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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SW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안전SW 산출물 검토 가이드

1장. 개 요

Ⅰ

1.1. 배경 및 목적

1.2. 가이드 개발 방법
1.3. 가이드 범위 및 구성

안전SW 산출물 검토 가이드

1장

개요

1.1 배경 및 목적
산업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항공기 및 열차의 안전한
운행, 국방 지휘통제, 재난 상황의 긴급 전파 ․ 대응, 의료 및 질병관리 서비스, 에너지 생산 등
안전과 관련된 공공분야에서도 SW가 널리 도입 및 활용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야 특성상 안전과 관련된 SW(이하, 안전SW1))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급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안전SW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는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SW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해서는 SW가 어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구조화되고 설계되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모듈과 어떤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SW 개발 산출물은 이 같은 SW 내부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또는 다이어그램, 프로그램 등)로서, SW의 구성, 기능, 제약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해 SW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식별이 용이한 HW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 구조 파악이 힘든 SW특성상 SW 개발 산출물 확보는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SW의
경우 일반SW(안전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SW)에 비해 더 엄격한 산출물 확보와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안전SW의 개발 활동 및 산출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주

1) 기능 오동작, 성능저하 등의 문제 발생 시 안전 사고(국민 생명, 신체, 재산, 환경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사건)를 직·간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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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들이 안전SW 개발 산출물을 검토․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CBD SW
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NIA, 2011)’와 같이 공공 정보화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개발
산출물 가이드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SW의 개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안전SW 개발 활동이나
산출물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열차, 항공, 원자력, 자동차 등 안전 직결
분야 시스템을 위한 기능 안전 표준이 존재하지만 해당 표준들은 각 도메인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며 매우 엄격한 개발 활동과 산출물을 요구하고 있어 공공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 안전SW의 안전확보를 위해, 발주 담당자가 안전SW 산출물의 핵심요소를 쉽게
이해하여 양질의 산출물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개발 산출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SW 개발 절차와 방법을 우선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산출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산출물 템플릿을 제공하였다. 또한 각
산출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점사항들을 선별해 체크리스트로 제공하였다.

o 가이드 정의 및 특징
- 안전 운영에 필수인 안전SW의 산출물 확보 및 검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 발주자의 산출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SW 개발활동을 정립하여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 템플릿과 발주자 체크리스트 제공
o 가이드 주요 내용
- 안전SW 개발·유지보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SW 개발 절차 및 방법 정립
- 안전SW 개발·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산출물 핵심요소 정의
- 산출물 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자 산출물 체크리스트 제시
o 적용·활용 대상
- (시스템) 국민 안전을 보장 또는 지원하기 위해 구축・운영되는 시스템, 오동작・성능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 안전(생명, 신체, 재산, 환경적 피해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
- (활용자) 안전SW 개발 사업 발주자 또는 안전SW의 사용자, 개발자, 운영·유지보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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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이드 개발 방법

┃그림 1-2-1┃ 가이드 개발 방법

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공공분야 SW개발 사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SW개발 절차, 산출물, 개발방법론 등을
조사 ․ 분석하여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개발 산출물 범위를 선정하였다.
- 안전SW 국제 표준(IEC 61508, IEC 62279 등)이나 지침, 안전SW 개발 사례 등을 분석하여
안전SW 중요 산출물을 확인하였다.

➁ 개발 산출물 활용 및 관리 현황 조사 및 인터뷰
- 가이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안전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 이해도, 산출물 확보 ․ 관리현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 공공기관 SW발주 담당자,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여 SW사업 절차와 특성,
산출물 확보 현황, 산출물 관리 이슈 등을 파악하였다.

8

제1장 개요

안전SW 개발 산출물 관리 현황 설문조사 수행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관리 현황’설문조사 주요 내용 >
➢ 국가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SW시스템을 발주, 운영, 유지보수 하는 담당자 283명을 대상으로,
개발 산출물 활용 및 관리 현황, 애로사항, SW안전 개발 산출물 이해 정도 등을 조사함
➢ 조사 결과, 개발 산출물 필요성을 인지(90.5%)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운영・유지보수(변경,
업그레이드, 패치 등)에 개발 산출물을 활용(89.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산출물 종류, 산출물 핵심 요구사항, 산출물 검토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실 있는 산출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➂ 가이드 개발

- 안전SW 개발 수명주기별 활동에 따른 산출물을 정의하고 발주자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핵심 내용 및 항목을 제시하였다.
- 개발 산출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산출물 템플릿을 제시하고 발주자 관점에서 산출물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➃ 전문가 검토 및 자문

- SW사업 발주 담당자, 개발자, 시스템 운영자, SW안전 전문가, SW품질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검토 및 자문을 받아 가이드 내용의 신뢰도 및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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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이드 범위 및 구성
□ 가이드 범위
◦ 공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 범위가 넓고 공공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시스템이 보장해야 하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단순히 사람의 생명에
국한하지 않고 신체, 건강, 재산, 환경적 피해 등도 포함하였다.
◦ 이에, 가이드 적용 대상은 철도, 항공, 의료 등 일부 안전 민감 분야 시스템에 국한하지
않으며 시스템 오동작이나 실패 시 생명, 신체, 건강, 환경오염, 장애로 인해 사회적 혼란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범위로 한다.
◦ 공공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 중‘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하며 소프트웨
어에 대한 개발 산출물을 범위로 한다(하드웨어 개발은 제외).
◦ 제안요청서에 안전SW를 개발하기 위한 기능 요구사항이나 개발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가정한다.2)
◦ 운영․유지보수 단계 산출물과 SW형상관리, 변경관리 및 교육훈련과 같은 SW개발 지원
활동과 관련한 산출물은 본 가이드 범위에서 제외한다.
◦ 웹 접근성점검3), 웹 호환성점검4), 개인정보보호조치, 보안취약성점검5)에 따른 활동 및
관련 산출물은 가이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이드 구성
본 가이드는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 가이드 배경, 목적 등 개요 소개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일반적인 SW개발이나 기능 안전 표준에 기반한 SW개발을 위한 국내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안전SW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절차(이하 안전SW 개발)와 활동을
소개한다. 제 4장에서는 안전SW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 템플릿과 산출물별 핵심

2) 안전SW 개발을 위해서는 제안요청서에 안전 기능 요구사항과 관련 개발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나, SW안전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높지 않아 제안요청서에 SW안전 기능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매우 드문 현실임
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라 22개 검사항목에 대해 점검. 자동평가도구(K-WAH)로 점검
4) W3C 유효성 검사도구 활용하여 웹 표준문서 준수 점검 및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도구 사용하여 점검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대한 보안 취약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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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어, SW안전 관련 용어와 위험분석 기법, 안전등급에 따른 안전
계획 수립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첨부하였다.

○ 표 1-2-1. 가이드 구성
구성

주요 내용

1.

개요

• 가이드 배경 및 목적, 개발 방법
• 가이드 구성 및 주요 내용

2.

SW개발 지침·가이드 현황

• 공공분야 SW개발 지침·가이드 현황
• 안전 중요 분야 SW 개발 가이드 현황

3.

안전SW 개발 절차

• 안전SW 개발 절차
• 개발 단계별 주요 활동 및 세부 작업

4.

안전SW 개발 산출물

• 안전SW 개발 절차별 산출물 종류 및 템플릿
• 개발 산출물 검토 체크리스트

참고문헌

• 참고·인용 문헌 및 자료

부록

• 용어정의
•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산출물 템플릿
• 안전 등급별 안전 활동 및 위험분석 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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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장. SW개발 지침·가이드 현황

안전SW 산출물 검토 가이드

2장

SW개발 지침·가이드 현황

SW시스템이 의도된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며 운영 목적에 부합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검토ㆍ확인을 통해
그 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부 공공분야에서는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SW
개발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ㆍ가이드들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 민감도가 높은
철도, 의료, 자동차 등 분야에서도 SW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개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개발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SW개발 지침ㆍ가이드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SW발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침ㆍ가이드들을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에서 SW개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포함내용
SW개발 지침․가이드 명

개발 절차
정의

개발 산출물
목록

개발 산출물
템플릿

①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

○

○

○

×

② 전자정부사업 품질관리 매뉴얼

(CBD 개발
표준 준용)

(CBD 개발
표준 준용)

×

×

○

③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

○

○

○

×

④ 특허청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

○

○

×

×

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

○

○

×

○

⑥ SW안전 개발가이드
(공통, 철도, 자동차 및 의료분야)

○

○

○

(일부가이드
제공)

(일부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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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정보화진흥원(NIA),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2011년)
가. 목적
◦ SW 품질 강화를 위해 CBD 기반의 SW 개발 프로세스 및 단계별 산출물 종류, 산출물
서식 및 체크 리스트를 포함한 개발 매뉴얼 제공

나. 적용대상 및 범위
◦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내 SW 개발자 및 발주자
◦ (범위) 객체지향 및 CBD 기반의 SW 개발 프로세스와 산출물

다. 주요내용
◦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단계를 포함한 객체지향 및 CBD 기반의 개발 단계별 산출물
(25종) 정의
◦ 사업자가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단계별 점검 시 또는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산출물(25
종)에 대해 구성 항목, 작성 표 등 구체적 양식 제시

◦ 산출물 양식별로 작성 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 예시 제시

단계

포함내용

개발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유지보수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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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절차 및 산출물 목록 :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단계별 개발 산출물 정의
단계

산출물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분석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
클래스 설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컴포넌트 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총괄시험 계획서

설계
시스템시험 시나리오
엔티티 관계 요청 기술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통합시험 시나리오
단위시험 케이스
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구현

단위시험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통합시험 결과서
시스템시험 결과서
사용자 지침서

시험

운영자 지침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인수시험 시나리오
인수시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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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템플릿 : 25개 산출물별로 구성 항목, 작성 내용, 표 양식 등 구체적 양식 제시

◦ 산출물 작성 예시 : 25개 산출물 양식별로 작성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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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전자정부사업 품질관리 매뉴얼(2013년)
가. 목적
◦ 전자정부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전자정부부문 정보시스템의 제안 및 계약, 개발, 납품
및 종료 등 각 단계별 품질관리 지침 제공

나. 적용대상 및 범위
◦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및 발주관리자
◦ (범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활동

다. 주요내용
◦ 개발 단계별로 품질 관리 절차, 수행 내용, 고려사항 등 품질 관리 방법 제시
◦ 사업 규모, 복잡도, 특수성 및 발주자의 품질관리 수준을 반영한 품질 관리 적용 방법과
품질측정지표, 품질관리 산출물, 산출물 체크리스트, 테스트 기법 등 제시
※ 개발에 따른 산출물은 기본적으로‘CBD SW개발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에 제시된
개발 표준산출물(25종)을 따름

단계
개발 *
유지보수

포함내용
⎕ 절차 정의 **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 절차 정의

⎕ 산출물 검토방법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개발 단계별로 세부 품질관리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별도 단계나 산출물 목록을 정의하지 않고 CBD SW개발 표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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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절차 및 산출물 목록은‘CBD SW개발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에 제시된 개발 표준
산출물(25종)을 준용
◦ 산출물 검토방법 : 표준산출물별 내용 적절성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

◦ 품질관리 활동 : 품질관리 프레임워크의 각 품질관리 활동별 세부 내용 및 관련 산출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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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2005년)
가. 목적
◦ 서울시에서 SW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SW시스템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방법론

나. 적용대상 및 범위
◦ (대상) 서울시 SW개발 사업 수행자 (SW개발자 및 유지보수자)
◦ (범위) SW개발 및 SW유지보수 단계의 세부활동 및 활동별 산출물

다. 주요내용
◦ (SW개발 방법론) 정보시스템 유형 SW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개발
공정 및 산출물 제시
- 개발 단계를 8개 단계로 구분하고 세부 17개 활동 및 56개 태스크 제시
- 개발 단계, 활동 및 태스크에 따른 73개 산출물 제시
◦ (유지보수 방법론) 개발된 SW의 오류, 기능변경, 사용법 개선 등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업무 분류, 업무 처리 흐름 등 유지보수 업무처리 공정 및 산출물 제시
- 유지보수 단계를 7개 단계로 구분하고 세부 12개 활동 및 12개 태스크 제시
- 유지보수 단계, 활동 및 태스크에 따른 26개 산출물 제시

단계

포함내용

개발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유지보수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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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절차 및 산출물 목록
단계

활동

요구사항이해

요구분석

작업

산출물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용어정의서
메뉴구성도
요구사항 기술서
현행 시스템분석서
인터뷰 결과서

업무흐름 정의

업무흐름도
시스템기본요건정의

요구사항정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기술서(정제)
요구사항 정의서(기능)
용어정의서(정제)

UI 정의

기본설계

아키텍처 정의

요구사항 검토회의

검토회의록

UI 기본설계

사용자화면정의서

데이터모형 작성

데이터모형설계서(ERD)

기능 및 프로세스 정의

클래스 설계서(기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정의

아키텍처 정의서

재사용모듈조사

재사용모듈 후보목록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시스템 구성도

프로젝트 계획수립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 계획

UI설계

상세설계

DB설계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적용대상 산출물 목록표

분석/설계 검토

분석설계 체크리스트

계획검토

검토회의록

착수보고회

착수보고문서(PT자료)

메뉴 설계

메뉴구성도(정제)

UI 상세설계

사용자화면 정의서(정제)

코드 설계

코드설계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테이블 공간 설명서
서버할당요청서

아키텍처 설계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진행

아키텍처설계

아키텍처 설계서

클래스 설계

클래스 설계서(상세)

인터페이스설계

인터페이스 설계서

과업지시

과업지시서

검토회의

검토 회의록

작업수행계획 수립

작업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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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테스트계획

작업
품질활동
프로젝트 진척보고
품질활동 부적합 사항 관리
품질활동 시정조치 결과 보고
동료검토 결과
테스트계획 수립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시스템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어플리케이션 구현

프로그램 개발

개발

지침서개발

DB구축
데이터 전환준비
사용자지침서 작성
운영자지침서 작성
단위테스트 준비 및 수행

테스트

시스템설치
인수
인수테스트

사용자교육
프로젝트
종료
프로젝트완료

통합테스트보고서(정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보완 및 수행

소스코드체크리스트

테스트평가
운영자원 설치

화면구성일관성체크리스트
테스트 결과 보고서
시스템 설치 보고서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설치 매뉴얼

응용시스템 설치

인수테스트 계획서(정제)

인수테스트 준비

인수테스트 수행보고서

인수테스트 수행

보완요구사항/조치내역서

인수테스트 평가

인수테스트 결과보고서

사용자지침서(보완) 작성

사용자지침서(정제)

운영자지침서(보완) 작성

운영자지침서(정제)

교육준비

사용자 교육계획서

교육실시

사용자 교육보고서

품질활동결과보고

품질활동결과보고서

프로젝트 평가

평가의견서

운영계획 수립

운영계획서

프로젝트완료보고 준비

프로젝트 완료보고서

저작권등록

프로젝트 완료보고서

유지보수 계획

22

산출물
품질활동계획서
프로젝트 진척보고서(주간)
부적합 관리대장
시정조치 보고서
동료검토 결과서
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수행보고서
인수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프로그램대테이블 상관도
DB(Data)
전환프로그램 소스
사용자지침서
운영자지침서
단위테스트 수행보고서
단위테스트 체크리스트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유지보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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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절차 및 산출물 목록
단계
요청

활동

작업

유지보수요청

요청공문작성

요청서 접수 검토

요청내용 분석
검토의견작성

분석
요구분석

분석서작성

산출물
유지보수 요청서
사용자화면정의서
검토의견 공문
검토의견서
사용자화면정의서(정제)
기능차트
프로세스정의서
사용자화면정의서(정제)

설계

기본설계

설계서작성

데이터모형설계서(ERD)
테이블 목록
테이블 명세서

과업지시

과업지시서작성

유지보수 작업지시서

과업계획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유지보수 작업수행계획서

처리

소스코드
유지보수

유지보수 수행

유지보수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테스트

설치

테스트

테스트

설치

시스템설치

사용자교육

지침서 작성

보고

완료보고

테스트수행보고서
테스트결과보고서
시스템설치보고서
사용자지침서
운영자지침서
유지보수 완료보고
유지보수 결과보고
소프트웨어변경기록부

종료
통보

조치결과 통보

조치결과 통보공문
유지보수조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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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산출물 템플릿 : 8개 개발 단계, 17개 활동에 대한 73개 산출물별 작성 항목과 내용,
표 양식 및 간단한 예시 제시

◦ 유지보수 산출물 템플릿 : 7개 단계의 12개 활동에 대한 26개 산출물별 작성 항목과
내용, 표 양식 및 간단한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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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청 소프트웨어(SW) 개발방법론(2014년)
가. 목적
◦ 표준화된 개발 프로세스 및 산출물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과정을 관리하고, SW사업자의
개발 생산성과 SW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나. 적용대상 및 범위
◦ (대상) 정보화사업 중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웹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자
◦ (범위) 정보화 사업 개발 공정절차와 단계별 산출물 정의
※ 사업관리부분은 제외되며, 해당 내용은‘특허청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참조

다. 주요 내용
◦ 개발 절차(7개 단계, 23개 활동, 51개 태스크)를 정의하고 단계별 표준 프로세스 정의
◦ 개발 단계별 작업활동, 입・출력 산출물 및 고려사항 등을 정의하고 총 74개의 산출물
표준 양식 제시

단계

포함내용

개발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유지보수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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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절차 및 산출물 목록
단계
개발준비

활동
TFT구성 및 테일러링
개발 사전준비

작업
사업 TFT 구성
방법론 테일러링
개발준비
요구사항 수집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유스케이스 기술
요구사항 추적

업무 분석
분석

업무/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 분석
분석단계 테스트계획

현행 아키텍처 분석
총괄테스트 계획

분석단계 점검

분석단계 산출물 점검

아키텍처 설계

어플리케이션 설계

SW아키텍처 설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클래스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컴포넌트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배치프로그램 설계
사용자 웹 구성 설계
개념 DB모델 설계

설계
논리 DB 설계
DB 설계
물리 DB 설계
데이터흐름도(DFD) 작성
데이터검증식(BR)작성

산출물
TFT 구성계획서
방법론 테일러링 결과서
인터뷰 계획서
인터뷰 결과서
요구사항 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
현행비즈니스프로세스정의서
현행비즈니스업무흐름도
To-Be비즈니스프로세스정의서
To-Be비즈니스업무흐름도
현행데이터분석서
현행표준사전정의서
전환대상업무 및 범위정의서
현행 아키텍처 분석서
총괄테스트 계획서
분석단계점검 결과서
분석단계점검 조치결과서
SW아키텍처설계서
시스템아키텍처설계서
클래스설계서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서
컴포넌트설계서
인터페이스설계서
배치프로그램설계서
사용자인터페이스웹구성도
개념데이터모델(ERD)
논리데이터요소정의서
물리데이터요소정의서
논리/물리 ERD
표준데이터사전정의서
Object 정의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데이터흐름도(DFD)
특허데이터검증식(BR) 정의서
데이터전환 계획서

데이터전환 설계

데이터 전환/검증 계획

데이터전환 매핑정의서
데이터전환 프로그램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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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설계단계 테스트계획

작업
데이터 정비 계획

산출물
데이터 검증 프로그램 명세서
데이터정비 계획서

단위테스트케이스 작성

단위테스트 케이스

통합테스트시나리오 작성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시스템테스트시나리오 작성

시스템테스트 시나리오

사용자테스트시나리오 작성

사용자테스트 시나리오

설계단계 점검

설계단계 산출물 점검

구현 준비
개발
단위 테스트

개발환경 구성
프로그램 개발
단위 테스트
웹표준 점검

구현
구현단계 점검

소스품질 검사
구현단계 산출물 점검

테스트

테스트 준비 작업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시험단계 점검

시험단계 산출물 점검

시험

리허설 준비작업
리허설
전개

최종점검 및 리허설
전개 준비 작업

전개

최종점검 및 리허설
인수인계 계획
EA 현행화

인도

인수인계
매뉴얼 작성

설계단계 점검결과서
설계단계 점검조치결과서
개발환경구성계획서
프로그램 소스
단위테스트결과서
웹접근성점검보고서
웹호환성점검보고서
소스품질 검사 보고서
보안취약점진단결과서
구현단계점검 결과서
구현단계점검 조치결과서
통합테스트결과서
사용자테스트결과서
시험단계점검결과서
시험단계점검 조치결과서
전개전 리허설계획서
리허설 체크리스트
리허설 결과서
시스템테스트 결과서(리허설)
전개계획서
전개 체크리스트
전개 결과서
시스템테스트 결과서(전개)
인수인계 계획서
특허청 EA 정보
특허청 EA 연관정보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기반운영매뉴얼

산출물 현행화/인수인계
교육

교육준비 및 교육

인수교육참석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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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별 구성항목, 작성내용, 작성표 등 자체 개발방법론에 맞는 산출물
템플릿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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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2016년)
가. 목적
◦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획득되는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와
산출물 작성 표준 등을 규정

나. 적용대상 및 범위
◦ (대상)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국방 핵심 기술 및 핵심 SW개발사업,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ACTD),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의 사업 담당자
및 개발자
◦ (범위) 국방 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및 국방 CBD 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
프로세스 및 필수 산출물 제시

다. 주요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활동, 산출물 등 개발 절차와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감리와 같은
SW개발 지원 절차 정의
◦ 무기체계SW 코딩규칙, SW신뢰성/보안성 시험 절차, 국방 아키텍처 필수 작성 산출물
템플릿 및 작성방법 설명 등 제시

단계

포함내용

개발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유지보수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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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절차 및 산출물 목록
프로세스
개발 준비

개발 준비
요구사항 분석

구조 설계
SW 요구사항
분석

세부 프로세스
개발 계획 작성

- 탐색/체계개발실행계획서

체계/요구사항 정의
체계/요구사항 검토

- 체계요구사항명세서
- SW개발계획서

체계 구조설계

- 체계설계기술서

체계 구조설계 검토

- 체계구조 설계 산출물

SW요구사항 정의
SW 요구사항 검토
SW 구조 정의 및 설계

SW 구조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SW 구조설계 검토
SW구성요소 상세설계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SW 상세설계
체계 개발

산출물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SW 상세설계 검토
SW 통합시험 계획 수립

- SW요구사항명세서
-

(개략)SW설계기술서
(개략)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
(개략)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
체계구조 산출물(갱신)

-

(상세)SW설계기술서
(상세)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
(상세)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
인터페이스통제문서
체계구조산출물
SW단위시험계획
SW통합시험계획서(초안)

단위 SW 구현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단위 SW 및 데이터베이스 시험 준비
SW 구현

단위 SW 시험
SW코드 및 단위시험 결과 검토

- 소스코드/실행 프로그램 코드
(라이브러리/오브젝트코드 포함)
- SW단위시험결과
- SW통합시험계획서
- SW통합시험절차서

SW통합시험계획서 갱신 및 시험절차서 개발
SW통합 및 시험

SW 통합 및
시험

SW통합결과 검토
사용자/관리자 문서 개발
체계통합시험계획서 및 시험절차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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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통합시험결과서
- 사용자/관리자 문서(초안)
・ 사용자지침서
・ 체계운영자지침서
・ SW버전기술서
・ SW산출물명세서
- 체계통합시험계획서
- 체계통합시험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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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세부 프로세스
체계 통합 및 시험

체계 개발

체계 통합 및
시험

체계 통합결과 검토
SW 설치계획 작성
개발시험평가계획서(안) 및 시험절차 개발

산출물
-

체계통합시험결과서
SW설치/SW전이계획서
펌웨어설치절차서
SW목록명세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안)
개발시험평가절차서

개발시험평가 환경구성 및 시험평가
개발시험평가

개발시험평가 결과 검토

-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
- 운용시험평가지원계획서
- 사용자/관리자 문서

운용시험평가지원 계획 작성
시험평가,
규격화 및
인도

운용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지원

- 운용시험평가지원결과서

SW설치

SW 설치 수행

- SW설치결과서

규격화

SW 국방규격화

- 규격화 기술자료

인도

산출물 인도 및 발주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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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산출물 템플릿 :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단계별로 개발 산출물 템플릿 제시

◦ 개발 산출물 검토방법 : 각 산출물에 대한 검토사항 제시

32

제2장 SW개발 지침ㆍ가이드 현황

⑥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 안전 개발 가이드(공통, 철도, 자동차, 의료)
가. 목적
◦ 안전이 요구되는 일반 산업분야나 철도, 자동차 및 의료와 같은 안전 특화 분야에서 SW
안전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 활동, 산출물, 사례 등 제시

나. 적용 대상 및 범위
가이드

대상

범위

관련 안전표준

공통
가이드

SW 기능안전 확보가 필요한 전 산업
분야 SW 프로젝트 개발

SW 개발 수명주기에 따른 단계별 활동
및 산출물 제시
* IEC 61508-1 및 3을 기준으로 SIL6) 2
수준 예제 포함

IEC 615087)
(part 1, 3)

철도 분야
가이드

철도 분야 시스템 설계・개발 사업자
(개발자)

SW 수명주기 전체 걸친 안전 활동,
산출물 등 제시

IEC 622798)

자동차 분야
가이드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사 엔지니어

자동차 분야SW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 및 산출물 제시

ISO 262629)

의료기기 분야
가이드

의료기기 SW 개발사

SW 개발 단계별 활동 및 검증 방법 제시

IEC 6230410)

6) SIL : Safety Integrity Level
7) IEC 61508:1998,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electronic·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
8) IEC 62279:2015, Railway applications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Software for railway
control and protection systems
9) ISO 26262:2018, Road vehicles – Functional safety
10) IEC 62304:2006, Medical device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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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내용
(a) NIPA, 공통분야 SW안전 개발가이드(2017년)
◦ SW 안전성 개념, 관련 국제 표준 소개, 안전 관련 용어 정의
◦ SW 위험분석 절차, 사례 및 기법 소개
◦ SW 개발 수명주기, 개발 기법 및 활동별 산출물 양식
단계

포함내용

개발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유지보수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 개발절차 및 산출물 목록
단계

