인터를 사용하면 예외 또는 코어 덤프가 발생할 수 있다.

 더 큰 루틴에서는, 서브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진입점(entry)과 종료점(exit)을 사용하라.  

다수의 진입점이나 종료점은 제어 흐름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소규모 서브프로그램에서의 

다수의 종료점은 실제로 루틴을 더 읽기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부차적인 

진입점과 종료점에 대해 문서화한다. 

 인터페이스 모호성을 최소화하라. 많은 설계 및 코딩 오류가 인터페이스의 오류이다.   

하드웨어, 다른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 자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살펴본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한다. 언어가 데이터 타입을 강요하지 않는 경우, 이를 코딩 표준에 

포함하고 공식 인스펙션 과정에서 살펴본다.

 계산에 있어 충분한 정 도와 정확도를 제공하라. 특히 안전-필수 컴포넌트에서 그렇게 

하라.

 언어에 내재된 순서에 의존하지 말고, 괄호를 사용하여 우선순위 순서를 명시하라. 우선

순위에 대한 가정으로 종종 오류가 발생하며, 소스코드 리뷰 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부작용이 있는 함수나 프로시저를 피하라. 부작용은 계획되지 않은 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버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평가문과 할당문을 분리하여 작성하라. 둘을 혼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혼합된 할당/평가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y = toupper (x = getchar ());     // x = getchar ()는 별도의 라인으로 작성해야 한다. 

 삽입한 코드(instrumentation)(디버깅문 등)는 눈에 잘 띄어야 한다. 실시간 시스템에   

삽입 코드를 남겨두려면 타이밍 변화가 없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가시성은 소스코드를 

리뷰할 때 “실제 코드”를 명확하게 해주며, 실시간 시스템에서 모든 삽입 코드들이 삭제

되었는지를 더 쉽게 확인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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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 바인딩을 최소화하라. 동적 바인딩은 다형성(polymorphism)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동적 바인딩이 사용된다면,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동적 바인딩은 이름/클래스 연관성

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하며, 실시간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유의한다.

 연산자(operator) 오버로딩을 사용할 때 주의하라. 연산자 오버로딩이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균일하게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좋은 점임), 직관적이지 않은 방식으

로 사용할 경우 독자(및 프로그래머)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태스킹(tasking)을 신중하게 하라. 태스킹이 프로그램의 좋은 기능이기는 하지만(예: 작업을 

논리적인 유닛으로 분할하여, 각각을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음), 타이밍 불확실성, 실행 

시퀀스 불확실성, 경합 조건(race conditions) 취약점, 데드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럽트에 기반한 처리는 최소화하라. 인터럽트는 비결정적(non-deterministic) 응답시간을 

야기하며, 이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럽트 

처리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빨리 메인 프로그램 제어로 돌아가는 것이다. 운 체제에서 타임 

슬라이싱을 수행하는 방법(일반적으로 클럭 인터럽트 사용)을 체크하고, 인터럽트를 구현

할 때 어떤 오버헤드 또는 문제가 내재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외는 가능한 한 로컬에서 처리하라. 로컬에서 예외 처리를 하면, 문제를 보다 쉽고 정확

하게 격리할 수 있다. 로컬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예외 테스트 중에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한 철저한 테스트 및 분석을 권장한다.

 입력 데이터의 유효성을 체크하라. 체킹을 통해 더 많은 오류 또는 시스템 중단(crash) 

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결과의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입력을 “신뢰”할 수 

있다면 체킹은 필요하지 않다.

 다운스트림 입력의 체킹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출력 데이터 유효성을 체크한다. 이는 소프트

웨어에 경미~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결과들을 줄인다.

 프로젝트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빌트인 함수의 사용을 제어하라. 빌트인 함수(일반적

으로 언어 라이브러리에 있음)에 대해서는 내부 구조, 제한, 정 도, 예외 처리를 알 수 없다. 

사용할 함수를 철저히 테스트하고 인증된 컴파일러를 사용하거나, 컴파일러에 대해 수행된 

공식 테스트를 리뷰한다. 

 네이밍(naming), 들여쓰기(indentation), 주석(commenting), 서브프로그램(subprogram)   

크기 등에 대한 코딩 표준을 만들라. 이러한 요소는 소스코드의 가독성에 향을 미치며, 

리뷰와 인스펙션을 통해 오류를 잘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언어를 혼합하여 프로그래밍할 때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foreign)” 코드를   

분리하라. 또한 이를 문서화하고 혼합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당성도 문서화한다. 필요한 

경우에만 언어를 혼합하여 프로그래밍해야 한다(예: Java 프로그램에서 하드웨어 액세스를 

위해 C 사용).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함수 및 프로시저를 사용하라. 이렇게 하면 코드를 쉽게 리뷰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다.

 각 변수는 단일 용도로만 사용한다. 변수(일반적으로 로컬 변수)를 “재사용”하면 소스  

코드를 읽고 유지관리하는 데 혼동을 준다. 변수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이름 

지어졌더라도, 해당 변수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때에는 이름이 잘못 지어진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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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구성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또는 향후 프로젝트를 위해, 하드

웨어 종속적인 코드를 분리하라. 

 데드(dead) 코드를 확인한다. 실행되지 않는 코드(unreachable code)는 오류를 의미할 수 

있으며, 코드를 읽을 때에도 혼란을 준다.

 버전 컨트롤 도구(형상관리)를 사용하라.

 버그 추적 도구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라. 버그가 발견되면 제거될 때까지 추적해야 

한다. 또한 버그 데이터베이스는 코드 인스펙션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사용하기 

좋은 소스(source)이다.

 규모가 큰 if-then-else 및 case 문을 피하라. 이러한 분기문 코드에는 경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디버깅이 매우 어렵다. 또한 가장 좋은 경우와 가장 좋지 않은 경우의 실행시간 

차이도 커진다. 또한 분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 코드 커버리지 테스트의 어려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시간 딜레이를 구현할 때, no-ops 또는 빈 루프로 구현하지 말라. 이 코드가 다른 프로

세서에서 사용되거나, 동일한 프로세서에서 다른 속도(예: 25MHz vs. 33MHz CPU)로 

실행되면, 코드는 더 빠른 프로세서에서는 작동을 중지하거나 잘못 작동할 수 있다.