세부활동
개발

확인검증

산출물

안전

SW 개발계획 수립
SW 개발환경계획 수립
SW 개발표준 수립

SW 검증계획 수립
SW 개발계획 평가
확인검증 작성

SW 안전 분석
SW 안전계획 수립

-

SW
요구
분석

요구사항 명세
추적성 유지

SW 요구사항 평가
요구사항 테스트명세서
작성
SW요구사항 확인검증
작성

SW 요구사항 안전평가
SW 안전기록 작성

- SW요구사항 명세서
- SW 안전기록
- SW 요구사항 안전성분석
보고서

SW
설계

SW 구조설계
SW 설계명세서 정의
SW 통합테스트 명세서
작성
SW 모듈설계 명세서 작성
SW 모듈 테스트명세서
작성

SW 설계 평가
통합테스트 명세서
검증
SW 모듈테스트명세서
검증
확인검증 작성

SW 설계 안전평가
SW 모듈안전평가
SW 안전기록 작성

- SW설계명세서
- SW단위시험 계획서
- SW통합시험 계획서
- SW코딩 매뉴얼
- SW설계 안전성분석 보고서

SW
구현

SW 모듈구현

SW 구현 평가
확인검증 작성

SW 구현 안전평가
SW 안전기록 작성

- SW 코드 안전성분석 보고서

SW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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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계획서
SW 안전계획서
SW 확인검증계획서
SW 확인검증보고서
형상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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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활동
개발

산출물

확인검증

안전

SW
통합

SW 모듈테스팅
SW 통합테스트 개발
SW 통합테스트 수행
SW/HW 테스트 수행

추적가능성 분석
모듈테스트 결과 확인
통합테스트 결과 검증
SW/HW 테스트 검증
확인검증 작성

SW 통합안전평가
SW 안전기록 작성

- SW 단위시험 보고서
- SW 통합시험 보고서
- SW 시험 안전성분석 보고서

SW
운영

SW 운영, 유지보수 및 수리
변경 및 갱신 처리
폐기 및 해체 처리

SW 운영 평가
확인검증 작성

SW 운영 안전평가
SW 안전기록 작성

- SW 유지보수 계획서
- SW 운영 안전성 분석 보고서

◦ 산출물 템플릿

-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통합, 운영 단계별 주요 산출물 양식 및 작성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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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IPA, 철도 분야 SW안전 개발가이드(2017년)
◦ 국내외 철도 산업 현황, 관련 법 체계 및 사고 사례 소개
◦ IEC 62279 표준 기반 SW개발 수행 절차 제시
◦ 주요 시스템 위험분석 기법 및 활용 가능 도구, 가이드 적용 사례 제시
단계

포함내용

개발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유지보수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 개발절차 및 산출물 목록
단계

SW 요구사항
명세

SW아키텍처 및
설계명세

SW컴포넌트
설계

SW컴포넌트
구현 및 테스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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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요구사항 테스트 명세서 작성
요구사항 검증 보고서 작성
추적성 유지
SW 요구사항의 안전성 분석

산출물

- SW 요구사항 명세서
- 전체 SW 테스트 명세서
- SW 요구사항 검증 보고서

- 컴포넌트 식별
- 인터페이스 식별
- SW 아키텍처 및 설계 안전성 분석

-

- 컴포넌트 상세 설계
- 인터페이스 상세 설계
- SW 컴포넌트 설계 안전성 분석

- SW 컴포넌트 설계 명세서
- SW 컴포넌트 테스트 명세서
- SW 컴포넌트 설계 검증 보고서

- 소스 코드의 구현
- 소스 코드의 용량 및 복잡도 조절
- 정적 분석

- SW 소스 코드 및 지원 문서
- SW 컴포넌트 테스트 보고서
- SW 소스 코드 검증 보고서

-

- SW통합 테스트 결과서
- SW/HW통합 테스트 결과서
- SW 통합 검증 보고서

코딩표준 가이드 검토
컴포넌트 구현
소스코드 정적 테스트
SW통합 SW/HW 통합 및 통합 테스트

SW 아키텍처 명세서
SW 인터페이스 명세서
SW 설계 명세서
SW 통합 테스트 명세서
SW/HW 통합 테스트 명세서
SW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 보고서

제2장 SW개발 지침ㆍ가이드 현황

단계

종합 SW 시험/
최종 확인

SW 배포

SW 유지보수

주요활동

산출물

- 종합 SW 테스트
- SW 확인
- 종합 SW 검증 확인

-

종합 SW 테스트 보고서
종합 SW 테스트 검증 보고서
SW 확인 보고서
배포(Release) 노트

-

-

SW 릴리스 및 배포 계획서
SW 배포 매뉴얼
릴리스 노트
배포 기록
배포 검증 보고서

-

SW
SW
SW
SW

SW
SW
SW
SW

릴리스 및 배포 계획 수립
배포 매뉴얼 작성
릴리스, 배포
배포 검증

- SW 유지보수 계획
- SW 변경/유지보수
- SW 유지보수 검증

유지보수 계획서
변경 기록
유지보수 기록
유지보수 검증 보고서

◦ 개발 산출물 템플릿 및 검토방법
- 개발 단계별 산출물 템플릿 및 체크리스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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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IPA 자동차 분야 SW안전 개발가이드(2017년)
◦ 자동차 관련 법제도, 정책 및 표준화 동향 소개
◦ ISO 26262 표준 기반 안전등급에 따른 개발 절차 및 활동, 안전등급별 개발 기법 소개
◦ 개발활동별 주요 산출물 템플릿 및 작성방법과 예제 소개
단계

포함내용

개발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유지보수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 개발절차 및 산출물 목록
단계

주요활동

SW 안전요구사항
명세

- SW 안전 요구사항 명세
- HW/SW간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
- 요구사항이 기술안전 개념과 시스템 설계 명세서와
일치함 검증

-

SW 안전 요구사항 명세서
HW/SW 명세서 갱신
SW 검증계획 갱신
SW 검증 보고서

SW 아키텍처
설계

- SW 안전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SW 아키텍처 설계
- SW 아키텍처 설계 검증

-

SW 아키텍처 설계 명세서
안전계획 갱신
SW 안전 요구사항 명세서 갱신
안전분석 보고서
종속고장 분석 보고서
SW 검증 보고서 갱신

SW 단위설계 및
구현

- SW 아키텍처 설계 및 관련된 SW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SW 단위 명세
- 명세 되어있는 대로 SW 단위 구현
- SW단위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정적검증

- SW 단위설계 명세서
- SW 단위 구현
- SW 검증 보고서 갱신

- SW 단위 설계 명세서 검증

- SW 검증 계획
- SW 검증 명세서
- SW 검증 보고서

SW 단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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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활동

산출물

SW 통합 및 시험

- SW 엘리먼트 통합 및 시험 검증

- SW 검증 계획
- SW 검증 명세서
- SW 검증 보고서

SW 안전
요구사항 검증

- SW 안전 요구사항 만족여부 검증

- SW 안전요구사항 검증결과서

◦ 개발 산출물 템플릿
- 개발 단계별로 개발 산출물 템플릿,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작성 예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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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IPA, 의료기기 분야 SW안전 개발가이드(2018년)
◦ 의료기기 SW 표준(IEC 62304), 규제, 법, 사고사례 등 관련 동향 소개
◦ 의료기기 SW 품질관리, 위험관리, 생명주기 프로세스 및 단계별 활동 가이드
◦ 의료기기 SW 개발 산출물 템플릿 및 점검리스트 제시
단계

포함내용

개발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유지보수

⎕ 절차 정의

⎕ 산출물 목록

⎕ 산출물 템플릿 ⎕ 산출물 작성예

⎕ 산출물 검토방법

◦ 개발절차 및 산출물 목록
단계
요구사항 식별 및 SW
개발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석

주요활동

산출물

- SW요구사항 문서 작성
- 프로젝트 계획 수립
- SW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 SW 요구사항 문서
- SW 프로젝트 계획서

-

-

SW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위험 분석 및 통제
요구사항 추적표 작성
변경위험 평가 및 분석

SW 요구사항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
변경위험 평가표
변경영향 분석표

SW 아키텍처 설계

- SW 설계서 작성
- 위험 분석 및 통제

- SW 설계서

SW 상세 설계

- SW 상세 설계
- 위험 분석 및 통제

- SW 설계서 상세설계

SW 구현 및 단위
테스트

- SW 단위 코딩
- 위험 분석 및 통제
- SW 단위 테스트

-

소스코드
이진코드
요구사항 추적표
단위테스트 결과물

SW 통합 및 통합
테스트

- SW 통합 및 통합 테스트
- 통합 테스트 보고서 작성

-

통합된 SW 시스템
요구사항 추적표
SW 통합 테스트 결과서
SW 통합 테스트 보고서

SW 시스템 테스트

-

-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시스템 테스트 결과
시스템 테스트 결과표
시스템 테스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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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설계
계획서 작성
수행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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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산출물 템플릿 및 검토 방법
- 개발 단계별로 개발 산출물 템플릿 및 작성사항 제시

- 개발 단계별로 개발 산출물 주요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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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의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SW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인 SW산출물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산출물은 SW개발 절차와
활동에 따른 각종 결과물로서, 안전SW 산출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장에서 먼저
안전SW 산출물과 관련한 개발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3.1. 안전SW 개발 절차 개요
일반적인 SW 개발 목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들이 누락 없이 정확히 동작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성능이나 신뢰성과 같은 다양한 속성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안전SW는 일반적 SW 개발 목표 뿐 아니라‘안전 보장’이라는 목표를 추가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SW위해요소, 즉 SW위험원(SW Hazard)을
줄여 SW가‘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SW를 개발할 때에는 SW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테면, 일반적인 SW요구사항 외에도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안전 요구사항이 정상적으로 개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 안전성 확인이나 안전성
테스트 등 안전성을 검증 및 확인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안전SW 산출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본 장에서 안전SW 개발 활동과 방법을
제시한다. 전반적으로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44조 표준
산출물’에 근거한‘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NIA, 2011)’와 같은 관련 지침의 개발
절차를 수용하고, 해외 SW안전 표준이나 지침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안전 활동을 절차 내
긴밀하게 녹여 넣었다(‘그림 3-1-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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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안전SW개발 절차 정의 – SW개발 활동과 안전 개발 활동의 결합

□ 주요 참고문헌
◦ SW개발 절차, 방법 등 개발체계 및 산출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안부 고시 제2019-69호, 2019. 8.
-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12.
- 특허청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특허청, 2014. 12.
- 서울특별시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서울특별시, 2014. 12.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방위사업청, 2016. 7.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12.
- ISO/IEC/IEEE 12207-2017,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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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안전 개발절차, 활동 등
- NASA-GB-NASA Software Safety Guidebook, NASA, 2004. 3.
- DoD Joint Software System Safety Engineering Handbook, DoD, 2010. 8.
- IEEE 1228-1994, IEEE Standard for Software Safety Plan, IEEE, 1994.
- Software Safety Primer, Clifton A. Ericson II, CreateSpace Inc., 2013. 7.
- ISO/IEC 1012-2016,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2016.
- IEC 61508:2010,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 ․ electronic ․ 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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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SW 개발 절차
안전SW 개발 프로세스11)는 상위 관점에서 보면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및 인수
단계와 같이 일반적인 SW개발 프로세스와 유사한 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세부 활동 측면에서
보면, 안전SW는 일반적인 SW와 달리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활동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능과 잠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 요구사항의 분석, 안전 설계, 테스트 등 일반SW 개발에서는 수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들이 포함된다.

○ 표 3-2-1. 안전SW 개발 프로세스
단계

활동

태스크
◦ PP11. 시스템 정의

PP10. 시스템 정의 및 안전목표 수립
PP.
계획

◦ PP12. 안전목표 수립
PP20. 계획 수립

◦ PP21. 개발계획 수립

PP30. 계획 검토 및 확인

◦ PP31. 계획 검토 및 확인
◦ AN11. 일반(비안전) 요구사항 분석
◦ AN12. 안전 요구사항 분석

AN.
분석

AN10. 요구사항 정의

◦ AN13. 요구사항 명세
◦ AN14. 요구사항 추적표 생성

AN20. 분석 검토 및 확인

◦ AN21. 분석 검토 및 확인
◦ DE11. 아키텍처 설계

DE10. 아키텍처 설계 및 안전 분석
◦ DE12. 설계 안전 분석

DE.
설계
DE20. 상세설계

◦ DE21. 인터페이스 설계
◦ DE22. 컴포넌트 상세 설계

11) 본 가이드에서는 안전SW 개발 프로세스 정의 시, 국가·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가급적‘공공분야 SW
개발 사업’관련 법령이나 지침, 매뉴얼의 용어들을 사용함. SW안전 개발 프로세스는 SW개발 절차 및 활동, 관련 산출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 일부 활동(예: 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정의, 아키텍처 설계)의 경우 단순 SW 관련 활동 뿐
아니라, 시스템 관점(SW와 HW가 결합된 형태)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는 활동들을 함께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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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태스크
◦ DE2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DE24. 데이터베이스 설계
◦ DE31. 단위테스트설계

DE30. 테스트설계

◦ DE32. 통합테스트설계
◦ DE33. 시스템테스트설계

DE40. 설계 검토 및 확인

◦ DE41. 설계검토 및 확인
◦ CO11. 프로그램 구현

CO.
구현

CO10. 프로그램 구현 및 단위테스트

◦ CO13. 소스코드 점검
CO20. 구현 검토 및 확인

TE.
테스트

TE10. 통합/시스템 테스트
TE20. 테스트 검토 및 확인

TO.
인수

◦ CO12. 단위테스트 수행

TO10. 안전성 확인 및 인수테스트
TO20. 최종검수 확인

◦ CO21. 구현 검토 및 확인
◦ TE11. 통합테스트 수행
◦ TE12. 시스템테스트 수행
◦ TE21. 테스트 검토 및 확인
◦ TO11. 안전성확인
◦ TO12. 인수테스트 수행
◦ TO21. 최종검수 확인

※ 사업규모와 특성, 사업 형태 등에 따라 개발 활동 및 작업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 PP(Project Planning), AN(Analysis), DE(Design), CO(Construction), TE(TEST), TO(Take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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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계별 주요 활동 및 태스크
가. 계획(PP) 단계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역할, 기능, 구조, 범위 등 시스템 개념을 상위수준에서 정의하고
시스템 위험원을 식별해 개발 과정 동안 만족해야 할 안전목표를 수립한다. 시스템 정의,
안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개발절차와 일정, 개발 방법, 안전 활동 계획 등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PP) – 분석(AN) – 설계(DE) – 구현(CO) – 테스트(TE) – 인수(TO)
- 시작기준: 개발착수
- 입력물: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제안서, 업무명세서, ISP보고서(해당 시) 등

활동

태스크

입력물

산출물

PP10.
시스템 정의 및 안전목표
수립
- 수행: 개발자/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 PP11. 시스템 정의
- 현행 업무 및 기술현황 파악
- 시스템 정의

◦ 제안요청서/제안서
◦ 기술협상서
◦ ISP보고서(해당 시)

◦ 시스템정의서

◦ PP12. 안전목표 수립
- 예비위험분석 및 위험원 식별
- 시스템 위험분석
- 위험도 평가
- 안전목표 수립

◦ 시스템정의서

◦ 위험분석서
◦ 안전목표정의서

PP20.
계획수립
- 수행: 개발자/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 PP21. 개발계획 수립
- 전체 개발계획 수립
- 안전 계획 수립

◦ 시스템정의서
◦ 안전 요구사항

◦ 개발계획서

PP30.
계획 검토 및 확인
- 수행: 개발자/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 PP31. 계획 검토 및 확인

◦ 계획단계 산출물

◦ 계획 검토/확인 결과서

- 종료기준:
▪ 시스템 개념 정의 및 안전목표 수립 완료
▪ 개발계획 수립 및 계획 검토·보완 및 승인자 확인
- 산출물: 시스템정의서, 위험분석서, 안전목표정의서, 개발계획서, 계획 검토/확인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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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의 및 안전목표 수립(PP10)

[계획단계(PP)]

① 시스템 정의(PP11)
(a) 현행 업무 및 기술현황 파악
개발 대상 시스템과 관련한 현행 업무 및 기술 현황을 분석한다.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조직도, 업무 지침, 프로세스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개발 대상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 역할,
업무 프로세스 및 개발 대상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조직이나 프로세스, 서비스 범위 등을
파악한다. 또한 개발 대상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성,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 주요 이슈, 운용
환경 상의 제약사항이나 준수사항 등을 파악한다.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 또는 개선하는 경우 현행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현황, 사용 애로사항
등을 주요하게 파악하고, 신규 구축하는 경우에는 업무 프로세스 현황 및 이슈, 실제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 인터뷰, 유사사례 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b) 시스템 정의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등을 참고하여 개발 대상 시스템의 운영 목적, 주요 기능, 운영환경
및 시스템 구조, 성능 요건, 제약사항 등을 정의한다. 발주자, 사용자 인터뷰 결과,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도 반영한다. 안전과 관련하여 시스템 오동작이나 정지 시
초래될 수 있는 사고와 피해 유형과 규모도 파악한다.

| 참고 | 시스템 정의 주요 내용
▪ 시스템 기본정보 : 시스템 운영 목적, 주요기능, 운영환경, 사용자 유형 및 규모, 성능 요건, 제약사항
▪ 개념적 수준 아키텍처/인터페이스(To-BE) : 개발 대상 시스템의 운영환경에 따른 사용자 및 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관계,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구조 등 예비 아키텍처(Preliminary Architecture) 정의
▪ 시스템 동작 : 시스템 운영모드(예: 정상모드, 비상운영모드 등), 상위수준 기능절차, 데이터 흐름
▪ 안전 요구사항 : 기관의 안전목표/요구사항, 안전 관련 표준/지침, 안전 평가기준
▪ 사고/장애정보 : 기관(또는 시스템과 관련한) 사고나 중대 장애이력, 기 분석한 위험원/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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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목표 수립(PP12)
안전목표 수립을 위해 앞서 정의한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a)위험원 식별 및 위험평가를
하고, 조치가 필요한 위험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b)안전목표를 수립한다.

(a) 위험원 식별 및 위험평가
▪ 예비위험분석 및 최상위 위험원 식별
예비위험분석은 본격적인 시스템 위험분석에 앞서 시스템 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원을
최상위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앞서 시스템 정의 시
파악한 시스템 기능, 범위 등의 기본 정보, 초기 아키텍처, 내‧외부 환경 요인, 과거 경험이나
사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예비위험분석을 수행하여 시스템 위험원을 최상위 수준에서 식별한다.

┃그림 3-3-1┃‘위험원-위험이벤트-사고’관계에 따른 위험분석 절차12)

예비위험분석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하기도 하나, PHL, PHA 또는 FHA와 같은 위험
분석 기법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다양한 운영상황에서 오작동, 성능저하,
적절한 기능적 대응의 미흡과 같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도출하고, 이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 상태를 위험원으로 식별한다.

12) 예비위험분석과 시스템위험분석 모두 기본적인 위험분석 흐름은 동일. 다만, 분석의 깊이와 상세화 정도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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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예비 위험분석 기법
PHL, PHA와 같은 위험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 위험원을 상위 수준에서 파악, 위험도를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한 위험원에 대해 안전대책을 개념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① PHL(Preliminary Hazard List) : 위험원을 직관적으로 식별하고 상위수준 원인 파악 및 대책 도출

ID

위험원

운영상황

영향

관련사고

▪ ID: 위험원 ID
▪ 위험원: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한 잠재 위험원
▪ 운영상황: 위험원이 발생하는 상황 ▪ 영향: 특정 운영 상황에서 위험원이 발생 시 초래되는 결과
▪ 관련사고: 해당 위험원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

②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 PHL과 같이 위험원을 상위수준에서 직관적으로 도출하고, 발생원인, 위험도,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안전대책 도출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방법

ID

▪
▪
▪
▪

위험원

운영상황

ID: 위험원 ID
운영상황: 위험원이 발생하는 상황
원인: 위험원을 초래하는 원인
안전대책: 해당 위험원을 감지, 제거

영향

원인

위험도

안전대책

▪ 위험원: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한 잠재 위험원
▪ 영향: 특정 운영 상황에서 위험 발생 시 초래되는 결과
▪ 위험도: 해당 위험 이벤트의 위험정도(Risk)
또는 제어하기 위한 대책

※ 필요한 경우 안전대책에 대한 위험평가를 재수행하여 안전대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도 있음

기능 오동작에 의한 위험원 도출 시에는 반드시 기능의 정상운영 모드 뿐 아니라 제한 모드,
유지보수 모드, 긴급/비상대응 모드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다양한 유형의 위험원을
도출하도록 한다. 예비위험분석 결과 도출된 최상위 위험원은 시스템 위험분석, 설계 안전
분석 등 이후의 위험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추적관리 되어야 한다. 예비위험분석을
항상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사하거나 기존의 사고 사례나 위험목록이 존재하는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구체적인 경우 예비위험분석을 생략하고
시스템 위험분석을 바로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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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위험분석
시스템 위험분석은 예비위험분석을 통해 식별된 최상위 위험원에 대하여 시스템 수준에서
관련 위험원과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활동이다. 최상위 위험원은 상위수준에서 개념적으로
정의된 위험원이므로 이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에서 더욱 상세한 원인
분석이 요구된다.

| 참고 | 시스템 위험분석 기법13)
시스템 위험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SHA(System Hazard Analysis), SSHA(Sub System Hazard Analysis),
HAZOP(HAZard OPerability),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 등이 있다.
※ 위험분석 기법 수행 절차, 방법 등 상세 내용‘부록4. 위험분석 기법’참고

① SHA(System Hazard Analysis) : 시스템 레벨에서 위험원을 식별하고 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여 위험도를 평가,
안전 대책을 도출하는 위험분석 기법

ID

기능

위험원

영향

원인

위험도

안전대책

▪ ID: 위험원 ID
▪ 기능: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 위험원: 시스템 레벨 위험원
▪ 영향: 특정 운영 상황에서 위험원이 발생 시 초래되는 결과
▪ 원인: 시스템위험원 발생 원인
▪ 위험도: 해당 위험원의 위험정도(Risk) ▪ 안전대책: 해당 위험원을 감지, 제거 또는 제어하기 위한 대책
② FHA(Functional Hazard Analysis) :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들의 오작동을 다양하게 도출하여 영향, 원인, 위험도
등을 분석하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도출

ID
▪
▪
▪
▪

기능

오동작

운영상황

영향

원인

위험도

안전대책

ID: 위험원 ID
▪ 기능: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 오동작: 기능의 오동작 유형
운영상황: 위험원이 발생하는 상황
▪ 영향: 특정 운영 상황에서 위험원이 발생 시 초래되는 결과
원인: 위험원 발생 원인
▪ 위험도: 해당 위험 이벤트의 위험정도(Risk)
안전대책: 해당 위험원을 감지, 제거 또는 제어하기 위한 대책

③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 : 기능의 다양한 고장모드를 도출하고 각 고장모드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
위험도가 높은 고장모드를 제거, 회피 또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기법

ID

기능

고장모드

영향

관련사고

원인

위험도

안전대책

▪ ID: 위험원 ID ▪ 기능: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 고장모드: 기능의 다양한 오작동 유형(위험원에 해당)
▪ 영향/관련사고: 특정 운영 상황에서 위험원이 발생 시 초래되는 결과/관련사고 ▪ 원인: 해당 고장 발생 원인
▪ 위험도: 해당 고장모드(위험원) 위험정도(Risk) ▪ 안전대책: 위험원을 감지, 제거 또는 제어하기 위한 대책

13) 위험분석 기법은 분석 시기, 대상 시스템에 대한 분석 정보 수준, 위험분석 방향성(Top-down, bottom-up)에 따라 선택
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한 가지 분석 기법만 활용하기 보다는 복수의 위험분석 기법을 함께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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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위험원에 대한 시스템 원인의 유형(예: 하드웨어 고장, 소프트웨어 오류, 운영환경의
문제, 사용자 오류)을 식별하고 각 유형에 따라 시스템 기능, 서브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수준
에서 상세히 원인 분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SW 오류가 원인인 경우, SW 입출력, 알고리즘
오류, 인터페이스 오류, UI 오류 등과 같이 SW 측면에서 위험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더 세분화하여 식별한다. SW수준으로 원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추후 분석 단계에서
SW안전 요구사항 식별 및 도출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 위험도 평가
위험원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조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동일한 위험원이라도 발생 상황에 따라 위험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험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위험도는 해당 위험이 미치는 심각도나 발생빈도 등을 기반으로
결정하며, ‘심각도 × 발생빈도’를 계산하여 위험도 우선순위(RPN, Risk Priority Number)를
구하거나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에 따라 위험도를 정할 수 있다. 일관성 있는 위험평가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 안전 담당자 등 시스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합의하여 위험평가
방법, 위험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한 후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위험도(R, RISK) = 심각도(C, Criticality) X 발생빈도(F, Frequency)

위험도 평가는 사고 통계 등을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으나 정량적 데이터가
없거나 불가할 시에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장비나 부품과 달리 고장률 등의 정량적 산정이 어려우므로 소프트웨어 오작동 빈도,
신규 개발 여부 및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위험도 평가를 마치면, 위험 허용
기준을 기반으로 각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또는 허용기준을 벗어나 반드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안전 조치 대상 위험을 식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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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른 위험도 평가(예)
o 심각도 기준(예)
심각도(C)

내용

분류 기준(예)

I

치명(Catastrophic)

생명의 위험, 시스템 손실 : 다수의 사망 혹은 다수의 심각한 부상

II

심각(Critical)

심각한 상처, 시스템 손상 : 1인 사망, 1인의 심각한 부상 등

III

상당(Marginal)

가벼운 부상, 시스템 손상 : 1인 가벼운 부상, 시스템 손상 가능성

IV

무시(Negligible)

가벼운 부상 : 시스템의 손상이 없는 경우

o 발생빈도 기준(예)
빈도(F)

내용

분류 기준(예)

A

자주(Frequent)

빈번하게 발생됨

B

종종(Probable)

운용 기간 동안에 여러 회 발생됨

C

가끔(Occasional)

운용 기간 동안에 가끔 발생됨

D

거의 발생하지 않음(Remote)

운용 기간 동안에 가끔 발생할 가능성 있음

E

없음(Improbable)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음

⁕ R1에서 R4로 갈수록 위험도 높음

o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예)
심각도

발생빈도

치명

심각

상당

무시

I

II

III

IV

A

R4

R4

R4

R3

종종

B

R4

R4

R3

R2

가끔

C

R4

R3

R3

R2

거의없음

D

R3

R3

R2

R1

없음

E

R2

R2

R1

R1

자주

o 위험도 허용 기준(예)
위험도

위험허용기준

설명

R4

수용불가

안전성 개선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함

R3

수용불가

안전성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함

R2

합의필요

합의하에 허용 가능함

R1

수용가능

안전성 개선방안 수립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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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전목표 수립
위험평가 결과 수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조치가 필요한 위험원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해당 위험원을 제거 또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목표를 도출한다. 안전목표는 위험을
회피, 경감, 제어하기 위한 안전 요구사항을 의미하며, 기능적 요구사항(어떤 안전 기능이
필요한지)과 안전 수준(안전 등급)으로 이루어진다. 기능적 요구사항은 위험원의 안전대책을
기반으로 정의하며, 기능 요구사항의 유형(SW/HW)도 식별하여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안전등급을
정하는 방법은 앞서 평가한 위험도를 안전등급으로 동일하게 정할 수도 있으며, 유사한
위험도를 그룹화 하여 안전등급을 새로 부여할 수도 있다.