NASA-GB-8719.13 (한글판)368

H.6 안전을 위한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관행 체크리스트

 어셈블러에 매크로 기능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코드를 단순화하고 더 읽기 쉽게 하라. 

매크로 기능의 if/else 및 loop 제어를 사용한다.

 레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름을 의미 있게 만들어라. Label1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숫자의 베이스(10진수, 8진수, 16진수)를 확인하라.

 주석을 사용하여 절차 또는 섹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 어셈블리 코드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코드가 변경될 때 절차 또는 섹션의 의도가 변경되는 경우, 코멘트를 업데이트 하라.

 가능하면 네이밍된 코드 세그먼트를 사용하라. 리셋, 비휘발성 메모리 초기화, 타이머 인터럽트 

및 다른 특수 목적 코드를 위해 별도의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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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 안전을 위한 Ada 프로그래밍 관행 체크리스트

  Ada 프로그래밍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Ada 95, Quality and Style : Guidelines for 

Professional Programmers, Vol. 134”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Ada 프로그래밍 

시 찾아보아야 할 몇 가지 일반적인 오류를 보여준다.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읽는 것. 액세스 값은 항상 null로 초기화되지만, 다른 타입에서  

특별히 초기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임의의 “가비지” 비트가 있을 수 있다.

 Off-by-one(역주: 값이 1 작거나 커서 범위를 벗어나는 것) 경계 조건(for 루프의 조건, 

배열의 인덱싱, 비교). 이것은 거의 정확한 경계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를 의미하고자 했으나 <를 사용했는가?

 액세스 타입(포인터)과 스토리지 관리(storage management) 오류 (특히 null 리스트와 

같은 경계 조건)

 잘못된 리턴 값 처리. 예를 들어, 함수가 범위값을 리턴한다면, 프로그램에서 해당 범위

의 모든 값을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확인한다.

 잘못된 특수한 조건 처리. 모든 케이스를 처리했는가? 센서로부터 값을 읽고 있다면, 가짜 

센서 값을 읽은 것은 아닌가?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예외를 모두 처리하는가?

 잘못된 배열 경계 처리. 배열의 하한이 항상 1은 아니므로, 배열을 전달할 때 'First, 

'Last, 'Length 및 'Range를 사용한다.

 인스턴스화된 제약없는 배열. 인덱스가 큰 배열(예: 정수 또는 양수), 또는 이를 포함  

하는 레코드에는,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역방향의 “for” 루프에 “reverse” 키워드를 누락.

 예기치 않은 예외에 노출된 태스크. 태스크에서 예외를 캐치하지 않으면 태스크는 이것 

하나로 인해 종료될 수도 있다.

 태스킹을 수행함에 있어, 유효하지 않은 공정성에 대한 가정(fairness assumptions). 일부 

태스킹 작업에서는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태스크가 선택적

으로 대기하는(selective wait) 상태에서, Ada는 매번 그 중 하나의 태스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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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8 안전을 위한 C 프로그래밍 관행 체크리스트

  다음은 NUREG/CR-6463, 부록 B에서 발췌하 다. 일반 목록(H.5)도 함께 참조하라. 

 루틴에 전달되는 파라미터의 수와 크기를 제한하라.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면 루틴의 

가독성과 테스트 가능성에 향을 미친다. 큰 구조체나 배열이 값으로 전달되면(pass 

by value), 스택 오버플로우를 발생시켜 예기치 않은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큰 엘리  

먼트를 전달할 때는 항상 포인터(pointer)를 사용한다.

 재귀(recursive) 함수는 신중하게 사용하라. 스택 오버플로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재귀

의 수가 유한한지 검증한다!

 바운더리 체킹을 위해 함수를 활용하라. C는 자동으로 바운더리 체킹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루틴을 만들도록 한다. 범위를 벗어난 배열 또는 문자열에 액세스

하는 것은 흔한 문제이며, 예측할 수 없고 종종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다. 

 gets 함수 또는 관련 함수를 사용하지 말라. 이 함수들에는 적절한 리미트 체크가 없다.   

자신만의 루틴을 작성하면 에러 핸들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memcpy가 아닌 memmove를 사용하라. Memcpy은 메모리가 오버랩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오류 검사를 포함하도록 빌트인 함수에 대한 래퍼를 만든다.

 “if...else if...else if...”가 두 개의 레벨을 초과하는 경우 switch...case를 사용하면 가독성

이 향상된다.

 switch...case를 사용할 때는 명시적으로 default를 항상 정의하라. break를 생략하여    

한 case문에서 다른 case문로의 흐름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문서화한다.

 로컬(자동) 변수를 초기화하라. 명시적인 초기화를 하기 전에는, 이 변수에 가비지가 들어

있다. 포인터는 가장 위험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포인터에 특히 주의한다.

 전역 변수는 별도의 루틴에서 초기화하라. 이렇게 하면 웜(warm) 재부팅 시 변수가 올바

르게 설정되도록 할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난 변수를 참조하지 않으려면 포인터를 체크한다. 변수가 범위를 벗어나면, 

변수 값은 정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setjmp 및 longjmp는 예외 처리에만 사용하라. 이 명령은 함수의 경계를 벗어나 정상적인 

제어 흐름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함수 포인터를 피하라. 함수 포인터는 초기화 할 수 없으며 실행 불가능한 코드를 가리킬 

수 있다. 함수 포인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정당성을 문서화한다.

 모든 함수와 프로시저를 프로토타입하라. 이렇게 하면 런타임에 오류를 디버깅할 필요  

없이 컴파일러가 오류를 잡을 수 있다. 또한 가능하면 툴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

토타입이 함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인터페이스의 모호성을 최소화하라. 모호성의 예로는 서브루틴에 대한 파라미터로 표현식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함수 간의 인수(arguments)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있다. 또한 함수   

인수의 개수를 무한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를 정당화(및 문서화)하라. 이러한 함수는 컴파

일러에서 체크할 수 없으며, 검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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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루틴 또는 매크로로 전달되는 파라미터에 ++ 또는 – 연산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현에 따라 달라지는 비트 필드(bit field) 대신 비트 마스크(bit mask)를 사용하라.