안전등급은 해당 위험원이 얼마나 위험한지, 따라서 어느 수준으로 안전이 보장되도록 개발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IEC 61508과 같은 기능안전 표준에서는‘안전 무결성 등급
(SIL, Safety Integrity Level)’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가령 안전등급이‘SIL2’인 경우,
해당 위험원의 시스템 안전 기능은‘SIL2 수준’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IEC 61508, IEC
62279와 같은 기능 안전 표준에서는 안전등급‘수준’에 맞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단계별로 기법(예: 테스트 기법, 위험분석 기법, 요구사항 명세 기법)을 정의하고 있다(‘부록3.
안전 등급별 개발 기법 및 대책’참고). 따라서 안전등급별로 등급에 맞는 안전 수준을 보장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방법 적용을 위해 사전에 각 계발 단계별로 안전등급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나 기법에 대한 기준을 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 두어야 한다.

| 참고 | 안전목표 정의서 예
I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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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목표명

안전목표 설명

안전등급

관련위험

ID/안전목표명 : 안전목표 ID, 안전목표 명칭,
안전목표 설명 : 조치대상 위험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술
안전등급 : 위험의 심각도, 노출빈도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 안전목표의 안전 등급
관련위험 : 안전목표와 관련한 위험(또는 위험이벤트) 설명 또는 위험분석서를 참조하여 관련 위험의 ID/위험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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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PP20)

[계획단계(PP)]

과업지시사항, 시스템 정의, 안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발
일정, 절차, 산출물, 개발환경, 투입 인력 등 일반적인 개발 계획과 안전목표를 만족하기
위한 안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내용을 개발계획서로 명세한다.

∎ 개발계획 수립 (PP21)
(a) 전체 개발 계획 수립
우선적으로 제안요청서 상의 개발활동의 요구사항 범위와 내용을 확인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 테스트, 보안, 품질, 프로젝트 관리나 지원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제안요청서 상의 개발 활동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범위를 확인하고 각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수립한다. 이 때 반드시 사업 특성 및 범위, 운용환경
제약사항이나 데이터 제약사항, 업무규정 및 정책, 관련 표준이나 법적 규제 등의 제약사항을
확인하여 반영해야 한다.

시스템 정의를 통해 파악한 기능 규모, 기능별 난이도 및 중요도 등을 바탕으로 개발 일정,
절차, 개발환경, 산출물, 역할과 책임 등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방법에
대한 계획, 형상관리 및 변경관리 방법, 공통 산출물 템플릿과 파일 명명 규칙, 개발 언어 및
개발 도구, 개발 환경, 소스코드 코딩 기준 및 복잡도 수준 등에 대해서도 정의한다. 또한
테스트 종류와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테스트 수준(예: 단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및
방법(예: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테스트 완료 기준(예: 테스트 커버리지 기준,
결함 조치에 따른 완료 기준)과 같은 테스트 계획도 수립한다.

| 참고 | 개발계획 수립 내용(예)
▪
▪
▪
▪

개발 일정 및 인력/책임
개발 언어, 환경
테스트 및 검증 계획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형상관리, 이슈관리,

▪ 개발 단계, 절차, 활동 등 프로세스
▪ 개발 산출물 범위, 표준 템플릿
▪ 설계기준/지침, 코딩기준/복잡도
자원투입관리 등 사업관리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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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전 계획 수립
안전목표를 반영하여 개발하기 위한 안전활동 전략과 방법을 수립한다. 앞서 예비위험분석
및 시스템위험분석을 통해 잠재된 위험원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를 판단하여 개발과정에 포함해야 할 안전 활동들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 참고 | 시스템 안전등급에 따른 단계별 안전 개발 활동 기준(예)
위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의 안전등급을 부여한 경우, 안전등급에 따라 수행할 안전 활동을 달리해서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계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개발활동

안전등급별 활동 계획
A

B

C

예비위험분석

M

M

HR

시스템안전분석

M

M

M

안전 요구사항 명세

M

M

M

안전 요구사항 추적관리

M

M

M

안전 요구사항 검토

M

M

M

아키텍처 안전 설계

HR

HR

M

설계 안전 분석

HR

HR

M

안전 설계 검토

HR

HR

M

안전 코딩 기준 준수

HR

HR

M

코드 검토

HR

HR

M

단위테스트

R

HR

M

통합테스트

M

M

M

시스템테스트

M

M

M

테스트 계획/결과 검토

HR

HR

M

인수테스트

M

M

M

M

M

M

R

HR

M

인수 및 종료 테스트 계획/결과 검토
안전성 평가 및 보증

※ 안전등급 : A < B < C (즉, A에서 C로 갈수록 높음)
※ M : Mandatory, HR : Highly Recommended, R : Recommended

또한 각 단계에서 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적용할 기법(Technique), 산출물 등의 개발 기준을
정의한다. 안전목표는 위험원을 허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상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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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으로서, 기능적 측면의 요구사항(시스템이 기능적으로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과
안전등급(어느 수준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을 포함한다. 따라서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급에 맞게 일관되게 준수할 수 있는 기법이나 산출물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안전등급이 높을수록 위험의 파급도, 치명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 등급에 따라
개발 및 검증 방법의 엄격함 정도를 달리해야 한다.

| 참고 | 안전 등급에 따른 개발 기법 적용 기준(예)
<[분석단계] 요구사항 분석 기법 적용 기준(예)>
※ 출처: Software Safety Guidebook, NASA, 2004.

| 참고 | 안전 계획 수립 내용(예)14)
▪ 안전관리 범위

▪ 안전활동 조직 및 인력

▪ 개발단계별 안전활동

▪ 안전등급 평가 기준 및 조치 기준

▪ 안전등급에 따른 개발/검증 기법

▪ 안전활동별 추진 일정

14) 안전계획에 따라 개발활동과 산출물이 적절하였는지 보다 엄격히 검증하는 안전보증(Safety Assurance)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계획서를 개발계획서와 별도로 작성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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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검토 및 확인(PP30)

[계획단계(PP)]

∎ 계획 검토 및 확인15) (PP31)
개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개발 계획은 전반적인 개발 전략, 일정 관리,
개발 방법, 인력 투입 등의 기준이 되므로 개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 정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 요구 목적, 범위, 요구사항에 맞게 정의가 이루어졌는지, 위험분석 및 안전목표가
시스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도출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안전SW 개발을 위한 안전
등급별 개발 활동, 기법, 산출물 등에 안전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활동이
안전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안전SW 개발 계획이 개발 일정, 활동 등
전반적인 개발 계획과 상충되지 않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각 산출물 내용 간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애매모호한 부분은 없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내용상 작성이 미완료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일부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수행한다. 계획 단계 활동과 산출물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 방법, 범위 및 그
결과를 검토/확인 결과서에 작성한다. 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과 보완조치 결과도 결과서에 포함하여 명세한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검토 결과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발주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발주담당자는 계획 단계 활동 및 산출물,
검토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해당 단계 수행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참고 | 검토/확인 결과서 내용(예)
▪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검토/확인 환경, 수행방법, 도구
▪ 검토 결과 및 조치 이행 내역

▪ 검토/확인 일자 및 수행자
▪ 검토/확인 기준, 체크리스트
▪ 검토/확인 적용 규격, 표준 등 기준

15) 각 단계마다‘검토 및 확인’활동을 포함하여 각 단계별로 계획 대비 적절한 개발 활동이 수행되었는지, 산출물이 일관성
있게 누락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 개발 전 공정에 걸쳐 SW품질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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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PP) 단계 산출물
활동

산출물

산출물 주요 내용

o 시스템 정의서

▪ 시스템 기본정보(시스템 운영 목적, 주요기능, 환경, 대상규모 등)
▪ 개념적 수준 아키텍처/인터페이스 구성도

o 위험분석서
o 안전목표정의서

▪ 시스템위험분석 결과
▪ 안전목표(기능적 안전 요구사항 및 안전 등급)

PP20.
계획수립

o 개발계획서

▪ 개발 절차 및 활동, 산출물, 일정 및 투입 인력 계획
▪ 설계 기준, 코딩기준, 테스트/검증 계획, 개발언어/환경 계획
▪ 안전 등급별 개발 활동, 기법, 산출물 등 안전 개발 계획

PP30.
계획 검토 및
확인

o 계획 검토/확인
결과서

▪ 개발 계획 및 안전 개발 계획 절차, 방법, 일정, 투입 인력 등 합의
결과 및 검토 결과
▪ 보완 사항 및 조치 내역 확인 결과

PP10.
시스템 정의 및
안전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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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AN) 단계
분석 단계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모두 확인하여 상세화하고 설계에 필요한 관련
정보(예: 현행 시스템 정보, 연계 시스템이나 데이터 정보, 비즈니스 업무 흐름)를 분석하여
확보하는 단계이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여 상호 확인하며 요구사항을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목표로부터 SW안전 요구사항을 식별 및 정의하여
요구사항 명세에 반영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 계획(PP) – 분석(AN) – 설계(DE) – 구현(CO) – 테스트(TE) – 인수(TO)
- 시작기준:
▪ 시스템 정의 및 안전목표 수립 완료, 계획 수립 완료, 계획 활동 및 산출물에 대한 검토/확인 완료
- 입력물: 시스템 정의서, 안전목표정의서, 개발계획서, 계획 검토/확인 결과서

활동

작업 및 설명

AN10.
요구사항 정의
- 수행: 개발자/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
(발주담당자)

◦ AN11. 일반(비안전)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수집
- SW 요구사항 분석
- 기반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입력물
◦
◦
◦
◦
◦

제안요청서(RFP)
과업지시서
시스템정의서
위험분석서
안전목표정의서

산출물
◦ 요구사항 정의서

◦ AN12. 안전 요구사항 분석
- SW안전 요구사항 분석
- 기반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분석
◦ AN13. 요구사항 명세

AN20.
분석 검토 및 확인
- 수행: 품질담당자/
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 AN14. 요구사항 추적표 생성

◦ 요구사항정의서

◦ 요구사항 추적표

◦ AN21. 분석 검토 및 확인

◦ 분석단계 산출물

◦ 분석 검토/확인 결과서

- 종료기준:
▪ 일반(비안전)/안전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완료
▪ 분석 검토·보완 및 승인자 확인
-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 분석 검토/확인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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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AN10)

[분석단계(AN)]

① 일반(비안전) 요구사항 분석(AN11)
(a) 요구사항 수집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술협상서와 같은 발주계약 문서와, 발주자 및 최종사용자, 운영
담당자 인터뷰 결과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목록으로 정리한다.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 구성, 성능, 인터페이스, 품질 등 다양한 유형의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참고 | 요구사항 매트릭스 활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비교표로 작성하여 확인하면 요구사항
누락이나 상충되는 사항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요구사항 매트릭스
ID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술협상서

인터뷰

수용여부

계획단계에서 작성한 시스템 정의서를 바탕으로 발주담당자, 최종사용자, 시스템 운영관리자,
개발사 간에 논의하여 개발 제약사항, 구현가능성, 요구사항 간 일관성 등을 고려해 요구사항
범위를 확정한다. 개발자는 최종 수용된 요구사항들을 <표 3-3-2>와 같이 요구사항 목록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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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2. 요구사항 목록 기본 정보
ID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내용

출처

고려사항

| 참고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유형16)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W, SW, NW의 수량, 규격, 용도, 성능 등의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세부 기능 요구사항으로 각 기능별 정의, 연계 기능 기술
▪ 비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 특정 조건에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원사용량 및 목표 응답속도, 처리량 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레이아웃, 디자인), 시스템 내․외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연계
범위, 대상, 연계 방식, 데이터, 주기)
 데이터 요구사항: 저장 데이터 종류, 보존기간, 저장 형태, 데이터 저장 제약사항 등의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수행기준 등의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과 같은 관점에서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수행조직 및 인력, R&R,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 관리 등에 대한 방안, 일정
계획 관리, 요구사항 관리 및 추적을 위한 요구사항

16)‘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 II.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36p~57p), NIPA,
2012.’기반으로 요약

64

제3장 안전SW 개발 절차

(b) SW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중 SW로 개발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세화한다. 이를
위해 유스케이스 분석, 시퀀스 분석, 유사 도메인 벤치마킹 등의 분석 방법이나 UML 모델링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요구사항이 모호하거나 누락될 경우 의도와 다르게 설계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요구사항 분석 시 요구사항의 사전/사후 조건이나 입출력 데이터, 정상적
흐름이나 예외상황 흐름 등을 포함해 상세히 분석한다.

| 참고 | 시퀀스 분석을 통한 SW요구사항 분석(예)
유스케이스 분석, 기능 블록도, 시퀀스 분석 등의 분석 방법을 통해 SW요구사항을 직관적으로 분석하고 상세화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RFP),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여 개념적 아키텍처를 정의하거나 요구사항
요건들을 구체화 할 수 있다. 특히 SW안전 요구사항 역시 유스케이스 분석, 시퀀스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 일반(비안전)
SW요구사항들과 구조적, 기능적 관계와 상호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퀀스 분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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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반시스템(HW, NW, 솔루션 구성) 요구사항 분석
수집한 요구사항 중‘시스템 구성 요구사항’이나‘성능 요구사항’,‘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등은 기반시스템(인프라)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키텍처 담당자는 발주자가 요청한
기반시스템 구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시스템의 성능, 인터페이스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요구되는 시스템 간 또는 연계하는 외부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요구되는
용량이 적절한지 등을 분석한다. 장비 성능이나 기술적 이슈로 인한 요구사항의 변경이나
추가사항, 장비 도입이나 설치의 시간적 제약사항이나 필요한 기술 지원 사항 등을 파악한다.
또한 일부 장비나 솔루션을 재사용해야 하는 경우, 장비 상태, 예비부품확보, EOS(End Of
Service), 솔루션 라이센스 조건, 솔루션 이전이나 업데이트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사용 가능성, 용도 전환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② 안전 요구사항 분석(AN12)
앞서 예비위험분석 및 시스템 위험분석을 통해 안전목표를 도출하였다. 안전목표는 시스템
레벨에서 식별된 위험원과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능적 요구사항과 안전등급을 정의한
것으로 SW로 구현할 요구사항(이하, SW안전 기능 요구사항)과 이 외 HW장비, NW구성,
솔루션 도입 등 기반시스템 구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따라서 SW
측면의 안전 요구사항, 기반시스템 측면의 안전 요구사항을 각각 구별 및 분석하여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 가능하도록 상세화 한다. 본 가이드는 SW안전 요구사항을 기본 범위로 하므로
SW안전 요구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되, SW개발 사업 특성상 기반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반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분석
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시한다.

(a) SW안전 요구사항 분석
안전 기능 요구사항 중 SW로 설계ㆍ구현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별도로 식별한다. 다시 말해,
SW안전 기능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위험원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SW에서
담당하는 안전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SW안전 기능으로는 가령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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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감시하고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 중요 하드웨어 장비나 장치
이상 상태를 검출하고 처리하는 기능, SW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 및 처리하는 기능
등이 해당된다.

시퀀스 분석이나 유스케이스 분석, 정형분석 등을 통해 SW안전 요구사항을 상세화할 수
있다. 위험도에 따라 SW안전 기능의 안전한 정도(무결성)를 차등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SW안전
기능별로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기본적으로 안전목표에 할당된 안전 등급을 그대로 상속하되
만일, 요구사항 분석 과정에서 SW안전 기능 요구사항이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 위험평가를
수행하여 안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b) 기반시스템(HW, NW, 솔루션 구성) 안전 요구사항 분석
SW가 탑재된 기반시스템 즉, HW, NW, 솔루션 도입 등 기반시스템을 통해 구현해야 할 안전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발주자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을 바탕으로 앞서 수행한 기반시스템
요구사항 분석결과에 안전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이 때 요구사항 간 위배, 상충되거나 역할 상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분석한다. 또한 안전 요구사항을 반영했을 때 성능이나 기능 상
제약사항은 없는지, 품목, 수량, 장비 용량 등에 변동 필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 기반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한 시스템 안전 기능 요구사항의 안전 등급을 기본적으로 상속
한다. 만일, 요구사항 분석 과정에서 기반시스템의 안전 기능 요구사항이 추가된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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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구사항 명세(AN13)
일반(비안전) 요구사항 분석 결과와 안전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정의서로 기술한다. 요구사항
정의서는 이후 설계, 구현, 테스트 등 개발 전 단계에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조하는
문서이므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한다. 명세 시 이해관계자 간 최종 검토ㆍ
합의된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일반(비안전) 요구사항과
안전 요구사항을 함께 동일한 표에 명세할 수 있으나, 안전 요구사항은 명확한 식별 및 추적
관리를 위해 별도로 명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할 때 동일 기능이라도
운영 모드(예: 준비, 기능저하, 비상모드, 수동/자동)가 다양하게 존재할 경우, 각 운영모드에
대한 요구사항도 반드시 모두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④ 요구사항 추적표 생성(AN14)
요구사항과 각 개발 단계별 산출물 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생성한다.
추적표는 개발 단계별로 생성되는 공식적인 개발 산출물 간 상호 연관관계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산출물 업데이트 시 추적표 내용도 이에 맞추어 현행화해야 한다.

| 참고 | 요구사항 추적표(예)
분석
(To-be)

요구사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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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검토 및 확인(AN20)

[분석단계(AN)]

∎ 분석 검토 및 확인(AN21)
계획 대비 실제 수행한 분석 활동 및 산출물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산출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작성자는 1차적으로 분석 산출물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품질담당자, 안전담당자와
같은 독립적 검토자17)가 적절성을 검토한다. 요구사항 정의서가 합의된 개발 범위 및 요구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있는지,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요구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계획단계에서
도출한 안전목표에 위배되지 않도록 SW안전 기능 및 기반시스템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식별하였는지 확인한다. 안전목표와 안전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의된 SW/기반시스템
안전 요구사항은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활동의 적절성, 안전 기능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각 안전 요구사항별로 안전등급이 부여되어 있는지, 안전목표 수립 시 부여된
안전 등급과 상충되지는 않은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 및 재확인을
수행하고 검토 범위와 방법, 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과 조치결과 등을 포함하여 검토/확인
결과서로 작성한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검토 결과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발주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발주담당자는 의도한대로 요구사항 분석이 정확히 누락없이 이루어졌고 검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최종 확인하여 이후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참고 | 검토/확인 결과서 내용(예)
▪ 검토/확인 일자 및 수행자
▪ 검토/확인 환경, 수행방법, 도구
▪ 검토 결과 및 조치 이행 내역

▪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적용 규격, 표준, 계획 등 기준
▪ 안전계획 대비 안전 활동

17) 검토자는 개발자와 직무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것이 좋음. 또한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역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좋으나, 만일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품질관리자가 안전 산출물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역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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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AN) 단계 산출물
활동

AN10.
요구사항 정의

AN20.
분석 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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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산출물 주요 내용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정의 및 안전 요구사항 정의
 일반(비안전) 요구사항 (SW안전 요구사항, 기반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SW안전 요구사항, 기반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추적표

▪ 요구사항과 단계별 산출물 간 관계성 확인 가능한 추적표

◦ 분석 검토/확인
결과서

▪ 요구사항 누락여부, 일관성, 정확성 여부 등 검토 결과
▪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확인 결과

제3장 안전SW 개발 절차

다. 설계(DE) 단계
설계 단계에서는 상세화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 및 SW아키텍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클래스 설계 등을 수행한다. 특히 SW설계 시 모델링 지침이나 표준 SW설계 지침,
안전 등급에 따른 설계 방법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 계획(PP) – 분석(AN) – 설계(DE) – 구현(CO) – 테스트(TE) – 인수(TO)
- 시작기준:
▪ 요구사항 정의 완료
▪ 분석 활동 및 산출물에 대한 검토/확인 완료
- 입력물: 개발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모델링 지침, 설계 지침, 안전등급에 따른 설계 기준

활동
DE10.
아키텍처 설계 및 안전 분석
- 수행: 개발자/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DE20.
상세설계
- 수행: 개발자/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작업

입력물

산출물

◦ DE11. 아키텍처 설계
- 기반시스템 설계 및
안전 요구사항의 반영
- SW아키텍처 설계 및
안전 요구사항의 반영

◦ 시스템정의서
◦ 요구사항정의서

◦ 아키텍처 설계서
(시스템구성도, SW
아키텍처 설계서)

◦ DE12. 설계 안전 분석

◦ 아키텍처 설계서
◦ 요구사항정의서
◦ 위험분석서

◦ 설계안전분석서

◦ DE21. 인터페이스 설계

◦ 요구사항정의서
◦ 아키텍처설계서
◦ 설계안전분석서

◦ 인터페이스설계서

◦ DE22. 컴포넌트 상세설계

◦ 컴포넌트상세설계서
(클래스설계서)

◦ DE2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DE24. 데이터베이스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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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PP) – 분석(AN) – 설계(DE) – 구현(CO) – 테스트(TE) – 인수(TO)
DE30.
테스트설계
- 수행: 테스터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DE40.
설계 검토 및 확인
- 수행: 품질담당자/
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 DE31. 단위테스트설계

◦ 요구사항정의서
◦ 컴포넌트 설계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단위테스트 계획서

◦ DE32. 통합테스트설계

◦
◦
◦
◦
◦

요구사항정의서
아키텍처설계서
컴포넌트설계서
인터페이스설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 단위테스트 계획서

◦ 통합테스트 계획서

◦ DE33. 시스템테스트설계

◦
◦
◦
◦
◦

요구사항정의서
아키텍처설계서
컴포넌트설계서
인터페이스설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 통합테스트 계획서

◦ 시스템테스트 계획서

◦ DE41. 설계검토 및 확인
- 요구사항 수집
- SW 요구사항 분석
- 기반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 설계단계 산출물

◦ 설계 검토/확인 결과서

- 종료기준: 아키텍처 설계 및 안전분석, 상세설계, 테스트 설계 및 설계 검토/확인 완료
- 산출물: SW아키텍처 설계서, SW설계 안전분석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클래스 설계서,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계획서, 시스템테스트 계획서, 설계 검토/확인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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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설계 및 안전 분석(DE10)

[설계단계(DE)]

① 아키텍처 설계(DE11)
아키텍처 설계는 크게 기반시스템 설계와 SW아키텍처 설계로 이루어진다. 기반시스템
설계는 HW, SW, NW 등 시스템 구성 방법을 설계한 것이며, SW아키텍처 설계는 기반시스템
상에서 동작하는 개발 대상 SW를 논리적인 컴포넌트 구조로 도식화 한 것이다.

○ 표 3-3-3. 아키텍처 설계문서 종류
세부 태스크
기반시스템
설계
SW아키텍처 설계

설계문서

설명

하드웨어(HW) 구성도

시스템 운용환경을 구성하는 서버, PC등의 장비 구성도

소프트웨어(SW) 구성도

시스템 운용환경을 구성하는 OS, 미들웨어, DB, 응용SW 등 SW 구성도

네트워크(NW) 구성도

시스템 운용환경을 구성하는 스위치, 라우터, 회선속도 등 NW 구성도

SW아키텍처 설계서

개발대상 SW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종류 및 관계를 나타내는 구성도

(a) 기반시스템 설계 및 안전 요구사항의 반영
제안요청서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정의서의 예비 아키텍처 등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시스템 구성도로 도식화한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데이터 특성 및 용량, 사용자 수, 요구 성능, 트래픽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스템을 구성
할 HW 장비와 장비별 SW 구성 방법, 네트워크 장비나 회선 배치, 장비 간 연계관계 등을
설계한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등이 설계되면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 설계를 한다.
예를 들면, 물리적 장치 실패에 대비한 장치 이중화 구성, 네트워크 카드나 회선의 이중화,
주요 장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솔루션 연계 등이 있다. 기반시스템 안전 요구사항별로
안전 등급이 부여되어 있을 경우, 등급별 설계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기반시스템을 설계한다.
시스템 구성도에 안전요구사항이 반영된 부분을 구별하기 쉽게 표시하고, 시스템 구성도의
설명을 통해 안전 요구사항 및 요구사항이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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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W아키텍처 설계 및 안전 요구사항의 반영
SW아키텍처 설계는 SW요구사항을 컴포넌트 구조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요구사항
명세서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컴포넌트 종류와 역할, 계층 구조를 정의하고 컴포넌트 간
데이터 흐름, 제어 흐름, 내․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를 도식화한다.

정의된 SW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종류, 흐름을 식별하여 관련된 컴포넌트를 식별한다.
컴포넌트 간 또는 컴포넌트와 외부 환경 간 제어흐름을 정의한 후 정상 시나리오에 따른 기본
제어흐름과 다양한 예외상황을 고려한 비정상 시나리오의 제어흐름을 설계한다. 제어흐름은
컴포넌트 간 의존도를 결정하고 컴포넌트 복잡도나 장애 파급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참고 | SW아키텍처 설계 절차
▪ 컴포넌트 식별:
-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컴포넌트 종류, 역할 정의
- 유스케이스를 분석한 경우 한 액터와 상호작용하는 유스케이스들을 한 컴포넌트로 묶거나, 유사한 유스케이스를
묶어 하나의 컴포넌트로 식별
▪ 컴포넌트 관계 정의:
- 컴포넌트 간 상호작용을 정의하여 의존관계를 정의
- 시퀀스 분석을 통해 컴포넌트 간 관계(예: Push, Pull, Coordinator, Global variable)를 정의 가능
- 정적 측면(컴포넌트 간 인터페이스, 데이터 경로) 정의 및 동적 측면(처리 순서 및 타이밍) 정의

| 참고 | SW아키텍처 설계 방법
▪ 컴포넌트 정적설계:
- 계층적인 컴포넌트 구조
- 데이터 타입 및 특성, 데이터 처리 논리적 순서
- 외부 인터페이스 및 컴포넌트 간 인터페이스
- 컴포넌트 구조, 범위 상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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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넌트 동적설계:
- 컴포넌트 기능 및 동작 정의
- 프로세스 제어 흐름 및 동시성, 컴포넌트 간 데이터
흐름, 외부 인터페이스와의 데이터 흐름 관계
- 시간적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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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수준에서 SW아키텍처가 설계되면 어떤 컴포넌트에 어떤 안전 요구사항을 구현
할지를 판단하고 안전 요구사항을 할당한다.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 메커니즘18)을
설계한다. SW안전 요구사항과 안전 등급, 오동작 유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안전 메커니즘을
선택하고 등급별 안전 설계기준이나 안전 메커니즘 유형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SW안전 컴포넌트를 포함한 모든 SW컴포넌트의 계층구조, 제어 흐름, 데이터 흐름을 도식화
하여 SW아키텍처 설계서로 작성한다. 컴포넌트 정적 구성, 동적인 제어/데이터 흐름을 UML로
모델링 하여 도식화할 수도 있다. 설계서에 SW안전 요구사항이 반영된 컴포넌트를 구별하기 쉽게
식별하여 표시하고 안전 요구사항이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술한다. 또한 안전 요구사항과
설계서 간의 관계를 요구사항 추적표에 반영하여 안전 요구사항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 표 3-3-4. 안전 메커니즘 유형
유형
오류 감지 및 진단
모니터링
방어적 프로그래밍
다중화
제한모드

설명
내ㆍ외부적 수단을 통해 시스템 상태를 체크하여 비정상 상태를 감지
입출력 데이터, 관련 모듈의 동작 상태, 프로시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시스템 이상 상태 감시
프로그램 오류 발생을 대비해 방어코드 추가(예: 입출력 범위체크, 제어 흐름 체크)
기능적으로 동일한 복수의 기능을 배치하여 장애에 대비
오류 감시 시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점진적으로 기능을 정지하는 조치 방법

리셋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시스템을 Reset하여 복구하는 방법

복구

오류 발생 시,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복구 (예: 백워드 복구, 포워드 복구)

동기화

동일한 복수의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오류 방지를 위해 기능 간 데이터 동기화

타임아웃

Watchdo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무응답 또는 무한루프 등 이상상태를 파악

| 참고 | 안전등급을 고려한 SW안전 설계
안전등급이 상이한 여러 요구사항을 한 컴포넌트에 반영하여 설계하는 경우 안전등급 관리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요구사항 중 가장 높은 안전등급을 기준으로 컴포넌트를 설계하거나 안전등급이 동일한 요구사항들을 묶어 하나의
컴포넌트로 설계할 수 있다. 안전등급에 따른 아키텍처 설계 원칙(예: 계층구조, 응집도, 결합도, 인터럽트 제한)이나
안전 메커니즘을 반영하여 안전 설계를 수행한다.

18) 안전 메커니즘은 위험을 감지, 제거 또는 감소시켜 안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적인 조치 방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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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 안전 분석(DE12)
설계 안전 분석19)은 SW아키텍처에 반영된 안전 메커니즘이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활동이다. SW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 FTA(Fault
Tree Analysis)와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설계 안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설계 안전 분석
결과, 현재의 안전 요구사항 또는 설계가 불충분하여 위험도가 허용가능 수준을 달성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위험이 추가 식별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SW FMEA 분석서 등을 포함하여 설계 안전 분석서를 작성한다. 안전 요구사항과 안전
설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요구사항 추적표에 반영하고, 누락된 분석이 없는지 확인한다.
○ 표 3-3-5. SW FMEA 분석을 활용한 설계 안전 분석 절차
번호

절차

설명

1

구조와 기능 확인

2

오류 유형 도출

3

원인 분석

4

위험도 평가

5

안전 메커니즘 도출

아키텍처 설계서를 확인하여 시스템 구조, 기능 및 의존성 확인
다양한 오류 유형(Failure Mode) 도출 ※ Guideword를 적용하여 도출 가능
오류 발생 원인(Failure Causes) 분석
오류 발생원인, 영향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개선 대상 식별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 메커니즘을 도출하고 적절성 검토

| 참고 | SW FMEA를 활용한 설계 안전 분석
o SW FMEA 분석서

ID
§
§
§
§
§

기능

고장모드

원인

영향

위험도

개선대상

안전 요구사항

기능 : 서브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 고장모드 : 해당 기능의 오동작 유형(잠재 오류)
원인 : 해당 고장모드의 발생 원인
§ 영향 : 고장모드 발생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위험도 : 오류 발생 빈도, 심각도 등 기반 한 위험정도
개선대상 : 위험정도가 수용가능한지 여부에 따른 개선 대상 여부
안전 요구사항 : 개선 대상일 경우 해당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 요구사항

19) 기능 안전 표준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SW와 HW에 대한 설계 안전 분석을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본 가이드는
SW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SW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안전 분석에 한하여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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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계(DE20)

[설계단계(DE)]

① 인터페이스 설계(DE21)
요구사항 정의서와 아키텍처 설계서를 기반으로 시스템 내부 컴포넌트 간 인터페이스(내부
인터페이스), 서브시스템/컴포넌트와 외부 시스템/장치 간 인터페이스(외부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안전 요구사항을 인터페이스에 할당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인터페이스 설계서와 아키텍처 설계, 요구사항 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한다. SW인터페이스 설계서 작성 시 인터페이스 주체(Source 및 Target), 메시지 종류,
메시지 타입, 통신방식, 주기, 관련 테이터 속성 정보, 사전․사후 조건이나 제약사항, 예외처리
방법을 상세히 정의한다.

② 컴포넌트 상세 설계(DE22)
SW아키텍처 설계 시 식별한 컴포넌트에 대해 정적 및 동적 측면에서의 상세 설계를 수행
한다. 정적 설계는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클래스와 클래스 내부 함수 및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이며 동적 설계는 컴포넌트 내ㆍ외부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간 데이터 흐름,
제어 흐름 등을 정의하는 것이다.

○ 표 3-3-6. SW컴포넌트 상세 설계 내용
구분

내용

UML기법/산출물

컴포넌트
정적 설계

§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클래스에 대해 구현가능 수준으로 상세 설계
§ 아키텍처 설계(컴포넌트 식별) 시에 분석한 클래스의 명칭, 오퍼레이션,
변수 등을 영문화 하고 클래스 간 관계, 실행 순서 정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설계서

컴포넌트
동적 설계

§ 컴포넌트 간의 기능, 데이터 흐름 정의
§ 정상/비정상 처리 흐름, 동시 접근 표현
§ 이벤트, 타이밍, 처리 순서 정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상태머신 다이어그램
인터페이스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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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컴포넌트 상세 설계 시 품질/안전 코딩 규칙을 반영하여 코드로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화해야 한다. 가령, 동적 변수 사용 금지, 포인터 사용 지양, 조건 없는 점프 구문 금지
등이 코딩규칙의 대표적인 예이다.

| 참고 | 자동차 분야 안전 표준(ISO 26262) 코딩 규칙(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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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진입 및 단일 종료
동적 객체나 변수 사용 자제
모든 변수는 초기화 후에 사용
고유한 변수명 사용
전역 변수 사용 지양

▪
▪
▪
▪
▪

포인터 사용 지양
암묵적 형변환 금지
숨겨진 데이터 혹은 제어흐름 사용 금지
조건 없는 점프 구문 금지
재귀호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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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DE23)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화면별로 화면 진입, 기능 권한, 데이터 조회
권한 등을 정의해야 한다. 사용자 화면레이아웃, 버튼 등의 구성요소를 설계하고 각 구성요소
별로 입/출력 데이터와 관계된 처리 로직을 함께 기술한다. 사용자별로 접근 가능한 화면이나
사용 가능한 기능이 상이한 경우, CRUD 명세서20) 등의 문서로 정리한다.
특히 안전 기능 요구사항과 관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우, 단순 심미적인 요소나 편의
성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사용자의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즉, 감지된 위험상황을 시각적, 직관적으로 표시
하거나 안전 중요 기능이 함부로 실행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 상에서 제한하는 등 인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참고 | 안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설계 고려사항
번호

고려 사항

1

헷갈리는 정보(Confusing Information)가 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충돌하는 정보(Conflicting Information)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3

허위 정보(Misleading Information)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유효하지 않거나 오래된 정보(Invalid or old Information)가 존재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5

사람의 기억력 한계(Human memory limitation)를 고려하여 메뉴, 정보 등을 분할하고 직관성있게
표현해야 한다.

6

잘못된 사용방법임을 알면서도 수행하는 의도적인 행동(Intentional Action)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7

위급상황, 패닉상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시급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정보의 확인이나 메뉴의 진입이
어렵지 않은지(Difficulty accessing required information in time) 확인한다.

8

화면에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Difficulty finding information on screen)는 없는지 확인한다.

9

운영 모드 변경(Change in Operational Mode) 상태가 직관적인지 확인한다.

20) 사용자 유형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단위 기능별로 관계된 DB 권한(Create, Read, Update, Delete)을 매핑하여
이해하기 쉽게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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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데이터베이스 설계(DE24)
개발 대상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업무 관점으로 데이터 모델을 추상화하여 설계하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있다.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반으로 설계하되 기반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SW안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논리적, 물리적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표 3-3-7. 데이터베이스 설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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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관련 산출물

논리DB 설계

§ DB모델 엔터티, 속성 및 엔터티 간 관계를 정의하여 ERD를 설계
§ 설계 시, 성능 요구사항, 데이터 구조 요구사항 등 반영
※ ERD(Entity-Relationship Diagram) :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제약조건 등을 모델링 하는 기법

ERD 설계서

물리DB 설계

§ 데이터베이스의 Object를 정의하고 논리/물리적 구성도, 하드웨어
구성, 테이블스페이스, 인덱스, 데이터파일 속성 등을 설계

물리DB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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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설계(DE30)

[설계단계(DE)]

① 단위테스트 설계(DE31)
SW아키텍처 설계 시 식별된 각 컴포넌트가 의도대로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W
아키텍처 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기반으로 단위테스트 계획을 수립한다.
테스트 대상 컴포넌트 목록, 테스트 환경 및 방법, 테스트 담당자, 테스트 통과 기준 등을
포함하여 단위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테스트케이스와 시나리오들을 설계한다. 단위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드라이버21)나 스터브22)와 같은 일종의 에뮬레이터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테스트 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준비한다.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한 컴포넌트의 경우 안전성 검증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한다. ① 안전 요구사항 대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상황이나
예외상황을 반영한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한다. 또한 ② 부여된 안전등급에
따른 테스트 기준 즉, 안전 등급별 테스트 방법,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 테스트 커버리지
등을 만족하도록 테스트 설계를 해야 한다.
단위테스트 설계가 완료되면 단위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한다. 컴포넌트 안전 테스트 계획은
단위테스트 계획서에 포함하거나 별도 문서(예: SW안전테스트 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참고 | 테스트 계획 주요 내용(예)
▪
▪
▪
▪
▪
▪

테스트 대상/형상버전 및 범위
테스트 수행자, 장소
테스트 절차 및 일정
테스트 합격/실패 기준
안전등급에 따른 테스트 범위
안전 테스트시나리오 및 테스트케이스

※단위, 통합, 시스템테스트 모두 동일

▪ 테스트 환경 및 도구
▪ 테스트 제약사항, 위험요소 및 방안
▪ 테스트 전략, 방법 및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
▪ 테스트 조치 기준 및 방법
▪ 안전 등급별 테스트 방법/기법 기준
▪ 안전 테스트 환경/도구, 일정, 수행자

21) 시험대상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데이터 생성기 및 호출자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 혹은 모듈
22) 시험대상 컴포넌트로부터 호출받아 가상의 값을 전달하는 피호출자 역할 컴포넌트 혹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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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테스트 설계(DE32)
통합테스트는 SW컴포넌트 간 데이터나 제어 등 인터페이스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테스트이다. SW아키텍처 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기반으로 통합테스트
계획을 수립한다. 테스트 대상 컴포넌트 목록(단위테스트가 완료된 컴포넌트), 테스트 방법,
테스트 환경 및 수행자, 테스트 통과기준 등 통합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한다.

또한 SW통합테스트가 완료되고 나면, 통합 완료된 SW를 기반시스템에 설치하여 기반시스템과
SW가 통합된 상태에서 SW가 문제없이 구동하는지, HW와 SW간 인터페이스 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 방법, 일정 등도 통합테스트 계획에 포함한다.

통합테스트 수준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외적, 위험상황을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케이스에 반영하여 설계한다. 이 때, 안전 등급에 따라 정의된 테스트 방법이나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 등 테스트 기준을 준수하여 테스트를 설계한다.

③ 시스템테스트 설계(DE33)
기반시스템에 개발 대상 SW를 설치한 상태에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기능 동작,
성능, 사용성 등 다양한 품질 속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케이스와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시스템이 정상상황 뿐 아니라, 비정상 조건이나 비상모드 등 예외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케이스를 작성한다. 테스트 설계 시 안전 등급에 따른 테스트 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등급에 맞는 테스트 방법(예: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인터페이스 테스트, 결함주입 테스트,
자원 사용 테스트 등)을 반영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한다.

시스템 테스트 대상 및 범위, 테스트 도구 및 환경, 테스트 방법 및 통과 기준, 테스트케이스,
테스트 시나리오, 안전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케이스 등을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로 명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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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다양한 테스트 방법 및 안전 등급에 따른 수행 기준 수립(예)
※ 단위, 통합, 시스템테스트 모두 동일

테스트 방법

안전등급
A

B

C

D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

++

++

+

인터페이스 테스트

++

++

++

++

결함 주입 테스트

+

+

+

++

자원 사용 테스트

+

+

+

++

백투백 테스트

+

+

++

++

※ 요구되는 정도 : + < ++

§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방법으로,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요구사항 대비 테스트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위험상황과 환경을 결합하여 안전 기능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설계

§ 인터페이스 테스트
인터페이스 설계 명세에 맞게 입력, 출력이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정상적 범위의 파라미터 값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값이 입력되는 경우에도 오류처리가 문제없이 수행되는지 확인

§ 결함 주입 테스트
SW에 다양한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SW가 심각한 오류나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SW컴포넌트 손상, 손상된 변수값, CPU레지스터 값 변이, 코드 변이 등을 가정하여
테스트 설계

§ 자원 사용 테스트
CPU, 메모리, 응답시간 등 특정기능에 대한 자원 사용량을 확인하는 테스트. 안전 관련 기능이나 주요 기능이 자원
사용상의 문제로 인해 동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 사용 시험을 수행. 자원 사용 시험을 위해 리소스 모니터링
도구, 리소스 사용양 측정을 위한 시나리오, 테스트용 데이터 등의 준비 필요

§ 백투백(back-to-back) 테스트
SW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모델링한 결과와, 모델을 통해 생성한 소스코드 간 동작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동일한 테스트케이스를 사용하여 모델과 코드에서 동일하게 실행하고 출력값이 일치하는지 확인. 주로 설계와 구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테스트로 모델 기반 개발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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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검토 및 확인(DE40)

[설계단계(DE)]

∎ 설계 검토 및 확인(DE41)
SW아키텍처, SW컴포넌트 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테스트 계획서를 검토하여 설계서 간
모순된 사항 없이 일관성이 있는지, 요구사항 대비 누락사항은 없는지, 문서 간 추적이 가능한지,
용어나 약어의 개념이 각 문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 등을 확인한다.

설계 검토는 작성자 자체 검토 및 동료 검토를 통해 1차적으로 보완하고 품질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와 같은 독립적 검토자가 계획 대비 설계 단계 활동의 적절성 및 산출물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요구사항들이 아키텍처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아키텍처 설계
내용과 상충되지 않게 상세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안전 등급에 따라 명시된 기법을 준수
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설계 산출물 검토 결과, 부적합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결과를 포함해 검토
범위, 내용, 방법 등과 함께 보고서로 작성한다. 발주담당자는 설계 단계 검토 및 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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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DE) 단계 수행 산출물
활동
DE10.
아키텍처
설계 및 안전분석

DE20.
상세설계

DE30.
테스트설계

DE40.
설계 검토 및 확인

산출물

산출물 주요 내용

◦ 아키텍처 설계서

▪ 기반시스템(HW/SW/NW) 구성 및 SW아키텍처 설계
▪ 안전요구사항 기반 안전 메커니즘 설계

◦ 설계 안전 분석서

▪ 설계 안전성 분석 및 안전요구사항/안전메커니즘 추가 도출

◦ 인터페이스 설계서

▪ 시스템 내/외부 인터페이스 설계

◦ 컴포넌트상세설계서
(클래스설계서)

▪ 각 컴포넌트 구성 클래스 함수 및 데이터 등 상세 설계
▪ 알고리즘 설계

◦ 사용자인터페이스(UI)
설계서

▪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설계, 화면 구성 항목, 권한 설계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등 설계

◦ 단위테스트계획서

▪ 컴포넌트 또는 단위 기능별 테스트 환경, 방법, 일정 등 계획
및 테스트케이스 설계

◦ 통합테스트계획서

▪ 컴포넌트 또는 단위 기능 간 통합, SW와 HW(인프라) 간
통합과 테스트를 위한 계획 및 테스트케이스 설계

◦ 시스템테스트계획서

▪ 시스템의 기능, 성능, 장애, 연계 등 테스트를 위한 계획 및
테스트케이스, 시나리오 설계

◦ 설계 검토/확인 결과서

▪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요구사항 기반 아키텍처 설계, 상세설계
산출물 검토 결과
▪ 설계 지침, 안전등급에 따른 설계/테스트 기준 준수 확인
▪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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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현(CO) 단계
구현단계에서는 설계서를 기반으로 기반시스템 구축23) 및 SW를 구현한다.

▶ 계획(PP) – 분석(AN) – 설계(DE) – 구현(CO) – 테스트(TE) – 인수(TO)
- 시작기준:
▪ 아키텍처 설계 및 안전 분석 완료
▪ 상세설계 및 테스트 설계 완료
▪ 설계 검토 및 확인개발착수
- 입력물: SW아키텍처 설계서, 상세설계서 일체, 테스트 계획서 일체

활동
CO10.
프로그램 구현 및 단위
테스트
- 수행: 개발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CO20.
구현 검토 및 확인
- 수행: 품질담당자/
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작업

입력물

산출물

◦ CO11. 프로그램 구현

◦
◦
◦
◦

요구사항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컴포넌트설계서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서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 프로그램 목록
◦ 프로그램/소스코드

◦ CO12. 단위테스트 수행

◦ 프로그램
◦ 단위테스트 계획서

◦ 단위테스트 결과서

◦ CO13. 소스코드 점검

◦ 소스코드
◦ 코딩 품질/안전 룰 지침

◦ 소스코드 점검결과서

◦ CO21. 구현 검토 및 확인

◦ 구현단계산출물

◦ 구현/검토 확인결과서

- 종료기준:
▪ 구현 단계 및 단위테스트 완료
▪ 구현단계 점검 완료
- 산출물: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점검결과서, 구현 검토/확인 결과서

23) 사업 규모, 유형에 따라 구축 주체가 상이함. 분리(또는 분할)발주 사업인 경우 HW 또는 솔루션 구축, SW 개발 주체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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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현 및 단위테스트(CO10)

[구현단계(CO)]

① 프로그램 구현(CO11)
개발 언어, 플랫폼 등을 고려하여 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개발도구를 이용해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설계내용을 반영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내․외부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현한다.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는 코딩 스타일 가이드나 프로그래밍 언어별 코딩 룰 지침,
소스코드 복잡도 기준을 준수하여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표 3-3-8. 프로그램 구현 기준
프로그램 구현 기준

내용

코딩 스타일 기준

프로그램 가독성 및 유지보수성을 높이기 위해 정한 프로그래밍 스타일 표준으로 함수명
이나 변수 명명규칙, 주석, 들여쓰기, 공백 등을 정의한 것

코딩 룰 기준

코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드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코딩 규칙으로
MISRA-C/C++,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SW 코딩규칙(C/C++), 구글 JAVA 코딩 규칙
등24)이 대표적임

소스코드 품질 메트릭

SW 복잡도에 따른 품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클로매틱 복잡도, 함수
매개변수 개수, 함수 내 실행 가능 코드라인 수, 주석률 등 다양한 기준 존재

② 단위테스트 수행(CO12)
단위테스트 계획서를 기반으로 테스트 프로그램, 테스트용 드라이버 및 스터브, 테스트
데이터 등 테스트 환경을 준비하고 테스트 계획 시 설계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케이스에
따라 단위테스트를 수행한다. 특히, 컴포넌트 안전성 검증을 위해 테스트 설계에 따라 안전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나 결함주입 테스트 등을 수행하여 컴포넌트에 구현된 안전 메커니즘이
다양한 예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24) 코딩 룰 상세 내용은‘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7.’의‘부록4. 소스코드 코딩 규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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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수정 및 회귀테스트를 수행하고 결함이 정상적으로
수정되었는지 확인한다. 테스트에서 누락된 요구사항이 발견된 경우, 추가적으로 테스트케이스를
보완하여 실행하고 테스트를 종료하기 전에 테스트 커버리지25)가 목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단위테스트 수행방법 및 테스트 결과를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로 정리한다.

| 참고 | 안전 등급에 따른 단위테스트 커버리지
철도, 항공, 자동차 등 기능 안전 국제 표준에서는 철저한 SW단위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 등급에 따른
테스트 커버리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 | 테스트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예)
※단위, 통합, 시스템테스트 모두 동일

▪ 관련 테스트 계획서 식별정보
▪ 테스트 대상 및 범위
▪ 결함내역 및 조치/회귀테스트내역

▪ 테스트 환경, 절차, 일정 및 수행자
▪ 테스트케이스, 시나리오별 테스트 결과
▪ 안전테스트 계획 대비 수행 결과

③ 소스코드 점검(CO13)
코드리뷰나 점검도구를 이용한 소스코드 정적분석을 수행하여 소스코드 품질, 안전성을
점검한다. 정적분석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코드상의 기준 위배사항이나 잠재 오류를

25) 테스트 커버리지에 관한 상세 내용은‘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7.’의‘부록3.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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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하는 점검 방법으로 동료검토나 인스펙션을 수행하거나 소스코드 진단도구를 활용해
점검할 수 있다.

| 참고 | 소스코드 점검 유형
구분

내용

예

코딩 표준
기반 분석

소스코드 안전성, 신뢰성, 가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코딩 표준을 기반으로 위배사항 검출

- MISRA-C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코딩 규칙
- IEC 61508, IEC 62279 등

실행 오류
검출

소프트웨어 실행 시 프로그램 비정상 중지, 메모리
누수 등 중대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소스코드
검출

- 메모리 중복해제
- 0으로 나누기
- 범위를 벗어난 배열 참조 등

진단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소스코드 언어, 개발환경(IDE), 운영체제, 컴파일 환경 정보,
라인 수, 검증 룰셋 등을 확인하여 이를 지원하는 진단 도구를 선정한다. 소스코드 코딩 스타일,
코딩 룰, 소스코드 복잡도 기준에 부합하는지 소스코드를 점검하여 위배사항을 검출하고
수정조치 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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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검토 및 확인(CO20)

[구현단계(CO)]

∎ 구현 검토 및 확인(CO21)
단위테스트 계획에 따라 모든 테스트케이스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요구되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컴포넌트 상세 설계서와 단위 테스트케이스 및 테스트
수행 결과 간 추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테스트 결과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 누락 없이 명시
되어 있는지, 조치하기로 합의된 결함에 대해 누락 없이 조치되었는지, 그 결과가 모두 기술
되었는지 확인한다. 소스코드 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프로그램 구현 기준에 대한 소스코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위배사항에 따른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부적합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검토 범위, 내용, 방법
등과 함께 검토 보고서로 작성한다. 발주담당자는 구현단계 검토 및 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 참고 | 구현 검토/확인 결과서 내용(예)
▪ 검토/확인 일자 및 수행자
▪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검토/확인 환경, 수행방법, 도구
▪ 적용 규격, 표준, 계획 등 기준
▪ 검토 결과(테스트 결과, 소스코드 점검결과) 및 조치 이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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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CO) 수행 결과 산출물
활동

CO10.
프로그램 구현 및 단위
테스트

CO20.
구현검토 및 확인

산출물

산출물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록
◦ 프로그램/소스코드

▪ 프로그램 목록
▪ SW설계를 기반으로 구현한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 단위테스트 결과서

▪ 단위 테스트 계획서에 따른 테스트 수행 결과

◦ 소스코드 점검결과서

▪ 소스코드 리뷰, 정적분석 도구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 구현 검토/확인 결과서

▪ 소스코드 점검 및 조치 내역 확인 결과
▪ 단위테스트 누락여부, 테스트 커버리지, 설계서와 단위
테스트 설계 및 결과 간 추적성 등의 검토 결과 및
보완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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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테스트(TE)
통합테스트 및 시스템 테스트를 통해 컴포넌트 통합이 완료된 SW가 기반시스템 상에서
문제없이 구동되고 설계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부합하여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계획(PP) – 분석(AN) – 설계(DE) – 구현(CO) – 테스트(TE) – 인수(TO)
- 시작기준:
▪ 구현 및 단위테스트, 소스코드 점검 완료
▪ 구현 검토 및 확인
- 입력물: 소스코드, 프로그램, 통합테스트 계획서, 시스템테스트 계획서

활동

작업

입력물

산출물

TE10.
통합/시스템 테스트
- 수행: 품질담당자/
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 TE11. 통합테스트 수행

◦ 통합테스트 계획서

◦ 통합테스트 결과서

◦ TE12. 시스템테스트 수행

◦ 시스템테스트 계획서

◦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TE20.
테스트 검토 및 확인
- 수행: 품질담당자/
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 TE21. 테스트 검토 및 확인

◦ 통합테스트 결과서
◦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 통합/시스템테스트
검토/확인 결과서

- 종료기준:
▪ 통합테스트 및 시스템테스트 수행 완료
▪ 통합테스트 및 시스템테스트 결과 검토 확인 완료
- 산출물: 통합테스트 결과, 시스템테스트 결과, 통합/시스템테스트의 검토/확인 결과서

92

제3장 안전SW 개발 절차

통합/시스템 테스트(TE10)

[테스트단계(TE)]

① 통합테스트 수행(TE11)
통합테스트의 목적은 컴포넌트들을 통합하면서 데이터나 제어 흐름 등 컴포넌트 간 인터페이스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SW통합이 완료되면 실제 운영하게 될 기반
시스템(서버, PC 등) 장비에 SW를 설치하여 정상 구동되는지 확인하고, 설치된 장비와의
인터페이스 상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통합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위
테스트와 기반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통합테스트에서는 한 컴포넌트의 값이 다른 컴포넌트로 출력될 때 인터페이스 명세대로
정확히 값이 넘어가는지, 컴포넌트 간 데이터나 제어가 정해진 절차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세설계서를 기반으로 입력 값 생성기(드라이버 또는 에뮬레이터) 등을 이용해
입력처리와 이에 대한 출력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해,
유효하지 않은 입력 값에 대한 오류 감지 및 처리 등 위험상황이나 예외상황을 반영한 안전성
테스트케이스와 시나리오를 누락없이 실행한다. 다른 컴포넌트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페이스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안전 메커니즘이 정확히 동작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통합테스트 결과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하고 회귀테스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정되었는지 확인한다. 통합테스트 수행 일정, 테스트케이스별 테스트 결과, 전체 테스트
케이스 대비 성공 비율 등을 포함하여 통합테스트 결과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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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스템테스트 수행(TE12)
통합테스트가 완료되면 테스트 계획에 따라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 테스트를 수행한다.
시스템테스트에서는 기능적합성, 성능, 사용성, 신뢰성, 이식성 등 다양한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정상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위험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상황이나 비정상 조건에서도 안전 기능이 의도된 대로 정상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테스트 결과서 혹은 결함리포트에 별도로 작성하고
개발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 참고 | 소프트웨어 품질 속성 (ISO/IEC 2502326))
항목

설명

기능적합성

소프트웨어가 명세대로 정확하게 동작하는가?