 항상 명시적으로 변수를 캐스팅하라. 이렇게 하면 더 강력한 타이핑이 적용된다. 한 유형

에서 다른 유형으로 포인터를 캐스팅하는 것은 정당화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크기가 지정되지 않은 배열에 typedef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기능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며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signed 변수와 unsigned 변수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명시적으로 

캐스팅한다. 

 부동 소수점(floating point) 숫자를 0과 비교하거나,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기대하지 말라. 

부동 소수점 계산 정 도에 따른 약간의 차이를 허용한다.

 컴파일러 경고를 활성화하고 경고된 내용을 읽어보라. 옵션이 있다면 경고 메시지를 오류로 

표시하게 하라. 경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미묘한 오류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표준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한다. 라이브러리 함수가 

재진입(re-entrant)하지 못할 수 있으며, 특정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내에서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는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함수가 

작고 재진입(re-entrant) 가능한지 확인한다.

 ?: 연산자를 사용하지 말라. 이 연산자는 코드를 읽기 어렵게 만든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주석을 추가하라.

 #include 지시문은 파일 시작 부분에 배치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포함된 파일을 쉽게 

알 수 있다. 의존성을 추적할 때 이 정보가 필요하다.

 숫자 리터럴(numeric literals) 대신 #define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코드를 읽어보는  

사람 또는 유지관리자가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6356.91이라고  

하지 않고, RADIUS_OF_EARTH_IN_KM를 정의). 또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 곳에서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int와 같은 종속적인 타입의 크기에 대해서는 어림잡아 생각하지 않는다. 크기는 종종  

플랫폼과 컴파일러에 따라 달라진다. 

 예약어(reserved words) 또는 라이브러리 함수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스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 이름(standard name)에 가까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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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 안전을 위한 C++ 프로그래밍 관행 체크리스트

  다음은 NUREG/CR-6463, 부록 B에서 발췌하 다. 일반 목록(H.5)도 함께 참조하라. 또한 

C++는 C언어의 상위 집합이므로 C-타입 에러에 대한 체크리스트(H.8)도 참고한다. 

 큰 파라미터(스트럭쳐, 배열 등)는 항상 참조(reference)를 통해 전달하라. 변경되지 않으면, 

const로 전달하라.

 클래스 내에서 관련된 파라미터를 그룹화 하여, 루틴에 전달할 파라미터 개수를 최소화하라.

 다중 상속을 피하라. 이는 모호성과 유지관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연산자(예: 할당연산자)를 오버로딩 할 때에는 사용 방법이 창의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모호한 과부하는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두 개의 구조체를 

더하기 위해 +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구조체의 각 엘리먼트를 제곱하는데 

+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클래스 연산자(예: 할당)를 명시적으로 정의한다.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한다.

 모든 클래스에 대해 다음을 정의하라: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 소멸자, 연산자=

 소멸자를 virtual로 선언하라. 이렇게 하면 클래스를 상속할 때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예외처리를 위해서 C의 setjmp 및 longjmp를 사용하지 말고 throw 및 catch를 사용하라. 

C의 setjmp 및 longjmp는 복구하기 어렵다.

 멤버 포인터(member pointer)를 피한다. 멤버 포인터는 코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가능한 경우 const 변수와 함수를 사용한다. 무언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거나 어떤 기능이 

해당 기능 외의 다른 어떤 것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면 const를 사용한다.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HISSA(High Integrity Software   

Systems Assurance) 그룹에서 발췌하 다. [http://hissa.ncsl.nist.gov/effProject/handbook/c++/ ]

변수와 연관된 오류

 미리 정의된 유형의 크기에 대한 과대 추정(C++에서는 특정 유형이 특정 비트 수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음)

 부적절한 부동 소수점 정 도 또는 정확도

 변수 사용 전에 초기화하지 않음

 포인터 초기화 오류

 범위를 벗어난 입력 데이터

 잘못된 전역 변수의 사용

 함수의 아웃풋 데이터를 재사용하려면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함

 부적절한 변수 타입 변환. 특히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예 : 다른 타입의 포인터로 포인터 

캐스팅)



[부록 H] 체크리스트

NASA-GB-8719.13 (한글판) 373

 여러 타입이 있는 하나의 식별자에 대한 다중 선언

 signed 변수와 unsigned 변수를 섞어 사용

 다시 초기화하지 않고 변수를 재사용

 예약어를 사용

메모리와 연관된 오류

 사용 가능한 메모리 제한 위반

 메모리 할당한 후 해제하지 않음 

 할당되지 않은 메모리에 액세스 시도

 이미 해제된 메모리를 사용

 메모리가 부족하여 동적 메모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함

 입력 파라미터 값에 따라 동적 메모리 할당 기능을 다르게 수행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 

주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

 클래스 소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생성자 또는 누수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함수로 인한 메모리 누수

 메모리 블록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

 많은 파라미터 전달 또는 큰 구조체 전달로 인한 스택 오버플로우

 무제한(unbounded) 재귀 함수 호출로 인한 스택 오버플로우

 메모리 관련 함수들에서 사용된 목적지(destination) 메모리 역의 시작점과 끝지점이  

오버랩

 메모리 관련 함수를 경계 검사 없이 사용

 범위를 벗어난 배열 인덱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행되는 시스템

제어 흐름과 연관된 오류

 goto, setjmp, longjmp와 같은 오류와 연관된 명령을 부적절하게 사용

 복잡한 제어 흐름 사용(많은 if...else if...else if 문)

 if와 else간의 미스매치

 switch문에서 default 케이스를 작성을 잊음

 switch문에서 break 작성을 잊음

 switch 문장의 어느 분기에도 속하지 않는 데드(dead) 코드

 서브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진입점과 종료점으로 인한 제어 흐름의 불확실성

 throw 및 catch 예외 처리 메커니즘의 부적절한 사용

 인터페이스 오류(예: 함수에 전달된 파라미터 순서를 부정확하게 또는 반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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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미터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함수를 부적절하게 사용

 함수 프로토타입과 호환되지 않는 유형의 파라미터

 잘못된 우선순위(precedence) 가정

 함수 또는 매크로 파라미터의 부적절한 표현식 계산

 멀티태스킹으로 인한 실행, 타이밍 및 리소스 활용의 불확실성

함수와 연관된 오류

 함수 내 원하지 않는 부작용

 동일한 함수를 할당과 평가에 부적절하게 사용

 빌트인 함수 및/또는 컴파일 된 라이브러리를 부적절하게 사용

 파라미터 리스트의 표현식의 부적절한 평가(예 : “CalcArea (length=2, width=length+2)”

에서 width의 값을 평가할 때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 소멸자 또는 다른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에 대한 원하지 

않는 명시적이지 않은 호출

 너무 많은 함수 의존성으로 인한 오류

연산자와 연관된 오류

 증가(++) 및 감소(--) 연산자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확실하지 않은 표현식

 연산자에 대한 잘못된 우선순위(precedence) 가정

 연산자 =, 연산자 &, 연산자 ,(콤마 연산자)와 같은 기본 클래스 연산자의 부적절한 동작

 포인터 연산자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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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 안전을 위한 Fortran 프로그래밍 관행 체크리스트

  다음은 NUREG/CR-6463, 부록 B에서 발췌하 다. 일반 목록(H.5)도 참조하도록 한다.

 수행되지 않는(unreachable) 코드. 이러한 코드는 가독성과 유지관리성을 감소시킨다.

 참조되지 않는 레이블. 가독성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프로젝트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EQUIVALENCE 문장. 이 문장은 신뢰성과 가독성 

모두의 문제와 관련된 Fortran의 많은 의심스러운 관행의 원인이다. 허가는 가볍게 주어져

서는 안 된다. 정말 용감한 관리자라면 분명히 해당 문장의 사용을 금지할 것이다. 일부 

프로그래밍 표준에서는 이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다. 

 SAVE에 대한 암시적인 의존. (이는 재사용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한다). 이는 디버깅이 

필요한 귀찮은 문제이다. 일부 컴파일러는 당신이 SAVE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SAVE를 

제공한다. SAVE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에서 ANSI 정의에 따라 구현된 시스템으로 

이동하면, 특별히 좋지 않은 실행 및 환경에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소스

코드 디버거에서 런타임에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오류의 예다.

 프로젝트 관리자의 허가가 없는, 계산된 GOTO.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효율성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목표로서 효율성이 명확성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모토(motto)는 “읽을 수 있다면 조정(tune)하라”는 것이다. 

 모든 홀레리스(Hollerith). 이것은 ANSI 표준이 아니며,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며 조작하기 

어렵다.

 일반적이지 않은 내장 함수(intrinsics). 일반 내장 함수는 안전상의 이유로만 사용하라. 

예를 들어, FLOAT() 대신 REAL()을 사용한다.

 ENTRY문의 사용. 이 문장은 여러 컴파일러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동작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SUBROUTINE 또는 FUNCTION 문장과 ENTRY문에 명시된 더미 인수 간의 

관계는 종종 심볼릭 디버거조차도 무력화시키는 여러가지 위험한 사례를 낳는다. 

 FORMAT 문장의 BN 및 BZ 디스크립터(descriptors). 이는 사용자 입력의 신뢰성을 감소

시킨다.

 호출 시퀀스에서 배열 차원의 수를 섞어 사용.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배열 

차원을 섞어 쓰는 것은 좋지 않으며 n차원 배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시스템 환경의 일부일 수 있는 배열의 범위 체킹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불행히도 이 관행은 Fortran 코드에서는 매우 널리 퍼져 있다.

 I/O에서 BLANK = 'ZERO' 사용. 이것은 사용자 입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DO 루프 변수를 COMMON에 두는 것. 실수로 변경되거나 일부 최적화 컴파일러에서 

버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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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R(1)과 같은 선언. 자주 오용되며 계획 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즉시 배열-범위 위반

으로 이어지는 케케묵은 관행이다. 배열-범위 위반은 Fortran에 상당수의 버그를 유발한다.

 호출 시퀀스에서 실제 인수를 두 번 이상 전달하는 것. 특히 인수 중 하나가 출력 인수인 

경우 일부 컴파일러에서 신뢰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PROGRAM 문이 없는 메인 프로그램. PROGRAM 문을 사용하면 프로그래머가 모듈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 시스템 기본값인 main이나 잠재적인 링크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선언되지 않은 변수. 변수는 명시적으로 선언되어야 하며 변수의 기능을 적절한 주석으로 

설명해야 한다. 변수를 선언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C 및 C++에서 금지되어 있다.

 IMPLICIT문. 표준이 아니고 “IMPLICIT NONE” 또는 “IMPLICIT UNDEFINED” 둘 중 

하나가 아니라면, 암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다.

 FORMAT 또는 CONTINUE를 제외한 다른 문장에 레이블 지정. 예를 들어 DO 루프의 

대상이 실행 가능한 명령문인 경우 코드를 삽입하면 논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행 

가능한 명령문에 레이블을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 DO 루프의 대상을   

실행 가능한 명령문으로 하는 관행은 Fortran 90에서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DIMENSION문. DIMENSION문은 불필요하며, 일부 시스템에서는 부적절하게 구현된

다. 대신 REAL 등을 사용한다.

 IOSTAT절이 없는 READ 또는 WRITE 문. 모든 READ 및 WRITE문에는 오류 발생에 

대해 요청되고 테스트된 오류-상태가 있어야 한다.

 메인 프로그램에 SAVE 사용. 이것은 어수선하게 만들 뿐이며 아무 소득이 없다. 

 모든 참조된 서브루틴 또는 함수는 EXTERNAL로 선언되어야 한다. 선언된 모든 

EXTERNAL은 사용되어야 한다. EXTERNAL이 사용되지 않으면, 이름이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한 결과를 가진) 컴파일러 제공 비표준 내장 함수와 놀랍게도 자주 충돌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EXTERNAL은 일부 머신에서 링크 문제를 일으켜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외부 참조를 야기할 수 있다.