성능효율성

소프트웨어가 명시된 조건(예: CPU, 메모리, Disk, 대역폭) 하에서 목표 사용자 수, 목표
처리량을 목표 시간 내 처리하는가?

호환성

SW가 운영환경에서 함께 사용되는 SW나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상호운영 되는데
문제가 없는가?

사용성

사용자가 제품을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쉽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일관성 있고 명료한가?

신뢰성/강건성

소프트웨어가 일정한 시간동안 요구수준으로 동작하는가? 또한 소프트웨어가 비정상 입력,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는가?

보안성

인가된 사용자만 허용된 권한 안에서 데이터, 기능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증 및 권한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중요데이터에 대한 기밀, 변조, 부인방지 보호가 이루어지는가?

유지보수성

제품 운영 중 문제 원인 확인 가능한 로그 또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가? 변경이 용이하고
변경 또는 운영 중 확인을 위한 테스트가 용이한가?

이식성

HW나 SW 등 운영환경 변경 시 해당 환경으로의 변경 설치가 용이한가?

26) ISO/IEC 25023:2016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Measurement of system and software product qualit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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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검토 및 확인(TE20)

[테스트단계(TE)]

∎ 테스트 검토 및 확인(TE21)
테스트 계획에 따라 모든 테스트케이스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요구되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통합테스트 및 시스템테스트 계획에 따른 각 테스트 결과가 모두 명시
되어 있고 결함에 대해 조치와 회귀테스트가 누락 없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검토 범위
및 방법,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여 검토 보고서로 작성한다. 발주담당자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합/시스템 테스트 결과 검토 내역 및 조치 내역을 확인한다.

테스트(TE) 수행 결과 산출물
활동
TE10.
통합/시스템 테스트
TE20.
테스트 검토 및 확인

산출물

산출물 주요 내용

◦ 통합테스트 결과서

▪ 통합 테스트 계획서에 따른 테스트 수행 결과

◦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에 따른 테스트 수행 결과

◦ 통합/시스템 테스트 결과 검토
/확인 결과서

▪ 테스트 누락여부, 테스트 커버리지, 설계서와 테스트설계
및 결과 간 추적성 등 검토 결과
▪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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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수(TO)
개발된 시스템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명시된 기능, 성능, 안전 요구사항 등을 만족하는지
테스트하고 최종 확인한다.

▶ 계획(PP) – 분석(AN) – 설계(DE) – 구현(CO) – 테스트(TE) – 인수(TO)
- 시작기준:
▪ 통합/시스템 테스트 완료
▪ 통합/시스템 테스트 검토 및 확인
- 입력물: 제안요청서, 계획/분석/설계/구현/테스트 개발 산출물 일체

활동

작업

입력물

TO10.
안전성 확인 및
인수테스트
- 수행: 품질담당자/
안전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 TO11. 안전성 확인
- 프로세스 기반 안전성 확인
- 프로덕트 기반 안전성 확인

◦ 요구사항정의서
◦ 개발단계별 산출물 일체
◦ 종합안전대책기술서
(해당 시)

◦ 안전성 확인서

◦ TO12. 인수테스트 수행

◦ 제안요청서
◦ 요구사항정의서

◦ 인수테스트 결과서

TO20.
최종검수 확인
- 수행: 발주담당자
- 검토: 프로젝트 관리자
- 확인: 승인자(발주담당자)

◦ TO21. 최종검수 확인

◦ 제안요청서
◦ 개발계획서
◦ 개발단계별 산출물 일체

◦ 최종검수확인서

- 종료기준:
▪ 안전성 평가 완료
▪ 인수테스트 및 최종확인 완료
- 산출물: 안전성 확인서, 인수테스트 결과서, 최종검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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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인 및 인수테스트(TO10)

[인수단계(TO)]

① 안전성 확인(TO11)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 최종 검수 전에 시스템이 ①개발계획 시 수립한 안전 활동 계획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②안전 요구사항이 누락 없이 구현되었는지, ③최종적으로 구현된
SW가 안전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성 확인은 크게 프로세스(Process)를
기반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프로덕트(Product)를 기반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a) 프로세스(Process) 기반 안전성 확인 : 안전 활동 확인
프로세스(Process) 기반 안전성 확인은 안전 개발계획에 따라 안전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즉, 프로세스(활동)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안전 개발 계획에 따라 생성된
안전 산출물을 검토하고 안전 담당자, 개발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계획서에 명시된 안전 활동이
모두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안전 등급에 따라 명시된 개발 활동이 모두 수행되었는지 확인
한다. 안전 분석 결과 도출된 안전 설계 요구사항(안전 메커니즘)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 등급에 따라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마다 요구되는 기법과 목표치(예:
테스트 커버리지, 소스코드 복잡도, 룰셋 준수율)를 준수하여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각 단계별로 검토 확인 절차를 통해 단계별 점검과 이행이 누락 없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단계별 검토/확인 결과를 활용해 결함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최종
확인한다.

만일 제약사항 등으로 인해 안전 개발 계획과 다르게 수행했거나 수행하지 못한 활동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 및 협의사항, 제약에 따른 대안조치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타당성 검토, 재수행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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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로덕트(Product) 기반 안전성 확인 : 안전 기능 확인
프로덕트(Product) 기반 안전성 확인은 구현된 안전 메커니즘이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운영환경에서 정확히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위험
상황을 반영해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여 안전성 테스트를 수행한다.

안전성 테스트 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스템테스트 이후 형상이 변경된 정도에 따라
시스템테스트 결과를 일부 활용하는 등 최종 안전성 테스트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이므로, 안전성 테스트 완료 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시스템을 복귀시키도록 해야 한다.

| 참고 | 종합안전대책기술서(Safety Case)를 활용한 안전성 최종 검증
종합안전대책기술서는 개발된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안전 요구사항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안전 요구사항과
안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안전 산출물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산출물이 안전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그 근거를 설명한 안전 종합 보고서라 볼 수 있다. 개발사는 개발 단계마다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이루어진 개발 및 검토/확인 활동과 그에 해당하는 산출물들을 추적, 요약하여 제시한다. 구현이 완료된 시스템에
대해 최종적인 안전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거 또는 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잔존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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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수테스트 수행(TO12)
시스템테스트가 개발자 관점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라면 인수테스트는 사용자 관점에서 수행
되는 테스트로서, 실 운영 환경에서 시스템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실제 업무에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이다.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요구사항별
사용자 테스트케이스를 준비하고 운영 환경에서 사용자테스트를 수행하여 시스템 오픈 전 중대
보완사항이나 이슈는 없는지 최종 확인한다. 사용자는 발주업무를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실 사용자나 유지보수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테스트를 수행한다. 요구사항 정의서,
비즈니스 업무 흐름 등을 바탕으로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케이스를 도출하고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수행한다.

요구사항 정의서 대비 누락된 기능이 없는지,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입력 데이터 오류나 사용자 조작 오류, 성능 지연이나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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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검수 확인(TO20)

[인수단계(TO)]

∎ 최종검수 확인(TO21)
인수자는 제안요청서 및 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인수 산출물을 기반으로, 제출한 산출물에
누락사항은 없는지 최종 확인한다. 산출물이 최종 버전 프로그램과 일치하는지, 추적표로
산출물 간에 양방향 추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설계, 구현, 테스트 등
단계별 안전 산출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안전성 확인(TO11)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전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사용자 매뉴얼27) 및 운영자 매뉴얼28)은 운영 단계에서 사용자 및 운영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문서이므로 매뉴얼이 현재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맞게 현행화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능의 경우 기능 사용의 제약사항이나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운영자
매뉴얼에는 해당 기능의 주기적 점검 방법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처리절차 및 방법을 명시해
운영ㆍ유지보수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발주자는 제출된 산출물과 최종 안전성 확인 및
인수테스트 결과가 인수기준을 만족하는지 최종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최종 확인서
(검수확인서) 작성 및 제반적인 종료 절차를 이행해 프로젝트를 완료한다.

27) 화면이나 기능별 사용방법, 유의사항, 사전 조건 등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사용 방법 매뉴얼
28) 시스템 구축 결과(HW/SW/NW), 시스템 운영 방법, DB운영, 권한 정보, 배치관리, 릴리즈 관리, 장애관리 등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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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시스템 인수인계 산출물 목록(예)
구분

산출물 요청내역

개발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 등 납품대상 개발산출물 전체

관리산출물

회의록, 주간/월간업무보고서 등 납품대상 관리산출물 전체

인수인계 산출물

업무인수인계서

시스템 점검・오류 목록 및 조치내역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법 개정사항 반영내역

개발/관리 산출물 목록

단계별 산출물 승인내역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개발 이슈목록 및 조치내역

사용자/운영자매뉴얼

소스품질정적분석 수행결과

운영업무 모니터링 스크립트

CRUD 매트릭스

시스템 및 데이터 변경/추가 내역

예상 FAQ

※ 특허청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참고

인수(TO) 단계 산출물
활동

TO10.
안전성 확인 및
인수테스트

TO20.
최종검수 확인

산출물

산출물 주요 내용

◦ 안전성 확인서

▪ 개발 계획에 따른 안전 개발 활동 준수여부 확인
▪ 산출물 검토 및 안전성 확인 테스트를 통한 안전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및 조치 내역

◦ 인수테스트 결과서

▪ 운영환경에서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의한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

◦ 최종검수 확인서

▪ 제안요청서, 개발계획서 대비 개발 공정 및 인수 산출물
최종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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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4장. 안전SW 개발 산출물
4.1. 안전SW 개발 절차별 산출물

4.2. 안전SW 개발 산출물 템플릿 및 검토 체크리스트

안전SW 산출물 검토 가이드

4장

안전SW 개발 산출물

4.1. 안전SW 개발 절차별 산출물
제3장에서 정의한 안전SW 개발 절차에 따른 산출물 및 산출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4-1-1>과 같다. 각 산출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2장에서 산출물 템플릿을 소개하고,
발주자가 각 산출물별로 중요 내용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 표 4-1-1. 안전SW 개발 생명주기별 개발 산출물
단계/활동

산출물

주요 내용

PP. 계획
시스템 정의서

▪ 시스템 기본정보(시스템 운영 목적, 주요기능, 환경, 대상규모 등)
▪ 개념적 수준 아키텍처/인터페이스 구성도

위험분석서
안전목표정의서

▪ 시스템 위험분석 결과
▪ 안전목표(기능적 안전 요구사항 및 안전 등급)

PP20.
계획수립

개발계획서

▪ 개발 절차 및 활동, 산출물, 일정 및 투입 인력 계획
▪ 설계 기준, 코딩기준, 테스트/검증 계획, 개발언어/환경 계획
▪ 안전 등급별 개발 활동, 기법, 산출물 등 안전 개발 계획

PP30.
계획 검토 및
확인

계획 검토/확인
결과서

▪ 개발 계획 및 안전 개발 계획 절차, 방법, 일정, 투입 인력 등 합의 결과
및 검토 결과
▪ 보완 사항 및 조치 내역 확인 결과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정의 및 안전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추적표

▪ 요구사항과 단계별 산출물 간 관계성 확인 가능한 추적표

분석 검토/확인
결과서

▪ 요구사항 누락여부, 일관성, 정확성 여부 등 검토 결과
▪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확인 결과

PP10.
시스템 정의 및
안전목표 수립

AN. 분석
AN10.
요구사항 정의
AN20.
분석 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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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활동

산출물

주요 내용

DE. 설계
DE10.
아키텍처 설계
및 안전분석

DE20.
상세설계

DE30.
테스트설계

DE40.
설계 검토 및
확인

아키텍처 설계서

▪ 기반시스템(HW/SW/NW) 구성 및 SW아키텍처 설계
▪ 안전요구사항 기반 안전 메커니즘 설계

설계안전분석서

▪ 설계 안전성 분석 및 안전요구사항/안전메커니즘 추가 도출

인터페이스 설계서

▪ 시스템 내/외부 인터페이스 설계

컴포넌트상세
설계서
(클래스설계서)

▪ 각 컴포넌트 구성 클래스 함수 및 데이터 등 상세 설계
▪ 알고리즘 설계

사용자인터페이스
(UI) 설계서

▪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설계, 화면 구성 항목, 권한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등 설계

단위테스트
계획서

▪ 컴포넌트 또는 단위 기능별 테스트 환경, 방법, 일정 등 계획 및 테스트케이스
설계

통합테스트
계획서

▪ 컴포넌트 또는 단위 기능 간 통합, SW와 HW(인프라) 간 통합 과 테스트를
위한 계획 및 테스트케이스 설계

시스템테스트
계획서

▪ 시스템의 기능, 성능, 장애, 연계 등 테스트를 위한 계획 및 테스트케이스,
시나리오 설계

설계 검증/확인
결과서

▪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요구사항 기반 아키텍처 설계, 상세설계 산출물
검토 결과
▪ 설계 지침/가이드, 안전등급에 따른 설계/테스트 기준 준수 확인
▪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확인 결과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 SW설계를 기반으로 구현한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 프로그램 목록

단위테스트 결과서

▪ 단위 테스트 계획서에 따른 테스트 수행 결과

소스코드 점검
결과서

▪ 소스코드 리뷰, 정적분석 도구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구현 검토/확인
결과서

▪ 소스코드 점검 및 조치 내역 확인 결과
▪ 단위테스트 누락여부, 테스트 커버리지, 설계서와 테스트설계 및 결과 간
추적성 등 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 조치 확인 결과

CO. 구현

CO10.
프로그램 구현
및 단위테스트

CO20.
구현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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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활동

산출물

주요 내용

TE. 테스트
TE10.
통합/시스템
테스트
TE20.
테스트 검토 및
확인

통합테스트 결과서

▪ 통합 테스트 계획서에 따른 테스트 수행 결과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에 따른 테스트 수행 결과

테스트 검토/확인
결과서

▪ 테스트 누락여부, 테스트 커버리지, 설계서와 테스트설계 및 결과 간 추적성
등 검토 결과
▪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확인 결과

안전성 확인서

▪ 개발 계획에 따른 안전 개발 활동 준수여부 확인
▪ 산출물 검토 및 안전성 확인 테스트를 통한 안전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및
조치 내역

인수테스트 결과서

▪ 운영환경에서 사용자 및 운영자에 의한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

최종검수 확인서

▪ 제안요청서, 개발계획서 대비 개발 공정 및 인수산출물 최종 확인 및 조치
내역

TO. 인수

TO10.
안전성 확인 및
인수테스트

TO20.
최종검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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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전SW 개발 산출물 템플릿 및 검토 체크리스트
본 절에서는‘제3장 안전SW 개발 절차’를 바탕으로 안전SW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 템플릿을 제공한다. 아울러, 발주자가 산출물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
체크리스트도 제시한다.
번호

산출물

관련 단계

1

시스템정의서

2

위험분석서

3

안전목표 정의서

4

개발계획서

5

계획 검토/확인결과서

6

요구사항 정의서

7

요구사항 추적표

8

분석 검토/확인결과서

9

아키텍처 설계서

10

설계안전분석서

11

인터페이스 설계서

12

컴포넌트 상세 설계서

1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14

데이터베이스설계서

15

테스트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인수)＊

16

설계 검토/확인 결과서

17

프로그램 목록

18

소스코드 점검 결과서

19

구현 검토확인 결과서

20

테스트결과서(단위/통합/시스템/인수)

구현/테스트/인수

21

테스트 검토/확인 결과서

테스트

22

안전성확인서

23

최종검수확인서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인수

＊인수 테스트 계획서의 경우 분석, 설계 또는 인수 단계에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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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템플릿은 단계별 활동의 핵심결과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세부 구성 항목이나 구조는 사업 규모나 유형, 개발방법론, 준수하는
표준이나 지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개발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예: 인수테스트, 최종검수)에서 산출물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조치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낮은 품질의
산출물 확보나 납기지연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안전SW 개발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 단계마다‘검토 및 확인’활동을 통해 산출물들을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

이 때, 본 절에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산출물을 토대로 각 단계별 활동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산출물에 중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고 일관되고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더욱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3장의 개발절차와 산출물을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으며, 각 체크리스트는 문서형식이나 용어의 일관성, 모호함 등 일반적인 문서
품질 측면보다는 산출물별로 핵심적인 내용의 누락이나 적절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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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스템정의서

[계획단계(PP)]

(a) 주요 기술내용
-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업무지침 등을 바탕으로 개발대상 시스템의 운영 목적, 주요 기능,
운영 환경 및 예비 아키텍처 등을 정의
- 기관의 안전목표, 시스템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안전 관련 지침이나 표준, 기 수집된
사고/장애 내용 기술
☞ 관련 태스크 : PP11. 시스템 정의(p.50)

(b) 템플릿
○

시스템 기본정보
▪ 시스템 운영 목적, 주요 기능 및 운영환경
▪ 사용자 유형 및 규모, 성능 요건, 제약사항

○

예비 아키텍처(To-Be)
▪ 시스템 예비 아키텍처 (시스템 구성 및 구조, 타 시스템 또는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관계 도식화)

○

시스템 동작 및 데이터 흐름
▪ 시스템 운영모드(예: 정상모드, 비상운영모드) 기술
▪ 운영모드별 시스템 기능 동작 절차(상위수준) 및 주요 데이터 흐름 도식화

○

안전 요구사항 및 사고/장애 정보
▪ 기관에서 목표로 하는 안전 요구사항
▪ 안전 관련 표준, 지침
▪ 시스템과 관련한 사고, 중대 장애 이력, 기 분석한 위험원/사고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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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시스템정의서」검토 체크리스트
1

시스템 운영목적, 주요 기능, 운영환경, 사용자 규모, 성능 요건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 기본정보가
제안요청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명료하게 정의되었는가?

2

개발대상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제약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3

제안요청서 내‘시스템 구성’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기존 시스템 분석서, 업무 절차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비 아키텍처가 정의되었는가?

4

시스템 목적 및 기능, 사용자, 비즈니스 업무로직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의 주요 기능 절차가
상위수준에서, 사용자 요구와 상충되지 않게 정의되었는가?

5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서브시스템), 외부 시스템, 사용자 간의 데이터 흐름이 비즈니스로직,
업무 절차, 사용자 요구와 상충되지 않는가?

6

예비 아키텍처와 주요 기능 절차, 데이터 흐름 간에 상충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가?

7

정상모드 뿐 아니라 비상운영, 장애운영모드 등 시스템의 모든 운영 모드를 고려하여 정의하였는가?

8

기관에서 목표로 하는 안전목표, 시스템에 기대하는 안전 수준 등에 대해 파악하여 시스템 정의에
포함하였는가?

9

준수해야 할 안전 표준이나 지침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는가?

10

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고, 중대 장애 등에 대한 이력이나 사고목록, 사전에 수행된
위험분석 결과 등 사고/위험원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포함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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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분석서

[계획단계(PP)]

(a) 주요 기술내용
- (예비위험분석) 발생가능한 최상위 시스템 위험원을 직관적으로 도출
- (시스템위험분석) 예비위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기능 수준에서 위험원, 원인 등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여 기술
☞ 관련 태스크 : PP12. 안전목표 수립(p.51)

(b) 템플릿
- 위험분석서는 적용한 위험분석 기법에 따라 분석테이블 등 세부 템플릿이 상이할 수 있음
- 예비위험분석이 생략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시스템 위험분석’결과만 포함함

□ 예비위험분석
○

PHL(Preliminary Hazard List)
ID

§
§
§
§
§
○

위험원

운영상황

영향

관련사고

ID: 위험원 ID
위험원: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한 잠재 위험원
운영상황: 위험원이 발생하는 상황
영향 : 특정 운영 상황에서 위험원이 발생 시 초래되는 결과
관련사고: 해당 위험원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ID

위험원

운영상황

영향

원인

위험도

안전대책

§ ID: 위험원 ID
§ 위험원: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한 잠재 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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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운영상황 : 위험원이 발생하는 상황
영향 : 특정 운영 상황에서 위험원이 발생 시 초래되는 결과
원인 : 위험원을 초래하는 원인
위험도 : 해당 위험 이벤트의 위험정도(Risk)
안전대책 : 해당 위험원을 감지, 제거 또는 제어하기 위한 대책 혹은 상중하)
관련위험/위험상황 : 안전목표와 관련한 위험(또는 위험이벤트/상황) 설명 또는 위험분석서를 참조하여 해당
위험의 ID/위험명 기재

□ 시스템위험분석
○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 분석
ID

§
§
§
§
§
§
§

기능

고장모드

영향

관련사고

원인

ID: 위험원 ID
기능: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고장모드: 기능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오작동 유형(위험원에 해당)
영향: 특정 운영 상황에서 위험원이 발생 시 초래되는 결과
원인: 해당 고장 발생 원인
위험도: 해당 고장모드(위험원) 위험정도(Risk)
안전요구사항: 해당 위험원을 감지, 제거 또는 제어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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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위험분석서」검토 체크리스트
1

시스템 위험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기능, 개념적 구조(예비 아키텍처), 시스템 운영환경, 제약사항을
시스템 정의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가?

2

시스템 기능, 구조,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원들이 충분히
도출되어 있는가?

3

위험분석 시 내・외부 운영 환경적 특성, 사용자 실수, 물리적 장비, SW 오동작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위험원을 도출하였는가?

4

과거 경험, 사례,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도출된 위험원이 타당한가? 이에 대해 시스템
운영자, 안전담당자,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는가?

5

위험원을 유발하는 원인과 해당 위험원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안전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누락없이 분석되어 있는가?

6

위험도 평가 시 안전담당자, 시스템 운영자, 사용자와 협의된 위험 평가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위험평가를 하였는가?

7

위험원에 대한 원인 분석 시 SW 측면의 원인(예:SW 컴포넌트 기능 오류, 입출력 데이터 오류,
통신 오류, 성능지연 등)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8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는가?

9

예비위험원목록(PHL)의 최상위 위험원에 대하여 누락없이 시스템 위험분석이 이루어졌는가?

10

최상위 위험원과 시스템 위험원 간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가?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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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목표 정의서

[계획단계(PP)]

(a) 주요 기술내용
- 위험평가 결과 수용 불가한 위험원을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목표 기술
- 안전목표에 해당하는 기능적 요구사항과 안전 등급을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PP12. 안전목표 수립 (p.56)

(b) 템플릿

○

안전목표
ID

안전목표명

안전목표 설명

안전등급

관련위험

§ ID/안전목표명 : 안전목표ID, 안전목표 명칭
§ 안전목표 설명 :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기능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기술
§ 안전등급 : 안전목표의 안전등급(예: A, B, C, D 혹은 상중하)
※ 안전등급은 위험심각도, 발생빈도 등 기반으로 한 위험도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결정
§ 관련위험 : 안전목표와 관련한 위험에 대한 정보(위험의 ID/위험명) 기재(※ 위험분석서 참조)

(c) 검토 체크리스트
「안전목표 정의서」 체크리스트
1

위험평가 결과 조치대상으로 식별된 위험원에 대해 누락 없이 안전목표가 수립되었는가?