 Blank COMMON. Blank COMMON을 사용하면 (많은 이상한 방법으로 COMMON

을 사용하는) 서드파티(3rd) 패키지와 충돌할 수 있다. 또한 Blank COMMON에 대한 

규칙은 named COMMON에 대한 규칙과 다르다.

 프로젝트 관리자의 허가가 없는 named COMMON. COMMON은 위험한 문장이다. 

COMMON은 최근의 정보 숨김 기술에 배치되는 것이며, 마음대로 사용하면 패키지의 

유지관리성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 저자는 이것에 대해 쓰라린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

고 있다! 일부 회사의 Fortran 안전-필수 표준은 COMMON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 

 BACKSPACE, ENDFILE, REWIND, OPEN, INQUIRE 및 CLOSE 사용.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루틴을 설계해야 하며, 설계되었다면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이들을 명시적으로 

사용할 때 많은 이식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파일 내에서 OPEN을 아직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REWIND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문장이 사용되었을 때 파일 

커서가 파일의 시작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다. REWIND는 항상 OPEN 이후에 와야 

하며, 파일이 이미 시작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OPEN 및 INQUIRE는 

특히 순차적인 파일에서 많은 이식성 문제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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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ER 타입이 아닌 변수를 사용하는 DO 루프. 반올림 차이로 인해 일부 시스템에서 

루프가 다른 횟수만큼 실행될 수 있다. 이것은 Fortran 90에서는 없어졌다. 

 정수(INTEGER)가 아닌 수의 논리적 비교. 이를 위해 기존 루틴은 포팅되는 각 머신의 

부동 소수점(floating point)의 세 함 정도(granularity)를 이해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 

후 항상 use되어야 한다. 이식성 문제의 많은 것들이 명시적인 use에 의해 발생한다. 저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두 실수에 대한 부등호 비교 연산이 종종 매우 값 비싼 이식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FUNCTION 내에서는 COMMON 변수나 더미 인수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한다(부작용 

가능성이 있음). Fortran에서는 식(expression)에 대한 평가 순서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식에 함수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함수가 식 내의 다른 변수에 향을 미치는 경우 머신

에 따라 연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디버깅하기 매우 어렵다. 

 I/O 문에서 명시적인 유닛 번호의 사용. 기존 루틴은 이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항상 use되어야 한다. 이식성 문제의 많은 것들이 명시적인 use에 의해 발생한다. ANSI 

표준에서는 유닛 번호는 음수가 아니기만 하면 된다. 머신에 따라 I/O로 연결된 유닛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출력물이 팩스 머신으로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라!

 CHARACTER*(N) (여기서 N>255). 많은 컴파일러가 255자보다 긴 문자 엘리먼트를 

지원하지 않는다.

 255를 초과하는 FORMAT 반복 횟수. 많은 컴파일러가 255를 넘는 FORMAT 반복 횟수

를 지원하지 않는다.

 EXIT라고 불리는 COMMON 블록. 한 두개 머신에서 이로 인해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중지될 수 있다.

 LLE 함수 이외의 문자열 비교. 병합 시퀀스(collating sequence)는 ANSI 표준에서 제한적

으로만 정의되었다. LLE 함수는 비교의 이식성을 보장한다.

 할당문의 양쪽에 동일한 문자 변수를 사용하는 것. 실제 표준에서는 문자 위치가 겹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 컴파일러는 허용하고 그렇지 않는 컴파일러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Fortran 90에서는 제한이 없어졌다. 

 연속된 라인에서의 탭. ANSI Fortran에서 탭은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탭이 코드 라인과 

인덴테이션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VAX와 같이 연속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신택스(syntax)적인 것임을 의미하며 만약 컴파일러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탭들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PAUSE의 사용. 본질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동작으로 없어져가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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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열 초기화 시 '/' 또는 '!' 문자 사용. 일부 컴파일러는 실제로 이것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

 PARAMETER, COMMON 또는 배열을 사용할 때 변수 사용에 앞서 명시적으로 지정

하지 않고 사용. 예를 들면, PARAMETER(R=3) INTEGER R를 일부 컴파일러는 잘못 

인식한다.

 CHAR 또는 ICHAR 사용. 이것은 호스트의 캐릭터 셋에 따라 다르다. 래퍼(wrapper) 

함수를   사용하여 ASCII에 매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근에는 거의 항상 안전하다.

 ASSIGN 또는 assigned GOTO의 사용. 읽을 수 없는 코드를 생성하는 없어져가는 악명 

높은 기능이다.

 산술 IF의 사용. 읽을 수 없는 코드를 생성하는 없어져가는 악명높은 기능이다.

 Non-CONTINUE DO 종료. 개선하기 어렵게 만드는 없어져가는 기능이다.

 중첩된 DO 루프에서의 shared DO 종료. 개선하기 어렵게 만드는 없어져가는 기능이다.

 Alternate RETURN. 읽을 수 없는 코드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없어져가는 기능이다.

 Fortran 키워드 또는 고유 이름을 식별자 이름으로 사용. 키워드는 향후 Fortran 표준에서 

예약될(reserve) 수 있다. 이런 관행은 가독성도 저해한다. 예를 들어 IF(IF(CALL)) 

STOP=2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INTRINSIC 문(statement)의 사용. INTRINSIC문에 대해서 ANSI 표준은 특히 복잡하며 

예외도 많다. 사용을 기피하라.

 I/O 문에서 END= 또는 ERR= 사용(대신 IOSTAT을 사용해야 함). END= 및 ERR=을 

관련 점프(jump)와 함께 사용하면 구조화되지 않은 코드가 생성되므로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은 가독성과 유지관리성에 혼란을 가져온다. 

 COMMON 사용이 승인된 경우, COMMON 블록의 이름을 일반 식별자로 사용. 이것은 

가독성을 혼란시키며 때때로 불행히도 컴파일러도 혼동시킨다.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 실행하기 전에 메모리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을 머신에 의존

하는 것은 이식성이 낮춘다(not portable). 또한 문자열이 공백이 아닌 0으로 초기화되면 

신뢰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변수는 항상 명시적으로 초기화하라.