2

안전목표가 목표로 하는 안전등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3

안전목표의 안전등급이 시스템 위험분석 시 평가한 위험도와 상충되지 않은가?

4

안전목표가 시스템 관련 법규나 규정, 지침, 환경요인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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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발계획서

[계획단계(PP)]

(a) 주요 기술내용
- (개발계획) 개발 절차, 일정, 역할과 책임, 산출물 등 전반적 개발 계획 기술
- (안전계획) 안전등급에 따른 안전 분석, 안전설계, 테스트 등 단계별 안전 활동 계획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PP21. 개발계획 수립 (p.57)

(b) 템플릿
□ 개발계획

○

시스템 기본정보
▪ 시스템 운영 목적, 주요 기능, 운영 환경, 사용자 대상 및 규모, 개발 범위 등
▪ 개념적 아키텍처/인터페이스 구성도
※ 제안요청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및 시스템정의서 반영

○

개발 조직 및 인력
▪ 개발 조직, 투입 인력, 역할 및 책임 계획

○

개발 절차 및 일정 계획

▪ 개발 모델 및 개발 절차
 적용 개발 모델
 표준 개발 절차 및 절차별 활동 수립
▪ 추진 일정 및 일정 관리 계획
 개발 절차별 추진 일정 계획
 일정관리, 진척관리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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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및 검증 계획
▪ 개발 언어, 개발 도구 및 플랫폼, 개발 환경/장소 정의
▪ 검증 절차, 방법, 담당자, 검증 결과 조치 및 보고 방법 정의

○

개발 표준 적용 계획
※ 개발표준 예)
 개발 환경 구성, 프로젝트 디렉토리 구조, 패키지 명명규칙 등 개발 환경 표준
 아키텍처, 클래스, DB 등 설계 지침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표준(컬러/폰트/이미지/버튼명 등)
 함수/변수/파일명 명명규칙, 주석처리/변수선언지침/예외처리/호출처리 등 코딩 지침
 개발 단계별 산출물 표준(템플릿, 번호/이름체계), 용어/코드 표준 등

○

프로젝트 지원 계획
▪ 프로젝트 관리/진척 관리 계획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설정 및 공정 진척률 확인 방법
 회의(주간, 월간, 착수, 중간, 완료, 변경요청회의) 및 보고관리 체계
▪ 형상관리 계획
▪ 품질보증 계획
 단계별 검증 및 확인 계획
 전체적 테스트 계획(테스트 종류, 범위, 인력, 환경)
 단계별 산출물 검토 방법(인스펙션, 워크쓰루, 검토자 구성 방안, 점검리스트 등)
▪ 문제/이슈관리 계획
▪ 변경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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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획

○

안전 관리 범위
▪ 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SW 범위 및 해당 범위의 주요 기능
▪ 안전목표
▪ 준수해야 할 안전 표준이나 지침(해당 시)

○

조직 및 인력
▪ 안전관리 활동 조직 및 인력구성, 책임과 역할 정의
▪ 안전활동 수행자의 보유 역량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

추진 방법
▪ 전체 개발 생명주기별 안전 활동 및 산출물 정의
 계획, 분석, 설계, 테스트, 인수 등 단계별 안전 활동 정의
 단계별/최종 안전성 검증 방법(검토자, 검토속성, 점검리스트, 인스펙션 범위 등) 수립
▪ 안전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등급 기준
▪ 안전 등급에 따른 개발 단계별 적용 기법, 기술 기준

○

추진 일정
▪ 세부 안전 활동별 추진일정 정의

○

추가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검증 도구의 신뢰성 확인 계획(해당 시)
▪ 컴포넌트 재사용 적합성 확인 계획(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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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개발계획서」체크리스트
1

시스템 기본정보(시스템 운영 목적, 목표, 범위, 주요기능, 환경, 개념적 수준 아키텍처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업지시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가?

2

개발 인력 투입계획(조직 및 인력구성, 역할과 책임 정의)이 수립되어 있는가?

3

개발모델, 표준 절차 및 활동, 절차 및 활동별 산출물이 정의되어 있는가?

4

개발 추진 일정이 개발 절차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5

일정 및 진척관리를 위한 방법(진척률 산정식, 도구, 담당자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6

개발 언어, 플랫폼, 개발 툴 등을 포함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7

개발환경 설정, 설계, UI, 코딩 등에 관련한 개발 표준을 수립하였는가?

8

형상관리 계획(절차, 도구, 담당자, 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9

문제 및 이슈 관리 계획29)(방법, 절차, 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10

위험관리 계획30)(방법, 절차, 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11

변경관리(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12

시스템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방법(검증, 확인 테스트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13

시스템 개발 시 적용해야 할 안전 관리 범위(안전관련 SW 개발 범위 및 주요 기능), 안전목표가
정의되어 있는가?

14

안전 관련 표준 및 관련 지침이 기술되어 있는가?

15

안전 활동을 위한 안전담당자 및 관련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책임과 역할, 투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16

안전 담당자를 위한 역량 정의 및 역량 강화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가?

17

개발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안전 활동과 요구 산출물이 정의되어 있는가?

18

단계별 안전성 검증 방법 및 최종 안전성 검증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가?

19

안전성 평가 방법 및 기준과 안전 등급에 따라 개발단계별로 적용해야 할 기법이나 기술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가?

20

안전 활동에 대한 추진 일정이 수립되어 있으며, 기본 개발 일정과 상충되지 않는가?

29) 계획 대비 실제 발생한 현안 문제,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 절차, 방법 등의 계획
30) 프로젝트를 계획에 맞게 진척시키기 위한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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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획 검토/확인 결과서

[계획단계(PP)]

(a) 주요 기술내용
- 시스템 정의서, 위험분석서, 안전목표 정의서, 개발계획서 등 계획 단계의 산출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PP31. 계획 검토 및 확인(p.60)

(b) 템플릿
○

계획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검토 대상 산출물 종류 및 검토/확인 기준이나 체크리스트 범위

○

계획 검토/확인 역할 및 책임
▪ 검토/확인 수행 및 지원자 역할과 책임 기술

○

계획 검토/확인 방법
▪ 수행 환경 및 방법
- 검토/확인 장소/환경 및 수행일정
- 수행방법, 도구(해당 시)

○

계획 검토/확인 결과
▪ 산출물 또는 수행활동 내역의 적절성 검토/확인 결과
▪ 조치 이행 내역 및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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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계획 검토/확인 결과서」체크리스트
1

계획단계 검토/확인 대상(산출물 리스트) 및 범위(체크리스트, 확인기준 범위)가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2

검토/확인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및 검토/확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3

산출물별로 각 산출물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또는 별도기준)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검토결과가 누락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4

검토결과 문제점과 조치내역 및 확인 결과가 누락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5

계획단계 산출물(시스템정의서, 위험분석서, 안전목표정의서, 개발계획서 등) 간 내용이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가?

120

확인결과

제4장 안전SW 개발 산출물에 대한 이해

⑥ 요구사항 정의서

[분석단계(AN)]

(a) 주요 기술내용
-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능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 및 검토가 용이하도록 안전 요구사항을 구별하여 기술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현행 업무 및 시스템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어떻게(How to)가
아닌, 무엇(What) 관점에서 요구사항 명세
☞ 관련 상세 절차 : AN11. 일반(비안전) 요구사항 분석(p.63), AN12. 안전 요구사항 분석
(p.66), AN13. 요구사항 명세(p.68)

(b) 템플릿
○

요구사항 정의(비안전)
ID

§
§
§
§
§
§
§
§
§

요구
사항명

설명

제약
사항

유형

우선
순위

상태

관련
부서

출처

변경
내역/근거

검증
방법

검증
기준

ID / 요구사항명 / 설명 : 요구사항ID,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 설명 기술
제약사항 : 요구사항 제약사항(예: 현장 경보 표출 제한시간 : 0.5초 이내), 사전조건 등 기술
유형 : 기능, 비기능(사용성, 성능,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 등 요구사항 유형 기술
우선순위 : 요구사항 중요도 등을 반영한 개발 우선순위
상태 : 제안, 수용, 수용불가, 검토보류
관련부서 : 요구사항 관련된 내/외부 부서, 담당자 기술
출처 : 요구사항 도출 출처(예: 제안요청서, 제안서, 인터뷰) 기술
변경내역/근거 :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추가, 변경, 삭제 유형 및 내역, 변경 근거 기술
검증방법/기준 : 요구사항이 의도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확인하기 위한 검증방법/기준 기술
※참고 – 검증기준 (Verification criteria)
·테스트 기준 – 테스트 환경, 사전조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데이터 혹은 시나리오, 반복횟수, 원하는 결과 등
테스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 추후 테스트케이스 설계에 반영됨
·리뷰 기준 –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서, 내용, 통과기준 등

※ 내용상 요구사항이 중첩되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나누어 ID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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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목표
ID

안전목표명

설명

안전 등급

관련위험/위험상황

§ ID/안전목표명/설명 : 안전목표ID, 안전목표 명칭, 안전목표 상세 설명 기술
※ 안전목표는 위험(또는 위험이벤트)을 회피, 경감,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최상위 안전 요구사항임
§ 안전 등급 : 위험의 심각도, 노출빈도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 안전목표의 안전 등급(예: A, B, C, D 혹은 상중하)
§ 관련위험/위험상황 : 안전목표와 관련한 위험(또는 위험이벤트/상황) 설명 또는 위험분석서를 참조하여 해당
위험의 ID/위험명 기재

○

안전 요구사항

ID

안전
요구
사항명

설
명

안
전
등
급

상
태

우
선
순
위

관
련
부
서

출
처

변경
내역/
근거

할
당

검
증
방
법

검
증
기
준

참조
안전
목표
ID

설계
ID

§ ID/안전 요구사항명/설명 : 안전요구사항ID, 안전요구사항 명칭, 안전 요구사항 상세 설명 기술
§ 안전등급 : 위험 심각도, 노출빈도 등을 기반으로 결정한 안전 요구사항의 안전등급
§ 우선순위 : 안전 요구사항 간 중요도, 시급성, 의존관계 등에 의한 우선순위(OPT)
§ 상태 : 제안, 수용, 수용불가, 검토보류
§ 관련부서 : 요구사항 관련된 내/외부 부서, 담당자 기술
§ 출처 : 요구사항 도출 출처(예: 제안요청서, 제안서, 인터뷰, 시스템위험분석) 기술
§ 변경내역/근거 : 안전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추가, 변경, 삭제 유형 및 내역, 변경 근거 기술
§ 할당 : 안전 요구사항을 할당할 시스템 주요 기능 또는 컴포넌트
§ 검증방법 : 요구사항이 의도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방법 기술
§ 검증기준 : 요구사항 기반 검증, 문장 검증, 분기 검증, 경로 검증, 조건 검증 등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
§ 참조 : 안전요구사항과 관련한 상위 안전목표 ID 및 관련 아키텍처설계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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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정의서」체크리스트
1

제안요청서(RFP), 과업지시서 내 요구사항 및 합의된 요구사항이 누락 없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반영되어 있는가?

2

모든 요구사항별로 고유 ID가 부여되어 있는가?

3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4

각 요구사항의 주요정보(제약사항, 유형, 우선순위, 상태, 관련부서, 출처 등)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5

요구사항별 검증 방법과 검증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6

요구사항 변경 내역(수정, 통합, 삭제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7

요구사항이 모호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가?

8

요구사항 간 중복 또는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가?

9

안전 요구사항이 안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10

하나의 요구사항에 여러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즉,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수준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11

약어나 용어가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으며, 표준 용어를 준수하고 있는가?

12

관련 법령이나 표준, 개발지침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작성되었는가?

13

시스템 위험분석 결과 수립된 안전목표 및 세부 내용(예: 안전목표명, 안전 등급, 관련 위험
등)이 누락 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14

안전 요구사항의 경우 요구사항 기본 정보 이외에 안전 등급, 관련 안전목표ID 및 설계 ID
정보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15

기술, 자원,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이 가능한가?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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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분류

기능

비기능

내용

기능 요구사항

-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을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단위 업무별 기능
구조를 도출하고 세부기능 요구사항을 작성

성능 요구사항

-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과 같은 시스템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도입 시스템의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연계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 포함

데이터 요구사항

-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범위, 방법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암호화, 접근권한 통제와 같은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만족시켜야 할 품질 항목(예: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 및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예: 서비스 안정화,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 대상별 유지관리
요구사항 및 수행 인력 조건, 관리방안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가이드라인(2018, NIPA)’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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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요구사항 추적표

[분석단계(AN)]

(a) 주요 기술내용
-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설계, 구현, 테스트 등의 필수 산출물 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표를
반드시 작성
- 요구사항 변경 시, 변경에 따른 분석, 설계, 구현에 미치는 변경 범위 파악하여 업데이트 반영
- 이력파악을 위해 가급적 삭제 근거를 기록하고 추적표에 포함
☞ 관련 상세 절차 : AN14. 요구사항 추적표 생성(p.68)

(b) 템플릿
○

요구사항(일반) 추적표
분석
(To-be)

요구사항
요
NO 구
사
항
ID

○

요
구
사
항
명

요
구
사
항
분
류

설
명

프
로
세
스
ID

화
면
ID

설계
컴
포
넌
트
ID

인
터
페
이
스
ID

구현
사
용
자
I/F
ID

클
래
스
ID

단
위
테
스
트
ID

프
로
그
램
ID

테스트

종료

시
스
템
테
스
트
ID

통
합
테
스
트
ID

인
수
테
스
트
ID

안전요구사항 추적표
분석
(To-be)

안전 요구사항

NO

요
구
사
항
ID

요
구
사
항
명

설
명

요
구
사
항
분
류

안
전
등
급

안
전
목
표

프
로
세
스
ID

화
면
ID

안전 설계

컴
포
넌
트
ID

인
터
페
이
스
ID

클
래
스
ID

구현

사
용
자
I/F
ID

단
위
테
스
트
ID

프
로
그
램
ID

테스트

통
합
테
스
트
ID

시
스
템
테
스
트
ID

종료
안
전
성
확
인
테
스
트
ID

인
수
테
스
트
ID

※ 프로젝트별 개발공정, 필수 산출물 종류에 맞게 추적표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객체지향 방법으로 개발한 경우 (분석)Use-Case ID, Sequence Diagram ID, (설계)Class ID, Component
ID와 같은 다이어그램 명세 ID를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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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추적표」체크리스트
1

요구사항 정의서에 포함된 모든 요구사항이 추적표에 포함되어 있는가?

2

요구사항별로 분석, 설계결과, 테스트 등 단계별 산출물 추적이 가능한가?

3

안전 요구사항의 경우 관련된 상위 안전목표의 추적이 가능한가?

4

요구사항 또는 산출물이 변경된 경우 이에 맞게 변경사항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확인결과

| 참고 | 이 외 요구사항 분석 산출물
요구사항 분석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발사와 발주자/사용자 간 일관된
관점과 일치된 수준으로 요구사항을 상호 이해 및 합의하는 것이 핵심임. 따라서 요구사항 정의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석 산출물을 작성하여 요구사항을 분석 및 확인, 상세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아래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
템플릿은‘부록2. 요구사항 분석 산출물’참고.
- 기능분해도 : 시스템의 기능을 3단계 혹은 4단계 수준으로 구조화
- 유스케이스 명세서 : 유스케이스 모델링 활용 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분석 내용을 명세
- 업무흐름도 : 개발 대상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 흐름을 도식화
- 화면/보고서정의서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하여 기능별 사용자화면/보고서 프로토타입 도식화
- 메뉴구조도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메뉴를 3단계 혹은 4단계 수준으로 구조화
- CRUD 매트릭스 : 단위기능/업무별 데이터/제어 엔터티에 대한 권한(CRUD, Create/Read/Update/Delete) 관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기술
- 표준용어사전 :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의 용어에 대해 한글/영문/약어표기, 설명 등 정의
- 코드정의서 : 시스템에서 사용될 코드에 대해 코드 ID, 명칭, 코드체계, 길이, 분류 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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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분석 검토/확인 결과서

[분석단계(AN)]

(a) 주요 기술내용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분석 단계 산출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확인 및
그 결과를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AN21. 분석 검토 및 확인(p.69)

(b) 템플릿

○

분석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검토 대상 산출물 종류 및 검토/확인 기준이나 체크리스트 범위
- 개발 계획서 > 분석 단계 계획(활동, 기법, 산출물 등) 명시

○

분석 검토/확인 역할 및 책임
▪ 검토/확인 수행 및 지원자 역할과 책임 기술

○

분석 검토/확인 방법
▪ 수행 환경 및 방법
- 검토/확인 장소/환경 및 수행일정
- 수행방법, 도구(해당 시)

○

분석 검토/확인 결과
▪ 산출물 또는 수행활동 내역의 적절성 검토/확인 결과
▪ 조치 이행 내역 및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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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분석 검토/확인 결과서」체크리스트
1

분석 단계 검토/확인 대상(산출물 리스트) 및 범위(체크리스트, 확인기준 범위)가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2

검토/확인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및 검토/확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3

‘개발 계획서 > 분석단계 계획’을 기준으로 누락된 활동 또는 산출물이나 준수하지 않은 기법들은
없는가?

4

산출물별로 각 산출물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또는 별도기준)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검토결과가 누락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5

검토결과 문제점과 조치내역 및 확인 결과가 누락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6

분석단계 산출물(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간 내용이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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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아키텍처 설계서

[설계단계(DE)]

(a) 주요 기술내용
- (시스템 구성도)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기반시스템 구성방안 구성도로 도식화
- (SW아키텍처 설계서) 개발대상 SW를 구성하는 내부 컴포넌트 종류 및 구조를 도식화하며,
컴포넌트 정적설계(컴포넌트 구조 및 관계) 및 동적설계(컴포넌트 간 제어, 데이터 흐름)를
포함하여 기술
※ 경우에 따라, 본 가이드에서 지칭하는‘SW구성도’및‘SW아키텍처 설계서’가 각각
‘SW아키텍처 설계서’및‘컴포넌트 설계서’로 지칭되기도 함
☞ 관련 상세 절차: DE11. 아키텍처 설계(p.73)

(b) 템플릿
- 시스템 구성도 내에 안전 요구사항을 반영한 부분을 식별하여 표시하는 것을 권고함

□ 시스템 구성도

○

전체 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 구성도)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별
장비 종류, 구조 도식화

○

소프트웨어 구성도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을 이루는
소프트웨어 레이어 도식화

○

네트워크 구성도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라우터, 네트워크 서버, 회선종류 등
네트워크 구조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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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아키텍처 설계서(컴포넌트 설계서)
○

SW컴포넌트 정적 설계(구조도)
계층적 컴포넌트 구도 즉, 개발대상 SW를 구성하는 전체 컴포넌트들의 구성도 도식화
-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데이터 흐름도(DFD), 클래스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 가능

※ 작성 유의사항 :
 컴포넌트 리스트에 포함된 컴포넌트들이 누락되지 않고 컴포넌트명 등이 일치해야 함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한 컴포넌트인 경우 해당 컴포넌트에 안전 등급을 표시
- SW컴포넌트 리스트

컴포넌트 ID

컴포넌트 명

개요

안전 등급

식별ID

컴포넌트 이름

컴포넌트 설명

컴포넌트 안전 등급
해당없을 시 ‘-’

○

SW컴포넌트 동적 설계
SW요구사항 ID/요구사항 명
설명

컴포넌트 간 데이터, 제어 흐름을 도식화 한 것으로
상태전이도,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 가능
※ 작성 유의사항 :
 각 컴포넌트의 역할, 컴포넌트 간 상호작용/종속관계 표현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한 컴포넌트인 경우 확인이 용이하도록 식별 표시 및 안전 등급 기입
○

SW컴포넌트 명세
컴포넌트 ID

식별ID

컴포넌트명

컴포넌트 이름

컴포넌트 설명

컴포넌트 설명

안전등급

컴포넌트안전등급 기술. 해당없을 경우‘-’ 표시

관련 SW요구사항

컴포넌트와 관련한 요구사항 ID 및 요구사항명
입력 데이터 (컴포넌트의 입력 데이터 정보)

데이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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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데이터 (컴포넌트의 출력 데이터 정보)
데이터명

데이터타입

값 범위/제약사항

설명

내부 함수(컴포넌트 구성 내부 함수 정보)
함수명

함수 설명

(c) 검토 체크리스트
「아키텍처 설계서」체크리스트
1

제안요청 사항(시스템 구성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부합하는가?

2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 지침, 표준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였는가?

3

아키텍처 설계서에 HW, SW, NW 구성도를 포함하고 있는가?

4

시스템 기능, 데이터 특성, 사용자, 성능 요구사항, 연계 시스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는가?

5

SW아키텍처가 정적설계와 동적설계를 모두 포함하는가?

6

SW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할당받았는가?

7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SW컴포넌트에 고유ID가 부여되어 있는가?

8

아키텍처 설계서에 안전 관련 컴포넌트들이 직관적으로 식별 가능 하도록 표시되어 있고 안전
등급이 기술되어 있는가?

9

SW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간 데이터 흐름 및 제어 흐름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정확하게
기술되었는가?

10

설계 표준지침 및 안전 등급별 설계기준(원칙)을 준수하였는가?

11

확인결과

보유 기술, 자원,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가능 하도록 설계되었는가?

131

안전SW 산출물 검토 가이드

⑩ 설계안전분석서

[설계단계(DE)]

(a) 주요 기술내용
- SW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를 기술하는 것으로써 안전성 분석 결과 위험
정도가 수용가능 범위를 넘어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안전 요구사항 및 안전
메커니즘을 도출하여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DE12. 설계 안전 분석(p.76)

(b) 템플릿

○

개요

분석 대상, 범위, 수행방법, 일자 및 수행자 등 기술

○

안전목표
ID

안전목표명

설명

안전 등급

관련위험/위험상황

§ ID/안전목표명/설명 : 안전목표 ID, 안전목표 명칭, 안전목표 상세 설명 기술
※ 안전목표는 위험(또는 위험이벤트)을 회피, 경감,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최상위 안전 요구사항임
§ 안전 등급 : 위험의 심각도, 노출빈도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 안전목표의 안전 등급
§ 관련위험/위험상황 : 안전목표와 관련한 위험(또는 위험이벤트/상황) 설명 또는 위험분석서를 참조하여 해당
위험의 ID/위험명 기재

○

안전 분석결과 (SW FMEA 분석결과)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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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
넌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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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영
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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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개선
대상
여부

안전
대책

관련
안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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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식별번호
§ 컴포넌트 : 분석 대상 컴포넌트
§ 안전 등급 : 컴포넌트 안전 등급
§ 기능 :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 안내어(Guide word) : 고장모드를 체계적으로 식별위해 적용하는 패턴 단어(예: Early/late/More/less/none/wrong)
※ 상세내용 본 가이드 p.192 참고
§ 고장모드(Failure Mode) : 해당 기능의 오동작 유형(잠재 오류)
§ 영향 : 고장모드 발생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 원인 : 해당 고장모드의 발생원인
§ 위험도 : 오류 발생 빈도, 심각도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위험정도
※ 위험도(RPN) = 심각도(C, Criticality) X 발생빈도(F, Frequency), 상세내용 가이드 p.54 참고
§ 개선대상여부 :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대상 여부
※ RPN 값 기준(예: RPN > 100) 또는‘위험허용기준’에 따라 개선대상여부 판단
§ 안전 대책 : 개선 대상일 경우 해당 위험을 예방하거나 오류를 감지하여 조치하기 위한 기술적인 안전 요구사항
§ 안전목표 : 해당 컴포넌트와 관련한 안전목표

(c) 검토 체크리스트
「설계안전분석서」체크리스트
1

안전설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FMEA, HAZOP 등의 안전 분석 수행결과를 포함하고 있는가?

2

설계안전분석 시 위험도 평가를 위한 방법(예: 위험도 = 심각도 X 발생빈도) 및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기준(예: 위험도 >‘100’일 경우 안전 대책 수립)을 준수하였는가?

3

안전등급에 따른 안전 메커니즘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설계하였는가?
(※‘표 3-3-4(75p)’및‘부록3’참고)

4

설계 안전 분석 결과, 개선대상으로 식별된 기능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누락 없이
수립하였는가?

5

안전대책이 안전목표 및 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안전대책(안전 메커니즘)을
제공하는가?

6

설계 안전 분석에 의해 안전 요구사항 및 설계 변경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관련 산출물
(예: 요구사항 정의서,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추적표)에 이를 반영하였는가?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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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인터페이스설계서

[설계단계(DE)]

(a) 주요 기술내용
- 인터페이스 방식, 인터페이스 주기, 인터페이스 송신/수신자 및 저장소 등 설계 내용 기술
- 인터페이스 하는 데이터 타입, 속성, 길이 등 송수신 데이터 정보 상세히 명세
☞ 관련 상세 절차 : DE21. 인터페이스 설계(p.77)

(b) 템플릿
○

SW인터페이스 정의
인터페이스 ID

인터페이스의 고유 ID 기입

인터페이스 명

인터페이스명 기입

인터페이스 설명

인터페이스 설명 기입

관련 요구사항 ID

관련 SW요구사항 ID기입

안전관련 여부

안전 관련 여부 기입 – 해당/해당없음

Source 시스템
시스템명

프로그램ID

전달방식
인터페이스
방식
예: EAI,
Online

Target 시스템

연계주기

암호화여부

예: 수시,
1회/일

암호화여부/
암호화방식

시스템명

프로그램ID

인터페이스 절차 상세 설명

송수신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절차 기술 (시퀀스 다이어그램 등으로 도식화 가능)

○

SW인터페이스 데이터 명세 (인터페이스 송/수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데이터 정보 기입)
인터페이스
ID
Source
시스템
Target
시스템

○

인터페이스 고유 ID 기입
시스템명

관련테이블

유형

타입

길이

프로그램ID

Source
정보기재

테이블명
monTable

데이터유형
시설목록

데이터타입
Char

데이터길이
8

프로그램ID
P_A100_1

Target
정보기재

인터페이스 영향도
- 인터페이스의 수정 등에 영향 받는 연계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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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인터페이스 설계서」체크리스트
1

요구사항 정의서에 포함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하였는가?