 프로젝트 관리자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제조업체에 특화된 유틸리티 사용. 이것은 

이식성을 떨어뜨리며, 때때로 비정상적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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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제공한 식별자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공백 또는 연속 줄(continuation lines) 사용. 

이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리스트 구문 분석 시 특정 유형의 오류(쉼표가 누락되었을 

수 있음)를 야기할 수 있다. 

 문자열에서 연속 줄(continuation lines) 사용. 각 부분 줄 끝까지 공백 채우기가 필요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COMMON 및 호출 시퀀스를 통해 COMMON 블록 변수 전달. 이 방법은 컴파일러 

최적화를 혼동할 수 있고 일부 컴파일러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규칙에 

금지되며 안전하지 않다. 매우 일반적인 오류이다.

 ELSE가 없는 IF..ELSEIF 블록 IF. 이는 외부 환경이 변경되면 동작이 변경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불완전한 구조를 생성한다. “예기치 않은 소프트웨어 동작”을 빈번하게 야기

하는 소스이다. 

 서브 루틴 또는 함수 내의 DATA 문(statement). 이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유지관리 

및 개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상수를 초기화하려면 PARAMETER를 사용하라.

 더미 인수로 전달된 DO 루프 변수.

 EQUIVALENCE 사용이 승인되었음에도 모든 배열을 equivalencing 하는 것. 일부 머신

에는 여전히 정렬 문제가 있으며 최신 RISC 플랫폼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제대로 정렬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운이 좋은 경우 느리고 최악의 경우 잘못될 것이다.

 EQUIVALENCE 및 COMMON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도 모든 변수를 COMMON과 

equivalencing 하는 것. 이로 인해 읽을 수 없는 코드가 쉽게 생긴다.

 DATA 또는 할당문에서 기본 규칙을 사용하여 형(type) 변환. 형 변환은 프로그래머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R=I 는 잘못된 것이며, 

R=REAL(I) 라고 하는 것이 맞다.

 표현식에서 혼합된 형(type)으로 산술식 사용

 모든 종류의 표현식에서 우선순위 사용. 괄호를 묶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도록 하라. 

15개 단계의 우선순위가 있는 C에 비해서 Fortran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긴 

하지만 여전히 잘못 이해하기 쉽다.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된 지수. 예를 들면 a**b**c. 사람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 Fortran의 에서 지수는 오른쪽부터 계산된다. 

 호출 시퀀스 일치. 호출 시퀀스 인수가 타입 넘버와 방향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여기

에서 발생한 불일치가 Fortran의 많은 불안정성 문제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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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 안전을 위한 Pascal 프로그래밍 관행 체크리스트

  NUREG/CR-6463, 부록 B에서 발췌하 으며 일반 목록(H.5)도 참조하라.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면 핸들을 사용한다. 핸들을 사용하면 메모리 관리자가 

가용 메모리를 캡쳐하여 컴팩트하게 할 수 있다. 

 다중 조건 흐름 문장(multiple-condition flow statements)에 주의한다. 평가의 순서가 보장

되지 않는다.

 인터럽트 수신 태스크를 구현에 종속적인 패키지(implementation dependent package)로 

분리한다. 정상적인 진입점(entry)를 통해 메인 태스크에 인터럽트를 전달하라. 인터럽트  

진입점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는, 구현에 종속적인 특성을 가진다. 

 숫자 리터럴 대신 심볼릭 상수를 사용하라. 이것은 가독성과 유지관리성을 높인다.

 mod 연산자를 사용하지 마라. 모든 컴파일러가 표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이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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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 Visual Basic을 위한 체크리스트

  “An Evaluation of Object-Based Programming with Visual Basic”(James M.Dukovic and 

Daniel T. Joyce, 0-7803-2492-7/95 IEEE) 발췌 

1. 폼(form)에 퍼블릭 함수나 서브루틴을 추가하려면 폼과 같은 이름의 코드 모듈에 배치 

하라. 프라이빗 함수와 서브루틴은 폼의 제너럴 프로시저 섹션에 배치하라. 이는 폼 내부

의 제너럴 프로시저가 다른 오브젝트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2. 전역 변수(global variables)를 사용하지 마라. 임시로 사용하는 변수는 프로시저 레벨 

변수를 사용하고, 객체 데이터를 위해서는 모듈 레벨 변수를 사용하라. 이를 위해서는 더 

정확한 인터페이스를 보장하는 모든 메소드에 파라미터를 전달해야 한다. 

3. 변수나 프로시저를 선언할 때 스태틱(static)을 사용하지 마라. 모든 객체 데이터에 모듈 

레벨 변수를 사용하라. 스태틱 변수는 코드에서 손실될 수 있다.

4. 코드 모듈에 선언된 속성에 액세스하기 위한 핸들(handle)을 만들어라. 그래야 폼(form)과 

컨트롤의 속성을 직접 액세스 할 수 있다. 이것은 객체의 구현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된다.

5. 코드 모듈은 객체이어야 하며 데이터에 접근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와 메소드(서브

루틴과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객체 지향 설계 기술을 사용하여 객체를 정의하라.

6. 폼(form)에는 폼에만 고유한 코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코드는 모듈에 배치되어

야 한다. 폼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듈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7. 변수 선언 필요(Require Variable Declaration)라는 Visual Basic 환경 옵션을 예(Yes)로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변수를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하긴 하지만 타입을 지정하도록 강제

받지는 않는다. 

8. 모든 변수와 함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향상

되고 데이터 타입 오류의 위험이 줄어든다.

9. 가능한 한 객체 구현을 숨긴다(hide). 내재된 데이터 스트럭처와 구현에 대한 정보가 객체의 

인터페이스에서 가능한 한 적게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객체에 향을 주지 않고 

객체를 변경할 수 있다.

10. 객체 인터페이스에서 환경에 특화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마라. 예를 들어, 픽셀이나 트윕

보다는 작음, 중간 또는 큼(small, medium, large)이 바람직하다.

11. 가변적인 데이터 타입은 드물게 사용하라. 가변적인 데이터 타입은 파라미터의 다형성을 

지원하지만 이로 인해 소스코드는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데이터 타입 오류의  

위험을 높인다.