2

각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관련 요구사항을 매핑하여 확인이 가능한가?

3

인터페이스 송신/수신 시스템, 전달방식, 주기, 인터페이스 절차가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4

인터페이스 되는 데이터 타입, 인터페이스 방식 등이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5

인터페이스 간 데이터 종류, 제어 흐름 등이 상충된 부분 없이 일관성 있게 설계되어 있는가?

6

설계 표준이나 지침 및 안전 등급별 설계 기준(원칙)을 준수하였는가?

7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에 고유 ID가 부여되어 있는가?

8

보유 기술, 자원,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었는가?

9

인터페이스 수정 등에 영향 받는 연계시스템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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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컴포넌트 상세 설계서(클래스설계서)

[설계단계(DE)]

(a) 주요 기술내용
- SW아키텍처 설계를 통해 식별된 컴포넌트를 구현하기 위한 상세 설계 수행
-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클래스를 설계. 각 클래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및 메소드를 정의
- 클래스 간 관계, 실행순서, 데이터 흐름, 처리 흐름 등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히 정의
☞ 관련 상세 절차 : DE22. 컴포넌트 상세설계(p.77)

(b) 템플릿
○

클래스 정의
관련 컴포넌트 (관련 컴포넌트 정보 기입)
컴포넌트ID

컴포넌트명

관련요구사항ID

개요

안전등급
클래스 다이어그램 (정적설계)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내부 클래스 종류 및 관계 도식화

클래스 목록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포함된 클래스들의 목록)
순번

○

클래스ID

클래스명

설명

클래스 상세 명세서 (클래스 구성 속성 및 메소드 정보 기술)
식별ID

클래스 ID

클래스명

컴포넌트 이름

컴포넌트 설명

클래스 설명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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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명

가시성

타입

기본값

설명

예) isActive

Public

boolean

-

기가 상태값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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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소드

매소드 설명 기술

매소드설명
매소드명

예) vaildCheck

boolean

가시성

public

파라미터명

isAcitve

파라미터타입

boolean

매소드 내부 동작 명세 :

내부 동작

○

리턴타입

의사코드(pseudo code) 또는 플로우차트(Flow Chart)로 명세 가능

클래스 동적설계
클래스 다이어그램 (동적설계)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내부 클래스 간 데이터, 제어흐름 도식화
- 시퀀스 다이어그램, 상태머신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가능

(c) 검토 체크리스트
「컴포넌트 상세 설계서(클래스 설계서)」체크리스트
1

SW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하여 클래스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2

SW 컴포넌트 단위로 상세 설계 명세가 이루어졌는가?

3

컴포넌트에 할당된 요구사항 기능, 인터페이스, 관련 데이터, 동작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클래스들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4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클래스의 속성(Attribute) 및 메소드(method)가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세되어 있는가?

5

클래스명, 속성 및 메소드 명칭이 명명규칙을 준수하였는가?

6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각 클래스에 고유ID가 부여되어 있는가?

7

안전과 관련한 클래스인지 여부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련 SW컴포넌트에 안전등급이 기술되어
있는가?

8

상세설계 지침, 안전등급별 상세설계기준(원칙) 등을 준수하였는가?

9

보유기술, 자원,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가?

확인결과

137

안전SW 산출물 검토 가이드

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설계단계(DE)]

(a) 주요 기술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 레이아웃, 메뉴 구성, 버튼 등 설계
- 안전 중요 기능의 실행이나 결과 표시, 알람 등 안전과 중요한 인터페이스의 경우 유의하여
구현하도록 식별표시 권장
☞ 관련 상세 절차 : DE2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p.79)

(b) 템플릿
○

사용자 메뉴 구조
Level 1

○

Level 2

Level 3

메뉴설명

화면유무

화면ID

화면명

사용자그룹

화면 상세 설계
화면 ID

화면식별ID

화면명

화면명칭

화면 유형

보고서, 메인, 팝업 등 화면유형

안전관련여부

해당/해당없음

화면 설명

화면 설명
메뉴 경로

화면 접근 메뉴 경로

사용자/권한

해당화면 사용자 유형별 권한
화면 Layout

버튼/이벤트/입출력

화면에 포함된 버튼 및 이벤트,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

입출력항목
화면 처리 흐름
화면 내부 처리 흐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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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고려사항
※참고: NASA SW Safety Guide, 2004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색상, 창 레이아웃, 타입 크기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실행이 과도한 물리적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화면과 실제 동작 결과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
 작업 완료 상태, 추가 옵션이나 이벤트 발생 시 그 결과를 인터페이스에 명시
 사용자가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정보 제공
 중요 기능에 대해서는 이전 상태로 복구가 가능해야 하며, 오류를 미리 예측하고 발생 시 복구할 수 있어야 함

(c) 검토 체크리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계서」체크리스트
1

요구사항 대비 도출된 화면, 보고서 등의 누락이 존재하지 않은가?

2

업무구조 및 흐름 등을 반영하여 메뉴구조 및 화면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3

사용자 UI 설계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4

동일 유형의 화면들 간 일관성 있게 설계되었는가?

5

화면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6

화면별 상세 설계를 구체적으로(예: 화면 유형, 메뉴 경로, 화면 개요, 입출력 항목, 처리 내용,
기술적 고려사항 등) 기술하였는가?

7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 이벤트, 버튼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8

필수입력 항목, 자동완성 항목에 대한 식별이 되어 있는가?

9

안전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경우 식별 표기가 되어 있는가?

10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화면별로 고유ID가 부여되어 있는가?

11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원,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구현가능한가?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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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설계단계(DE)]

(a) 주요 기술내용
- 개발대상 SW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
-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을 기술
- DB설계 규칙, 용어사전, 상세설계 및 코드정의서 등을 바탕으로 테이블 설계하여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DE24. 데이터베이스 설계(p.80)

(b) 템플릿
○

논리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 ID

ERD ID 식별자 기입

ERD명

ERD명 기입

논리 ERD 도식화
※ 논리 ERD : 엔터티와 엔터티 타입, 엔터티 간 관계를 정의
※ SW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데이터 엔터티의 경우 식별 표시
○

물리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 ID

ERD ID 식별자 기입

ERD명

ERD명 기입

물리 ERD 도식화

※ 물리 ERD : 논리모델이 실제 DBMS에 적용되는 모델
※ SW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데이터 엔터티의 경우 식별 표시
○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설계서

- 데이터베이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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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ID

데이터베이스 명

주관부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ID

데이터베이스 명

DB관리 책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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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정의
데이터베이스 ID

물리적 DB ID

데이터베이스 명

데이터베이스 명

스토리지 그룹

객체에서 사용할 Default 스토리지 그룹명

Bufferpool

테이블스페이스에서 사용할 Default Bufferpool명

인덱스 BP

Index에서 사용할 Default Bufferpool명

TS ID

TS 용량

테이블 ID

테이블 명

인덱스 ID

인덱스 용량

설명

▪ TS ID/용량 : 테이블스페이스 고유 ID 및 용량
▪ 테이블 ID : 테이블 고유 ID 기입
▪ 인덱스 ID/용량 : 인덱스 고유 ID 및 인덱스 저장공간 크기
▪ 설명 : 테이블스페이스에 대한 설명

- 테이블 명세서
테이블 ID

테이블 ID

테이블 명

테이블명

데이터베이스 명

데이터베이스 명칭

TS명

테이블스페이스 명칭

트리거 구성

테이블에 트리거 구성되어 있을 경우 트리거 로직 기술

테이블 설명

테이블 설명

초기건수

증가량

보관주기

최대건수

용량

컬럼정의서
컬럼명

컬럼ID

타입

길이

Not
Null

PK

FK

IDX

기본값

제약
조건

설명

▪ 초기건수 : 테이블 최초 생성 시 보유한 데이터의 건수
▪ 증가량(일) : 일정주기별 데이터 발생건수
▪ 보관주기(일별) : 테이블내 데이터의 보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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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건수 : 테이블 보관주기 내에 발생이 예상되는 최대 데이터 건수
▪ 용량 : 데이터 보관 최대 건수와 데이터 길이 고려하여 산정한 데이터 용량
▪ 컬럼명 : 테이블 컬럼의 내용과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명칭
▪ 컬럼 ID/타입/길이 : 테이블 컬럼의 고유 ID 및 타입, 길이
▪ Not Null : 필수항목 여부(Y,N)
▪ PK : Primary Key
▪ FK : Foreign Key
▪ IDX : 인덱스
▪ 기본값 : 속성의 기본값이 있는 경우 기입
▪ 제약조건 : 속성의 제약조건 있는 경우 기입
▪ 설명 : 컬럼에 대한 상세 설명

(c) 검토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체크리스트
1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물리적 설계, 논리적 설계, 테이블 명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2

데이터 모델의 엔티티 및 속성이 업무 범위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게 도출 및 정의되었는가?

3

시스템별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 속성, 공통 코드, 외부 연계 데이터 속성, 참조 무결성 등을
고려하여 엔티티 관계도를 구성하였는가?

4

업무 처리를 위한 입/출력 데이터 및 공유/연계데이터를 식별하여 엔티티 관계도를 구성하였는가?

5

각 데이터베이스 정보(예: 데이터베이스ID, 데이터베이스 명, 주관부서 등)를 목록화하여
기술하였는가?

6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논리적 설계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7

각 항목이 엔티티관계구성도(ERD)와 일관성을 유지하는가?(테이블명, 엔티티명, 컬럼명, 속성,
KEY, NULL, 데이터유형 등)

8

각 데이터베이스 설계 별로 고유 ID를 명명규칙에 맞게 부여하고, 관련 요구사항 추적이 가능한가?

9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원,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가능한가?

10

기반시스템 요구사항, SW안전 요구사항을 논리적, 물리적 설계에 반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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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단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계획서

[설계/인수단계(DE/TO)]

(a) 주요 기술내용
- 단위, 통합, 시스템 및 인수테스트 등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계획 기술
- 단위, 통합, 시스템 및 인수테스트 성격에 맞게 테스트 대상 및 범위, 테스트 환경 및 도구,
테스트 방법, 테스트 일정 및 절차, 테스트 합격/실패 기준, 테스트케이스 등 계획 및 설계
-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한 테스트의 경우, 안전 등급별 테스트 방법/기준을 반영
☞ 관련 상세 절차 : DE31. 단위테스트설계(p.81), DE32. 통합테스트설계(p.82),
DE33. 시스템테스트설계(p.82), TO12. 인수테스트 수행(p99)

(b) 템플릿
○

테스트 개요

테스트 대상 및 범위(형상 및 버전), 테스트 목적, 테스트 방법 등 개요 기술

○

테스트 환경

테스트 장비, 도구, 시뮬레이터 등 테스트 환경 도식화

번호

○

시스템명

역할

사양

규격

테스트 절차, 일정 및 계획
순번

절차

시작일자

종료일자

수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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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조직 구성 및 역할

테스트 수행 조직 구성 및 역할 기술

○

테스트 통과/오류 기준

테스트 통과/오류/재수행 기준

○

테스트케이스
테
스
트
ID

테스트대상
테스트명

요구
사항
ID

대상
ID

테스트
기법

사전
조건

테스트
절차

예상
결과

테스트
결과

수행자

▪ 테스트 ID : 테스트 식별ID
▪ 테스트명 : 테스트 명칭
▪ 요구사항ID : 테스트 대상 관련 요구사항 ID
▪ 대상ID : 테스트 대상 모듈(컴포넌트)ID/통합모듈ID/서브시스템ID 등
▪ 테스트기법 : 테스트 방법(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결함주입 테스트, 백투백 테스트 등 83p 참고)
▪ 사전조건/테스트 절차 : 테스트 사전조건/테스트를 수행하는 절차
▪ 예상결과 : 테스트 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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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테스트 계획서」체크리스트 (* 단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동일)
1

테스트 대상 및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가?

2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환경과 도구, 일정, 인력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

테스트 통과/오류/재수행 등의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가?

4

각 테스트케이스가 단계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고유ID가 부여되어 있는가?

5

테스트 대상 요구사항(또는 컴포넌트 등)과 테스트케이스 간 추적이 가능한가?

6

테스트 기법 및 테스트 기준에 맞게 테스트케이스가 설계되어 있는가?

7

테스트케이스에 테스트 사전조건, 절차, 예상결과가 테스트 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8

테스트케이스 중 테스트 환경, 일정 등의 제약사항에 의해 실행 불가능한 테스트케이스가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9

안전등급에 따른 테스트 방법, 테스트케이스 설계기법, 테스트 커버리지를 만족하는가?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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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설계 검토/확인 결과서

[설계단계(DE)]

(a) 주요 기술내용
- 아키텍처 설계서, 컴포넌트 상세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설계 단계 산출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DE41. 설계 검토 및 확인(p.84)

(b) 템플릿

○

설계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검토 대상 산출물 종류 및 검토/확인 기준이나 체크리스트 범위
- 개발 계획서 > 설계 단계 계획(활동, 기법, 산출물 등) 명시

○

설계 검토/확인 역할 및 책임
▪ 검토/확인 수행 및 지원자 역할과 책임 기술

○

설계 검토/확인 방법
▪ 수행 환경 및 방법
- 검토/확인 장소/환경 및 수행일정
- 수행방법, 도구(해당 시)

○

설계 검토/확인 결과
▪ 산출물 또는 수행활동 내역의 적절성 검토/확인 결과
▪ 조치 이행 내역 및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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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설계 검토/확인 결과서」체크리스트
1

설계 단계 검토/확인 대상(산출물 리스트) 및 범위(체크리스트, 확인기준 범위)가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2

검토/확인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및 검토/확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3

‘ 개발 계획서 > 설계단계 계획’을 기준으로 누락된 활동 또는 산출물이나 준수하지 않은
기법들은 없는가?

4

산출물별로 각 산출물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또는 별도기준)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검토결과가 누락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5

검토결과 문제점과 조치내역 및 확인 결과가 누락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6

설계단계 산출물(아키텍처설계서, 컴포넌트 상세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간 내용이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가?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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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프로그램 목록

[구현단계(CO)]

(a) 주요 기술내용
- 기능 목록 기준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목록을 정리하여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CO11. 프로그램 구현(p.87)

(b) 템플릿
○

프로그램 목록
기능
ID

기능명

프로그램 ID

모듈
이름

모듈
설명

개발
언어

유형

개발
시작
일자

개발
완료
일자

담당자

§ 기능ID/기능명 : 프로그램에 매핑되는 기능 ID/기능명(기능목록/분해도 기준일 경우)
§ 프로그램ID/모듈이름/설명 : 프로그램 모듈 ID/이름/주요 기능, 특징 설명
§ 개발언어 : 프로그램 개발언어 (예: C++/C#/JAVA/Flash)
§ 유형 : 프로그램 유형, 특징 (예: UI, Online, library, Report)
§ 개발 시작/종료 일자 : 프로그램 개발 시작일자/종료일자
§ 담당자 : 해당 프로그램 모듈 개발 담당자

(c) 검토 체크리스트
「프로그램 목록」체크리스트
1

기능목록, 분해도의 기능 또는 제안요청서 내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가 누락
없이 명세되어 있는가?

2

프로그램 명세를 통해 개발언어,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주요 기능 및 특징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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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소스코드 점검 결과서

[구현단계(CO)]

(a) 주요 기술내용
- 소스코드 품질/안전 점검 결과 기술
- 점검 유형에 따른 점검 결과 조치 우선순위, 개선방안 등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CO13. 소스코드 점검(p.88)

(b) 템플릿
○

점검 개요
소스코드 점검 대상 및 범위(형상 및 버전), 점검 목적 등 기술

○

점검 환경
점검 환경 및 도구 도식화 및 사양기술

번호

○

장비

역할

사양

규격

점검절차, 일정 및 수행자
점검 절차, 일정 및 수행자 기술

○

소스코드 점검 기준
적용 룰렛, 소스코드 점검 결과 조치방법, 통과기준

○

점검 결과
- 시스템(모듈)에 따른 점검 결과
번호

시스템(모듈)

중요도

룰셋

위반 개수

번호

점검대상 기입

상중하

위반룰렛

룰 위반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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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상세결과
구분

설명

규칙명

점검 룰셋 기입

규칙 설명

점검 룰셋 설명

위험도

위험도 기입

파일명/라인

오류 검출 파일명/라인

소스코드

오류 검출 소스코드

분석

룰셋 위배 이유

개선코드

소스코드 개선 방안

유사 소스코드

동일한 점검 룰셋을 위반하는 유사코드

(c) 검토 체크리스트
「소스코드 점검 결과서」체크리스트
1

소스코드 점검 대상, 범위, 환경 및 도구 등 점검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는가?

2

코딩 표준, 안전 소스코드 규칙 등 개발계획 시 수립한 소스코드 점검 기준, 룰셋이 누락없이
모두 적용되었는가?

3

정적분석 도구 등을 활용하여 소스코드 점검 결과 정・오탐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는가?

4

소스코드 규칙에 위배된 소스코드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가 기술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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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구현 검토확인 결과서

[구현단계(CO)]

(a) 주요 기술내용
- 프로그램 목록, 소스코드 점검결과서 등 구현 단계 산출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CO21. 구현 검토 및 확인(p.90)

(b) 템플릿
○

구현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구현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검토 대상 산출물 종류 및 검토/확인 기준이나 체크리스트 범위
- 개발 계획서 > 구현 단계 계획(활동, 기법, 산출물 등) 명시

○

구현 검토/확인 역할 및 책임
▪ 검토/확인 수행 및 지원자 역할과 책임 기술

○

구현 검토/확인 방법
▪ 수행 환경 및 방법
- 검토/확인 장소/환경 및 수행일정
- 수행방법, 도구(해당 시)

○

구현 검토/확인 결과
▪ 산출물 또는 수행활동 내역의 적절성 검토/확인 결과
▪ 조치 이행 내역 및 확인 결과

151

안전SW 산출물 검토 가이드

(c) 검토 체크리스트
「구현 검토/확인 결과서」체크리스트
1

구현단계 검토/확인 대상(산출물 리스트) 및 범위(체크리스트, 확인기준 범위)가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2

검토/확인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및 검토/확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3

‘개발 계획서 > 구현단계 계획’을 기준으로 누락된 활동 또는 산출물이나 준수하지 않은 기법들은
없는가?

4

산출물별로 각 산출물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또는 별도기준)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검토결과가 누락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5

검토결과 문제점과 조치내역 및 확인 결과가 누락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6

구현단계 산출물(프로그램 목록, 소스코드 점검결과서 등) 간 내용이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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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단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결과서

[구현/테스트/인수단계(CO/TE/TO)]

(a) 주요 기술내용
- 단위, 통합, 시스템 테스트 등 테스트 계획에 따른 테스트 결과 기술
- 테스트 결과 발견된 결함, 조치 및 회귀테스트 결과 기술
- 가능하면 테스트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테스트케이스 대비 성공 비율 등
분석하여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CO12. 단위테스트 수행(p.87), TE11. 통합테스트 수행(p.93),
TE12. 시스템테스트 수행(p.94), TO12. 인수테스트 수행(p.99)

(b) 템플릿
○

테스트 개요
테스트 대상 및 범위(형상 및 버전), 테스트 목적, 테스트 방법 등 개요 기술

○

테스트 환경
테스트 장비, 도구, 시뮬레이터 등 테스트 환경 도식화
번호

○

시스템명

사양

규격

테스트 수행 일정 및 인력
순번

○

역할

절차

시작일자

종료일자

수행담당

테스트 결과 요약
전체 테스트 케이스 대비 테스트 수행 결과 요약
예) 전체 테스트케이스 대비 성공/실패율, 조치율,
기능/비기능 혹은 품질/안전 속성별 결함분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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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케이스 수행 결과
테
스
트
ID

테스트대상
테스트명

요구
사항
ID

대상
ID

테스트
기법

사전
조건

테스트
절차

예상
결과

테스트
결과

수행자

수행일

※ 테스트설계 시 작성한 테스트케이스에 테스트 결과 기술
▪ 테스트결과 : 테스트 정상 수행 시 예상 결과/실제 테스트 수행결과
▪ 수행자/수행일 : 테스트 수행자/수행일
○

결함리포트
ID

요구
사항ID

대상

결함
내용

조치내역

조치자/
일자

제약사항

회귀시험
결과

회귀시험자/
일자

(c) 검토 체크리스트
「테스트 결과서」체크리스트 (* 단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동일)
1

테스트를 수행한 대상 및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가?

2

테스트를 수행한 환경, 일정, 인력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가?

3

테스트케이스별 세부 시험결과, 결함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4

테스트 통과/오류/재수행 등의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가?

5

결함에 대한 조치내역 및 회귀시험을 통한 확인결과가 기재되어 있는가?

6

각 테스트 결과가 단계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고유 ID가 부여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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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테스트 검토/확인 결과서
◯

[테스트단계(TE)]

(a) 주요 기술내용
- 통합테스트 결과서,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등 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확인
하고 그 결과를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TE21. 테스트 검토 및 확인(p.95)

(b) 템플릿
○

테스트 결과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검토/확인 대상 및 범위
- 검토 대상 산출물 종류 및 검토/확인 기준이나 체크리스트 범위
- 테스트계획서, 개발계획서 등에 명시된 테스트 계획 내용(활동, 기법, 산출물 등) 명시

○

테스트 결과 검토/확인 역할 및 책임
▪ 검토/확인 수행 및 지원자 역할과 책임 기술

○

테스트 결과 검토/확인 방법
▪ 수행 환경 및 방법
- 검토/확인 장소/환경 및 수행일정
- 수행방법, 도구(해당 시)

○

테스트 결과 검토/확인 결과
▪ 산출물 또는 수행활동 내역의 적절성 검토/확인 결과
▪ 조치 이행 내역 및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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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테스트 검토/확인 결과서」체크리스트
1

검토/확인 대상(산출물 리스트) 및 범위(체크리스트, 확인기준 범위)가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2

검토/확인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및 검토/확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3

개발 계획서에 기술된 테스트 계획이나 테스트계획서 대비 누락된 활동 또는 산출물이나 준수하지
않은 기법들은 없는가?

4

산출물별로 각 산출물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또는 별도기준)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검토결과가 누락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5

검토결과 문제점과 조치내역 및 확인 결과가 누락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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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성 확인서
◯

[인수단계(TO)]

(a) 주요 기술내용
- 안전 개발 계획에 따라 안전 활동을 누락없이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술
- 안전목표 달성 여부 확인 결과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TO11. 안전성 확인(p.97)

(b) 템플릿
○

안전 확인 개요
▪ 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SW 범위 및 해당 범위의 주요 기능
▪ 안전 관리 목표(최상위 안전 요구사항 작성)

○

확인 방법 및 일정, 인력
▪ 안전성 확인 방법
예) 안전 계획 대비 프로세스(활동) 확인
안전 산출물 검토 속성, 안전성 확인 테스트
▪ 검증 일정 및 투입 인력/역할

○

안전성 확인 결과
▪ 안전 계획 대비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결과
▪ 안전 산출물 검토 속성 및 검토 결과
 안전 산출물 검토 속성 예: 설계 일관성, 적합성, 정확성, 구현가능성
 검토 결과 개선 사항 및 개선 결과
▪ 안전성 확인 테스트 결과
 안전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결함 주입 시험 등 시험수행 결과 (※ 테스트케이스, 시나리오 첨부)
 테스트 결과 결함 내역 및 조치, 회귀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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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안전성 확인서」체크리스트
1

안전성 확인 범위, 대상, 전략 및 방법에 대해 기술이 되어 있는가?

2

안전목표 및 안전 요구사항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누락 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3

각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 분석, 설계, 구현 등 단계별 산출물 추적이 가능한가?

4

최종 안전 요구사항에 맞게 산출물이 모두 현행화 되었는가?

5

안전계획을 준수하여 단계별 안전 활동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수행 결과가 산출물에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6

안전등급별 기법/방법 기준에 따라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7

단계별 검토・확인 단계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 및 확인이 이루어졌는가?

8

안전 요구사항별로 누락 없이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였는가?

9

안전 기능이 고장모드에서 정의된 대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강건성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케이스가 존재하는가?

10

설계된 테스트케이스를 실행하여 테스트를 누락 없이 수행하였는가?

11

테스트 결과 발견된 결함 및 조치내역, 회귀시험 결과가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12

산출물 검토 및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안전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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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안전SW 개발 산출물에 대한 이해

23 최종검수확인서
◯

[인수단계(TO)]

(a) 주요 기술내용
- 제안요청서, 개발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제출된 산출물 누락사항, 산출물 현행화 여부, 산출물 간
추적 가능성 등을 확인한 결과와 인수테스트 최종 확인 결과를 기술
- 안전요구사항 대비 산출물 누락사항, 안전목표 달성 여부 최종 확인 결과를 기술
☞ 관련 상세 절차 : TO21. 최종검수 확인(p.100)

(b) 템플릿
○

개발공정 준수성
▪ 과업지시서, 개발계획(안전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합의된 개발공정 및 활동목록
▪ 활동목록 기반으로 계획 대비 개발공정을 누락없이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

개발목표 달성여부
▪ 시스템 테스트, 인수테스트 결과, 요구사항 추적표 등을 확인하여 제안요청서 기능, 성능, 사용성 등 각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만족여부의 최종확인 결과
▪ 안전성 테스트 결과 등을 확인하여 안전기능의 정상동작여부, 안전목표 달성 여부를 최종 확인한 결과

○

최종산출물
▪ 협의된 개발 산출물 누락여부, 현행화 여부, 문서의 완전성 등 최종 확인 결과

※ 최종검수확인서는 공정, 요구사항 달성, 산출물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검수가 이루어지며, 위와 같이 서술형태로
작성하거나 간단히 목록이나 체크리스트 형태로 간단히 작성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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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검토 체크리스트
「최종검수 확인서」체크리스트
1

안전 개발 산출물을 포함하여 최종 인수 산출물이 누락 없이 모두 제출되었는가?