12. 서브루틴과 함수는 가능한 한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라. 서브루틴과 함수는 다른 객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퍼블릭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더 읽기 쉽고 다른 객체가 

프라이빗 메소드에 직접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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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 메소드의 맨 위에 인터페이스 정보를 적어두어라. 변수의 타입, 크기, 그리고 허용 

가능한 값 정보를 포함하라. 

14. 가능하면 표준 객체를 사용하라. 예를 들어 특정 폼을 만드는 대신 메시지 상자와 커뮤니

케이션 상자를 사용하라. 

15. OptionBase문을 사용하여 문자열의 첨자(array subscript) 하한 값을 변경하지 마라. 하한 

값을 변경하면 재사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16. 객체는 약한 커플링(weak coupling)으로 설계하라. 즉, 다른 객체에 대한 의존성이 최소화

되도록 객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객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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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3 RTOS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Selecting a Real-Time Operating System”(Greg Hawley,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밍, 1999.3.) 발췌

기준 고려사항

언어/마이크로프로세서 지원
프로젝트에 적합한 RTOS를 찾는 첫 번째 단계는 사용할 언어와 마이
크로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벤더를 살펴보는 것이다.

도구 호환성
RTOS가 ICE,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및 소스코드 디버거에서 작동
하는지 확인하라. 

서비스
운 체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신이 설계 시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큐, 타임, 세마포어)를 OS가 지원하는지 확인하라. 

풋프린트

RTOS는 응용프로그램에 필요한 서비스만을 포함하여 확장 가능한 경우
가 많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태스크의 수, 세마포어 및 기타 
당신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것에 대해, 사용하는 RAM 및 
ROM에서 RTOS가 동작되는지 확인하라. 

성능
RTOS가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가? 벤더가 제공하는 벤치 
마크와 당신이 실제로 사용할 하드웨어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필요한 컴포넌트(프로토콜 스택, 통신 서비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웹 서비스, 가상 머신, 그래픽 라이브러리 등)를 RTOS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통합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일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RTOS에 사용할 디바이스 드라이
버가 있는가?

디버깅 도구
소스코드 수준의 디버거에서 찾기 어려운 결함(예: 데드락, 포가튼(for
gotten) 세마포어 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디버깅 도구를 RTOS 
벤더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표준 호환성
응용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안전 또는 호환성 표준이 있는가? RTOS가 
준수하는지 확인하라.

기술 지원
전화 지원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제공되거나 별도 
지원을 통해 1년 단위로 제공된다. 때때로 응용프로그램 엔지니어가 
지원할 수 있고 일부 벤더에서는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스코드 vs. 오브젝트코드
일부 RTOS에서는 라이선스를 구매할 때 운 체제에 대한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오브젝트 코드 또는 링크 가능한 라이브
러리만 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
RTOS 벤더가 RTOS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일부 벤더의 경우 적용하고자 하는 각 보드별로 런타임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개발자별로 개발 도구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평판 당신이 거래하는 사람이 좋은지 확인하라. 

서비스
실시간 운 체제는 개발자에게 여러 유형의 세마포어(카운팅, 상호배제), 
시간, 메일박스, 큐, 버퍼 관리자, 메모리 시스템 관리자, 이벤트 등과 
같이 기능(feature)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것을 제공한다. 

우선순위 상속
우선순위 상속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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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제안

CPU 셀프테스트. 부팅 시 CPU를 테스트하라.

ROM/RAM/플래시를 알려진 패턴(중지, 허용
되지 않은 명령어, 리턴)으로 채워라. - 허용되
지 않은 점프를 방지하기 위함임

ROM 테스트. ROM(EEPROM, 플래시 디스크 
등)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전에 
ROM 무결성을 확인하라. 

와치독 타이머. 소프트웨어가 “멈춘(stuck)” 경우 
소프트웨어를 재부팅하기 위해 와치독 타이머를 
구현하라.

변수 커럽션(corruption)을 방지하라. 중요한 변
수는 특히 다른 저장 매체나 물리적으로 분리
된 메모리에 여러 개를 복사하여 저장하라. 

스택 체크. 스택을 체크하면 스택 오버플로우나 
커럽션을 방지할 수 있다. 스택을 알려진 패턴
으로 초기화하면 스택 모니터 기능을 통해 사용 
가능한 스택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사용하라! 
계약상 요구되지 않는 한, 문서를 불필요하게 
장황하거나 길게 작성하지 마라. 개발자가 실제
로 읽고 사용할 짧은 문서가 더 좋다. 

모든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위치는 특정 패턴
으로 초기화하라. 여기서의 특정 패턴은 명령어
로 실행되었을 때 시스템을 알려진 안전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패턴을 말한다. 

중단(stop) 또는 중지(halt) 명령을 사용하지 마라. 
유휴(idle) 상태이든지 액티브하게 처리중인 상태
이든지 CPU는 항상 실행 중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안전-필수 운영 소프트웨어 명령을 
비휘발성 읽기 전용 메모리에 저장하라.

컴퓨터 또는 컴퓨터 내의 태스크 간에 안전-필수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데에는 스크래치 
파일을 사용하지 마라.

인터페이스 컨트롤 문서(Interface Control 
Document)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라. 오래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다른 장치와 
올바르게 인터페이스하지 않는 모듈 또는 장치를 
만든다. 그러한 문제는 수정 비용이 많이 드는 
테스트 단계 후반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H.14 좋은 프로그래밍 관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여기 소개된 아이템들은 코딩 표준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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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패치를 금지하라. 개발 중에 프로그램
을 패치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운  중에 패치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두 사람 규칙(two person rule)을 지켜라. 적어도 
2명이 시스템의 각 소프트웨어 모듈의 설계, 코드, 
테스트 및 운 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떠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설계 이슈

프로그램 계산 검사. 계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위해 간단한 검사(checks)를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된 모든 코드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는지 확인한다.

프로그램을 “하나의 큰 루프”로 구현하지 마라. 
하나의 대형 루프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속도로 작동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하드웨어의 
특성을 분석하라.

가능한 경우 모듈 간 의존성을 피하라. 이는 소
프트웨어 재사용성을 극대화한다.

하나 이상의 설계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라. 전체 
설계를 문서화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오류 감지 및 처리 루틴을 설계하라! 코드에 들
이는 노력을 테일러링 하라 – 모든 곳에 오류 
감지 및 처리루틴을 설계할 필요는 없다. 

설계에 대한 메모리 분석을 수행하라. 시스템이 
사용하는 메모리 양을 추정하고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면 설계를 조정하라.

인터럽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마라. 신중하게 
구현하지 않으면 실시간 시스템에서 인터럽트의 
사용으로 우선순위 역전(inversion)이 발생할 수 
있다. 

호출 체크(come-from check)를 하라. 안전-필수 
모듈의 경우 특정 호출이 올바른 모듈로부터 
불렸는지, 모듈이 오작동하여 실수로 불리지 않았
는지 확인하라. 

중요하거나 위험한 기능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 및 별도의 제어 기능을 제공하라. 
여기에는 중요한 기능에 대한 별도의 “arm” 및 
“fire” 명령이 포함된다.

입/출력 포트를 크리티컬한 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 모두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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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티컬한 I/O 포트와 그렇지 않은 I/O 포트 
간에는 주소에 충분한 차이를 두어 주소 비트에 
대한 단일 오류로 인해 크리티컬한 기능 또는 
포트로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인터럽트 우선순위와 응답이 정의되었는지 
확인하라.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인터럽트는 리턴(return)으로 초기화되어야한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감지되면 순서에 따라 
종료(또는 기타 수용 가능한 응답)하라.

종료 명령, 전원 인터럽트 또는 기타 실패 시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스템을 종료하라.

정상적인 전송 순서를 감지하고 순서 이탈을 확인
하여 안전-필수 기능 메시지가 잘못된 순서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라. 순서를 벗어난 메시지가 
감지되면 알려진 안전 상태로 되돌린다.

단일 키보드 입력으로 위험한 시퀀스를 초기화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루틴에 실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알려진 
안전한 상태로 되돌려라. 

테스트를 위해 안전 인터록이 제거/바이패스했
다면 테스트 완료 시 인터록의 복원을 소프트
웨어가 확인해야 한다.

한 CPU에서 다른 CPU로 전달되는 크리티컬 
데이터는 운  사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

전용 상태 플래그를 설정하여 위험한 작업의 
각 단계 사이에 상태 플래그를 업데이트 하라. 

전송 전과 수신 시 크리티컬 명령을 검증하라. 
두 번 확인한다고 피해보지는 않는다!

사용된 모든 플래그가 고유하고 단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라.

대부분의 안전-필수 의사결정과 알고리즘은 하나
(또는 몇 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모듈에 넣는다.

하드웨어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 모듈로부터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의사결정 로직은 모두 1 또는 
모두 0의 값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의사
결정 로직을 만족시키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오작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바이너리 
패턴을 사용하라. 

모든 안전-필수 입력에 대해 합리성 체크
(reasonableness checks)를 수행하라. 

잠재적으로 위험한 시퀀스를 실행하기 전에는 
중요한 시스템 요소의 상태 확인을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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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소프트웨어를 알려진 안전 상태로 초기화
하라. 이는 모든 변수가 리셋을 수행하기 전의 
이전 값이 아닌, 초기 값으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영자가 의사결정 로직에서 안전에 필수적인 
시간 한계점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마라.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나 문제를 조치하여 
시스템이 안전해지면 운 자에게 현재 시스템 
설정 내역(configuration)을 제공하라.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하드웨어 
오류 목록을 작성하라. 이 목록은 설계 단계에서 
하드웨어의 실패가 고려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오류 핸들링 기능을 테스트
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조심하라. 
여러 스레드 간의 예기치 않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미묘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요구사항의 안정성을 고려하라. 요구사항이 변
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 가능한 한 
많은 유연성을 설계하라. 

모듈(클래스 등)간 커플링이 약하게 설계하라. 
모듈이 독립적일수록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줄
어든다.

복잡도를 줄여라. 복잡도 지표를 계산하고 매우 
복잡한 모듈을 살펴보고 가능하면 그런 모듈을 
줄여라.

구현(코딩) 이슈

빈 루프로 지연(delay)을 구현하지 마라. 더 빠
르거나 느린 장비에서 실행되거나 또는 새로운 
최적화된 컴파일러로 재컴파일 되는 경우 빈 
루프로 구현된 코드는 문제(그리고 타이밍의 어
려움)를 만들 수 있다. 

처음 구현하는 단계에서는 촘촘한 최적화를 
피하라. 

사용하기 전에 변수의 합리성을 확인하라. 값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메모리 커럽션(corruption), 
잘못된 계산, 하드웨어 문제(센서인 경우) 등의 
문제가 생긴다. 

값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읽기(read-backs)를 
사용하라. 값이 메모리, 디스플레이 또는 하드
웨어에 기록되면 다른 기능이 이를 다시 읽고 
올바른 값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필수 모듈에는 하나의 진입점(entry)과 하
나의 종료점(exit)만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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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 그래프를 만들어라. 이러한 다이어그램
이 주어지면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재사용
할 수 있는지 식별하고 모듈의 증분(incremental) 
테스트를 위한 전략을 만들고 전체 시스템을 
통한 오류 전파를 제한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쉽다.

컴파일러 최적화를 신중하게 고려하라. 디버거는 
최적화된 코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테스팅 이슈

모든 테스트를 계획하고 기록(script)하라. 대화형 
및 불완전한 테스트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마라.

코드 실행 시간을 측정하라. 병목 현상이 있는지 
또는 최적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모듈이 있는지 
결정하라. 

소프트웨어 폭주, 허용되지 않은 기능, 순서를 
벗어난 실행을 찾기 위해 독립적인 검사와 함께 
실행 로깅(execution logging)을 사용하라. 

메모리 누수를 테스트하라. 코드를 설치하면 부하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하라.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디버깅을 위해서는 시뮬레
이터나 ICE(회로 내 에뮬레이터) 시스템을 사용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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