2

최종 버전의 프로그램과 인수 산출물이 일치하도록 현행화 되었는가?

3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코드 - 테스트 단계별 산출물에 누락사항이 없는가?

4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코드 - 테스트 단계별 산출물 간 양방향 추적이 가능한가?

5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코드 - 테스트 단계별 산출물 간 내용상 상충된 사항은 없는가?

6

산출물이 표준 양식, 표준 작성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7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지침, 표준,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는가?

8

요구사항 정의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누락 없이 구현되었는가?

9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 및 테스트 공정이 이루어졌는가?

10

각 개발 단계별로 검증 및 확인 결과가 존재하며, 테스트 또는 단계별 검증/확인 시 요구한
조치활동이 누락없이 이루어졌는가?

11

최종 안전성 확인 결과 안전 활동 및 SW안전 기능 모두 안전목표를 달성하는가?

12

조치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는가?

13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 노트,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이 제공되는가?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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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
3.
4.
5.

안전 용어 정의
요구사항 분석 산출물 템플릿
안전 등급별 개발 기법 및 대책
위험분석 기법
위험도에 따른 안전활동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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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안전 용어 정의

용어

설명

안전
(Safety)

‣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hazard)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IEEE 1228:1994)
‣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사고
(Accident)

‣ 인명 피해, 부상, 재산손실, 환경오염과 같은 손실을 야기하는 의도치 않은 이벤트나 사건

위험원 또는
위험요인(Hazard)

‣ 특정 조건과 결합하여 사고(손실)를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상태
‣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 상태

소프트웨어 위험원
(Software Hazard)

‣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오류

소프트웨어 안전
(Software Safety)

‣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위험(Software hazard)으로부터 소프트웨어가 자유로운
상태

위험분석
(Hazard Analysis)

‣ 사고와 관계된 위험원을 식별하고 그 잠재 원인(causal factors)을 분석하는 일련의 활동

위험도
(Risk 또는 Risk Level)

‣ 위험한 수준 또는 정도로서, 위험원(Hazard)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Probability),
사고의 심각도(Severity) 등을 기반으로 판단

위험도 평가
(Risk Assessment)

‣ 사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해정도를 위험사건 발생가능성, 결과의 심각도 등에 근거해
평가하는 활동

소프트웨어 안전 무결성
(Software Safety
Integrity)

‣ 소프트웨어가 명시된 기간 내 명시된 모든 조건하에서 안전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도

심각도
(Severity)

‣ 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의 크기. 사망, 부상, 직업병, 장비 또는 재산의
손상 또는 손실, 환경 손상 또는 금전적 손실

안전 활동
(Safety Activity)

‣ 위험원 식별, 위험원 분석, 위험도 평가, 위험도 저감대책 구현 및 이에 대한 확인 등 안전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활동

안전 기능
(Safety function)

‣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위험원을 감지 및 통제(위험원 제거, 감소, 복구 등)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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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용어

설명

안전 메커니즘
(Safety Mechanism)

‣ 결함을 검출하거나 고장을 제어함으로서, 안전한 상태에 도달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구현된
기술적 해결책

저감대책
(Mitigating Measures)

‣ 위험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발생억제 또는 사고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구하는 방법, 수단

안전 모니터링
(Safety Monitoring)

‣ 특정 고장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고장들과 그와 연관된 기능들을 직접 모니터링 하여 특정
고장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어하는 수단

안전 생명주기
(Safety Lifecycle)

‣ 안전 관련 시스템의 구현에 필요한 일련의 활동 집합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

위험사건
(Hazard Event)

‣ 사고를 초래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건

종합안전대책기술서
(Safety Case)

‣ 시스템이 특정 환경에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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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요구사항 분석 산출물 템플릿

① 기능분해도 : 업무를 분할 및 계층화 형태로 표현하여 기능을 3단계 혹은 4단계 수준으로 구조화
② 업무흐름도 : 개발 대상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 흐름을 도식화
③ 화면/보고서정의서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능별 사용자화면/보고서 프로토타입을 도식화
④ 메뉴구조도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메뉴를 3단계 혹은 4단계 수준으로 구조화
⑤ CRUD 매트릭스 : 단위기능/업무별 데이터/제어 엔터티에 대한 권한(CRUD, Create/Read/Update/Delete) 관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기술
⑥ 표준용어사전 :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한글/영문/약어표기, 설명 등 정의
⑦ 코드정의서 : 시스템에서 사용될 코드에 대해 코드ID, 명칭, 코드체계, 길이, 분류 등 정의
⑧ 유스케이스 명세서 : 유스케이스 모델링 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분석 내용을 명세

① 기능분해도
▪ 고객 관점에서 업무를 분할하여 기능을 계층화하여 표현
▪ 상위 프로세스에서 하위 프로세스로 나타내어 핵심 업무 파악
▪ 업무기능 파악 -> 프로세스 식별 -> 단위프로세스 식별 순으로 기능 분해
 업무기능 파악 : 상위 업무 활동 단위로 식별(예: 모니터링, 현장제어, 긴급복구)
 프로세스 식별 : 업무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절차 집합 식별(예: 알람확인->현황파악->제어조치)
 단위프로세스 식별 : 의미 있는 가장 작은 단위 프로세스, 최소 단위 업무 식별
(예: 알람조건 설정->현장데이터 실시간 체크->알람발생)

ID

1 Level
기능명

ID

대분류 기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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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 Level
기능명

ID

3 Level
기능명

ID

중분류 기능 기술

ID

소분류 기능 기술

부록

② 업무흐름도
요구사항ID

요구사항ID

대분류

대분류기능

프로세스 ID

프로세스ID

중분류

중분류기능

프로세스 명칭

프로세스명

업무

소분류기능

소분류

처리 업무 종류

담당자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조직/담당자/시스템 간

업무조직/
담당자

세부 업무 흐름 도식화

③ 화면/보고서 정의서
화면식별ID

화면/보고서 ID

화면명칭

화면명칭

화면/보고서 유형

보고서, 메인, 팝업 등 화면유형

설명

화면 설명
화면/보고서 레이아웃

버튼 및 이벤트

화면 레이아웃에 포함된 버튼 및 이벤트
설명

처리 흐름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

화면 내부 처리 흐름 기술

④ 메뉴구조도
ID

ID

메뉴구조

관련화면

L1

L2

L3

메뉴설명

화면유무

화면ID

화면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메뉴설명

유/무

화면ID

화면명칭

※ ID : 메뉴ID, 메뉴구조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메뉴명 및 설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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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CRUD 매트릭스
업무프로세스

엔터티

1 Level

2 Level

3 Level

ID 기능명

ID 기능명

ID 기능명

대분류
기능명

ID

중분류
기능명

ID

소분류
기능명

ID

엔터티1

엔터티2

엔터티3

엔터티4

엔터티5

C

U

D

U

R

※ C: Create, R: Read, U: Update, D: Delete

⑥ 표준용어사전
용어ID

용어명

설명

약어

용어 ID

표준용어

용어 의미 설명

용어 약어

⑦ 코드정의서
코드분류ID

코드분류명

타입

코드길이

코드설명

코드ID

코드명

분류 ID

유형(분류)

타입

길이

코드 의미 설명

코드ID

코드명칭

※ 타입 예 : 정수(int), 문자열(char/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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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유스케이스 명세서
▪ 기능 요구사항을 액터, 유스케이스로 이루어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유스케이스별로 선행조건,
업무 흐름. 예외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유스케이스 목록
ID

업무명

유스케이스 ID

유스케이스 명

관련 요구사항
ID

설명

▪ ID/업무명 : 유스케이스 관련 업무ID/업무명
▪ 유스케이스 ID/명 : 유스케이스 식별변호/명칭
▪ 설명 : 유스케이스 설명 기입
▪ 관련 요구사항 ID : 관련된 요구사항 ID 기입

◦ 액터 목록
NO

액터 ID

액터명

액터 유형

설명

▪ NO : 액터 번호를 순서대로 기입
▪ 액터 ID : 액터 고유번호 기입
▪ 액터명 : 액터 명칭 기입
▪ 액터 유형 : 주요/보조/수신/프록시 액터 등 액터 유형 기입

<참고>
액터 구분

설명

주요 액터(primary actor)

사용자의 목적을 수행하는 능동적 입장의 액터

보조 액터(secondary actor)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작업을 해주는 액터

수신 액터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단순히 수신하는 액터

프록시 액터

다른 액터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을 중계하는 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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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ID

유스케이스 ID 기술

유스케이스명

유스케이스 명칭

업무명

업무명칭 기술

요구사항 ID

해당 요구사항 ID

관련 요구사항 식별자

관련 유스케이스 ID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도식화

▪ 유스케이스 ID/유스케이스 명 : 유스케이스 고유 식별ID / 유스케이스 명칭 기술
▪ 업무명 : 유스케이스가 나타내는 업무명 기술
▪ 요구사항 ID : 유스케이스로 표현한 요구사항의 ID
▪ 관련 유스케이스 ID : 해당 유스케이스와 연계/상호작용 등 관련 유스케이스 ID

◦ 유스케이스 명세
유스케이스 ID

유스케이스 ID 기술

유스케이스명

업무명

업무명칭 기술

요구사항 ID

관련 유스케이스 ID

관련 요구사항 식별자

개요
선행조건
후행조건
기본흐름
대안업무흐름
예외흐름
고려사항
▪ 개요: 유스케이스에 대한 설명
▪ 선행조건 : 유스케이스가 수행될 때 선행되어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
▪ 후행조건 : 유스케이스 수행 완료 시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
▪ 기본흐름 : 유스케이스의 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이벤트 흐름
▪ 대안흐름 : 기본 업무 흐름 이외의 선택 또는 분기에 대한 이벤트 흐름
▪ 예외흐름 : 시스템 에러 등 예외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이벤트 흐름
▪ 고려사항 : 해당 유스케이스와 관련한 전제조건, 제약사항, 후속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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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위험분석 기법

∙ Fault Tree Analysis (FTA)
∙ Failure Modes & Effects Analysis (FMEA)
∙ Hazard and Operability (HAZOP)

① FTA(Fault Tree Analysis) 기법
FTA기법은 시스템 고장을 발생시키는 이벤트와 이벤트 발생 원인 간 인과관계를 논리기호를
이용하여 트리(Tree) 형태로 전개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FTA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발생 확률을 구하여 시스템의 고장확률을 계산하고 신뢰성 평가를 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FTA 기법을 이용한 주요 위험분석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대상 선정 및 분석

분석할 시스템을 선정하고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 등을 통해
시스템 분석 수행

ê
‚ 최상위 이벤트 정의

사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최상위 이벤트(TOP
Event)로 정의

ê
ƒ 분석 준비

분석할 범위를 한정하고, 분석 기준과 규칙 수립

ê
„ Fault Tree 전개 (원인 분석)

최상위 이벤트의 발생 원인을 계속적으로 분석하여 근본 원인
(Basic Event)을 도출하고 이를 Tree 형태로 논리적으로 표현

ê
… Fault Tree 평가 및 안전 대책 수립

Fault Tree 적절성을 평가하고 도출된 이벤트 발생 원인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그림 1┃ FTA를 이용한 위험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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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TA 기법을 이용하여 위험분석을 하는 경우 <그림 2>와 같은
고장트리(Fault Tree) 전개를 통해 최상위 위험원과 기여요인 간 관계를 ‘Top-down 방식’
으로 추적하여 분석한다.

┃그림 2┃ FTA 위험분석 전개도

상위 이벤트와 원인 이벤트 간의 관계는 <표 1> 및 <표 2>와 같은 게이트(Gate)와 이벤트
(Event) 기호를 이용하여 그 속성 관계를 함께 표현한다.
○ 표 1. FTA에서 사용되는 게이트 종류
게이트명

기호

설명

AND

복수의 이벤트가 동시 만족(AND 조건) 시 적용하는 Gate

OR

복수의 이벤트가 선택 만족(OR 조건) 시 적용하는 Gate

조건AND
(k-out-of-n)

AND GATE로 전개하되, 조건(K)를 만족하는 경우 전개시키는 Gate

조건OR
(k-out-of-n)

OR GATE로 전개하되, 조건(K)를 만족하는 경우 전개시키는 Gate

XOR

복수의 이벤트가 상호 배타적일 경우 적용되는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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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FTA에서 사용되는 이벤트 종류
이벤트명

기호

설명

최상위 & 중간 이벤트

Fault Tree 전개에서 사각형으로 표기하는 이벤트로서, 중간 혹은 최상위
이벤트를 표기

비전개 이벤트

Fault Tree 전개에서 마름모로 표기하는 이벤트로서, 분석 정보의 부족으로
더 이상 분석 전개가 불가능 한 경우 표기

기본 이벤트

Fault Tree에서 원으로 표기하는 이벤트로서,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사건
혹은 문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

186

부록

② FMEA(Failure Modes & Effects Analysis) 기법
FMEA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기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모드(Failure
Mode)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일부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자동차, 전기 ․ 전자, 기계 등 산업분야 대부분에서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분석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귀납적 방법으로서 각 개별 기능별로 잠재적인
고장모드를 도출하고 해당 고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FMEA에 정량적인
치명도 분석(Criticality Analysis)을 더해 FMECA(Failure Mode,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라고 부르기도 한다. FMEA는 ‘Bottom-Up 방식’즉, 각 기능별 결함(원인)에서 출발해 해당
결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분석할 시스템을 선정하고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석 수행

 대상 선정 및 분석

ê
‚ 기능별 고장모드 도출

서브시스템, 기능을 나열하고 각각의 잠재 고장모드 도출

ê
ƒ 고장모드별 영향 및 원인 파악

각 고장모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고장모드에 의해 발생 가능한
영향 분석. 고장 발생도(Frequency) 및 고장 위험도(Severity)를 구함

ê
„ 고장모드별 검출 방식 파악

고장모드별 검출방식을 확인, 고장 검출도를 구함

ê
… 우선순위(RPN) 산정

고장 발생도, 위험도, 검출도를 기반으로 우선순위(Risk Priority Number)
산정

ê
† 원인 분석

우선순위가 높은 고장모드를 중심으로 발생 원인을 상세히 분석 및 대응조치
도출

┃그림 3┃ FMEA를 활용한 위험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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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의 고장모드는 <표 3>과 같은 질의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다.
FMEA 기법을 활용하여 <표 4>와 같은 항목에 대한 위험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 표 3. 고장모드 도출을 위한 기본 질의어
번호

기본 질의어

1

어떤 고장인가?

2

어떻게 고장이 나타나는가?

3

얼마나 자주 고장이 나타나는가?

4

고장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5

고장에 따른 신뢰성/안전성의 결과는 무엇인가?

○ 표 4. FMEA 주요 분석 항목(예)
항목

설명

고장 모드 (Failure Mode)

시스템의 규정된 기능이 손실되는 상황을 일탈상황으로 보고 고장모드로
간주하여 예상되는 고장 모드를 모두 열거

고장 원인 (Causal Factor)

고장상태로 전이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

고장의 영향 : 직접적
(Failure Effect : Immediate)

고장에 따른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결과

고장의 영향 : 서브시스템
(Failure Effect : Subsystem)

고장에 따른 서브시스템의 결과

고장의 영향 : 시스템
(Failure Effect : System)

고장에 따른 전체시스템의 결과

고장의 발견 방식 (Method of
Detection)

고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기술 또는 고장이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시험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고장의 발견이 가능한지 기술

시정활동 (Current Controls)

고장을 제거하거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고장 발생도 (Failure Frequency)

고장 발생빈도: 얼마나 자주 고장이 나타나는가?

고장 심각도 (Failure Severity)

고장 결과 심각도: 얼마나 심각한 고장인가?

고장 검출도 (Failure Detection)

고장 검출도: 각 고장의 원인을 얼마나 잘 검출(발견)할 수 있는가?

위험우선순위(RPN)

고장 빈도(Failure Frequency) × 고장심각도(Failure Severity) × 고장 검출도
(Failure Detection)

권장조치(Recommended Action)

잠재적인 고장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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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FMEA - 위험도, 발생빈도(예)
FMEA를 통해 식별된 고장모드(Failure Mode)의 위험도, 발생빈도 판단 기준(예)는 다음과
같다.

FMEA 고장 위험도(Failure Severity) 기준
심각도 수준

등급

사람 또는 환경측면 영향

시스템 측면 영향

치명적(Catastrophic)

4

수명 사망자 또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
미침

시스템 전체 손실

중대한(Critical)

3

1인 사망 또는 다수의 부상 환경에 상당
한 영향 미침

주요 서브시스템 손실

제한적(Marginal)

2

경상 또는 환경에 상당한 위협 미침

심각한 서브시스템 손상

경미한(Insignificant)

1

가능한 작은 부상

작은 서브시스템 손상

FMEA 고장 발생 빈도(Failure Frequency) 기준
발생빈도 수준

등급

정의

운용시간 당 발생빈도

빈번함
(Frequent)

6

빈번/연속적 발생 가능

종종 발생
(Probable)

5

종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가끔 발생
(Occasional)

4

시스템 수명 기간 동안 가끔 발생할 것으로
예상

   < to ≤ 

발생 가능
(Remote)

3

시스템 수명기간 동안 간혹적으로 발생함

   < to ≤   

발생 가능성 낮음
(Improbable)

2

예외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to ≤   

가능성 극히 희박
(Incredible)

1

발생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함

＞ 
1 < to ≤ 100

≤ 



※ IEC 62278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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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FMEA - 검출도 기준(예)
FMEA 검출도 기준
검출 수준

등급

정의

절대적으로 불확실
(Absolute Uncertainly)

10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하지 못하거
나 검출 할 수 없다

매우 희박
(Very Remote)

9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매우 희박하다

희박
(Remote)

8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희박하다

매우 낮음
(Very Low)

7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매우 낮다

낮음
(Low)

6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낮다

보통
(Moderate)

5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보통이다

다소 높음
(Moderately High)

4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다소 높다

높음
(High)

3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높다

매우 높음
(Very High)

2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매우 높다

거의 확실
(Almost Certain)

1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거의 확실하다

※ IEC 62278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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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AZOP(Hazard and Operability) Analysis 기법
HAZOP 분석 기법은 안내어(Guide Word)를 이용해 실제 의도에서 벗어난 일탈상황
(Deviation)를 도출하여 위험분석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HAZOP 분석 기법은 시스템 개발
초기에 시스템 위험원 분석 및 운영상 위험원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HAZOP 분석 기법
에서 제시하는 안내어를 이용할 경우 시스템 이해관계자(예: 개발자, 유지보수자, 운영자) 간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일탈상황과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비교적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대상 선정 및 분석

분석할 시스템을 선정하고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 등을 통해 분석 수행

ê
‚ 일탈상황(Deviation) 도출

안내어(Guide Word)를 이용하여 각 기능별 다양한 일탈상황 도출

ê
ƒ 영향 분석

일탈상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영향 및 발생원인 분석

ê
„ 위험도 평가 및 개선 사항 도출

현재 안전조치 현황 및 위험도 평가를 수행, 개선사항 도출

┃그림 4┃ HAZOP을 활용한 위험분석 절차

위험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어(Guide Word) 및 안내어 적용 대상(파라미터)은 각각
<표 5> 및 <표 6>과 같으며, 각 파라미터 별로 안내어를 적용하여 <표 7>과 같은 다양한
일탈상황을 도출할 수 있다.
○ 표 5. HAZOP 안내어(Guide Word)
안내어(예)

설명

No, Not, None

정의된 Parameter가 없음

Part of

일부만 수행되거나 고려됨

Early/Late

정의된 시간 보다 일찍/늦게 수행됨

More/Less

변수의 초가(증가)/미달(감소)

Other than

비정상적인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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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HAZOP 파라미터 정의
파라미터(예)

설명

Interface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Man-Machine 인터페이스 등

Time

시스템 동작시간, 데이터 처리시간 등

Action

시스템 동작 내용 혹은 운영자, 유지보수자 조작 내용

Limit

데이터 처리 한계, 성능상 한계 등

Procedure

운영 ․ 유지 보수 절차, 비상시 대응 절차

Outside

자연적 상황(지진, 태풍, 등) 등 의도적인 외부 장애조건

Data

제어명령, 현장데이터 등

○ 표 7. 안내어 및 파라미터를 이용한 일탈상항 도출
No

Interface

Part of

Limit

Less

Other than
비정상적인
Interface

기타
비정상적 조작 및
동작

동작 하지
빠른 조작 및 늦은 조작 및
일부만 동작
않음
동작
동작
정의된
한계없음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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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정의된
정의된
시간보다 빠름 시간보다 늦음

Procedure 절차 없음

Data

Late

Interface
불가

Time

Action

Early

데이터
없음

정의된 한계를 정의된 한계에 기타 비정상적인
초과함
미달됨
한계
절차 일부만
존재함

비정상적인 절차

외부요인이
일부 작용함

비정상적인
외부요인

데이터
빠른 데이터 늦은 데이터
일부만 생성,
생성, 송수신 생성, 송수신
송수신

데이터
생성, 송신
초과함

기타 비정상적인
데이터

부록

도출한 일탈상황을 기반으로 <표 8>과 같은 분석 Sheet를 활용하여 해당 일탈상황의 발생
원인, 결과, 해당 위험 대비 현재 조치 상태 및 위험도 등의 분석을 수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일탈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표 9>와 같은 개선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리
하도록 한다.

○ 표 8. HAZOP 분석양식(예)
ID

일탈상태

원인

결과

현재안전조치

위험도

개선권고사항

책임부서

일정

진행결과

○ 표 9. HAZOP 분석 결과 개선이행 계획서(예)
ID

우선순위

위험도

개선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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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위험도에 따른 안전활동 정의

JSSSEH(Joint Software Systems Safety Engineering Handbook)는 美 국방부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안전 엔지니어링 핸드북으로서, 미 육군, 해군, 공군을 비롯하여 미연방항공청
(FAA), NASA 등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JSSSEH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로 소프트웨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합리적 수준’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활동을
계획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위험분석,
안전성 평가 및 잔존 위험평가, 안전성 검증 등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에
따른 비용적, 시간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JSSSEH에서는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 즉, 안전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적절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안전 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JSSSEH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4단계를 거쳐 LOR(Level Of Rigor)31)을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안전 기능별로 SCC(Software Control Category)와 심각도(Severity)를 정의하고
SCM(Software Criticality Matrix)에 따라 SCI(Software Criticality Level)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LOR을 규정한다. LOR은 기능설계, 구현, 테스트, 검증 등 각 개발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소프트웨어 안전 보증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 Software Control Category 정의

31) Level Of Rigor: 엄정 수준. 사용자의 요구, 손상기구 및 위험수준과 같은 인자를 근거로 하여 정해진 시험 시스템이
실증되어져야 하는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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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CC(Software Control Category) + Severity 정의
시스템 내 SW 기능별로 SCC(Software Control Category)를 정의 한다. SCC는 5단계로 분류
되며 안전과 밀접한 HW 및 시스템 등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Level 1- Autonomous(AT)을 부여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는 Level 5 No Safety Impact(NSI)를 부여한다.
○ 표 1. Software Control Category 정의
Level

Control Category

Description

1

Autonomous(AT)

- 소프트웨어가 안전 중요 하드웨어 및 시스템 등을 자율적으로 제어․ 위험
방지를 위한 개입 불가

2

Semi-Autonomous
(SAT)

- 안전 중요 하드웨어 및 시스템 등을 제어하나, 위험 완화 또는 제어를 위한
독립적인 안전 메커니즘이 개입 가능(시간이 주어짐)
- 소프트웨어가 안전 주요 정보를 표시하고, 운영자가 이를 이용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3

Redundant Fault
Tolerant(RFT)

- 소프트웨어가 안전 중요 하드웨어 및 시스템 등으로 명령 전송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fault tolerant 메커니즘 존재
- 소프트웨어가 주요한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fault tolerant
메커니즘 존재

4

Influential

- 소프트웨어가 운영자의 결정을 위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운영자의
action 필요 없음)

5

No Safety Impact(NSI)

- 안전관련 제어, 커맨드 전송, 정보제공 없음

소프트웨어 기능을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Severity 수준을 정한다.
먼저, 소프트웨어 기능을 Safety Significant 기능과 Non-safety Significant 기능으로 1차
분류하고 다시 Safety-significant 기능을

Safety-critical 기능과 Safety-related 기능으로

분류한다. 사고발생 시 결과의 심각도에 따라‘Catastrophic’및‘Critical’,‘Marginal’및
‘Negligible’로 분류한다.

○ 표 2. Severity 정의
Safety Function Classification & Severity
Catastrophic
Safety Significant

Safety-critical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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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unction Classification & Severity
Marginal
Safety Significant

Safety-related
Negligible

Non Safety Significant

-

-

② SCM(Software Criticality Matrix) 및 SCI(Software Criticality Index) 정의
SCC 및 Severity를 이용하여 SCM(Software Criticality Matrix)을

생성한다. 이 때, SCC와

Severity 조합을 통해 결정된 인덱스를 SCI(Software Criticality Index)라고 하며, 인덱스
번호가 낮을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며, 인덱스 번호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그림 2┃ Software Criticality Matrix

시스템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설계자 등은 SCI를 고려하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여 수행한다. 가령, SCI‘1’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해서는 SCC를 낮추기
위해 제어 자율성을 감소시키거나, 안전 중요기능을 적절히 분산 또는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조절하는 등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③ LOR(Level Of Rigor) 정의
LOR은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개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활동 수준을
정의한 테이블이다. LOR에 근거하여 각 기능의 SCI에 따라 기능별로 각 개발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태스크 및 어느 정도의 노력(Efforts)를 투입할지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아래 예제
에서도 알 수 있듯이 SCI가 높은 기능에 대해서는 개발 각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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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위험분석, 리뷰, 테스트 등 보증 활동을 요구하고 SCI 등급이 낮은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안전 보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표 3. LOR 태스크 또는 요구사항 정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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