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문

철도 및 지하철은 전국 일일 생활권을 완성하고 든든한 시민의 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국가 기반시설이다. 열차 지연이나 철도 시스템의 장애는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불편이나 간접적인 안전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철도 

사고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 요소가 된다. 

철도 분야는 원자력, 항공 등의 분야와 함께 고전적인 안전 필수 분야로 관리되고 있으

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철도 시스템에서의 소프트웨어 중요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안전 표준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차량, 용품, 시설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노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안전을 고려한 개발이 내재화되지 않았고 안전에 밀접한 소프트웨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관리기준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가이드’개발(2017)에 이어, 철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안전진단

가이드(철도분야)’를 개발하였다. 본 가이드를 통해 철도 및 지하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의 진단 포인트를 확인

하고,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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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 구성 및 범위

본 가이드는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철도 및 지하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방법을 제시한다. 개발 과정에서의 안전 확인 방법은 포함하지는 

않으며, 철도시스템 구축 시의 시스템 개념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아키

텍처 설계, 구현 등 개발 생명주기에서의 안전 관련 활동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철도 분야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나 철도시스템 안전 관련 표준인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 등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또한, 발주 관리, 개발 산출물 형상

관리 및 교육운영 등의 관리적 측면, 보안 취약성 점검, 하드웨어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 

또한 본 가이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철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서의 본 가이드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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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개요
o 가이드 개발 배경, 목적 및 범위

o 가이드 구성

제2장 철도 분야

안전에 대한 이해

o 국내외 철도 관련 사고 사례 소개

o 국내외 철도 안전 관리 및 제도화 현황, 철도 안전 표준 소개

o 철도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안전과의 관계

제3장 철도 분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프레임워크

o SW안전 진단 대상, 절차 등 진단 프레임워크 소개

o 기존 철도안전체계와 진단 프레임워크

제4장 진단 기획 o 진단 기획 단계의 활동

제5장 진단 실시 준비
o 진단 준비 단계 범위

o 진단 준비 단계 절차, 각 단계별 활동 및 고려사항

제6장 진단 실시 계획
o 진단 실시 계획 단계 범위

o 진단 실시 계획 단계 절차, 각 단계별 활동 및 고려사항

제7장 진단 수행
o 진단 수행 단계 범위

o 진단 영역별 절차, 각 단계별 활동 및 고려사항

제8장 진단 실시 완료
o 진단 완료 단계 범위

o 진단 완료 단계 절차, 각 단계별 활동 및 고려사항

제9장 진단 종료 o 진단 종료 단계의 활동

제10장 맺음말 o 가이드 결언, 기대효과

참고문헌 o 가이드 개발에 참고한 문헌, 자료 목록

부록 o 철도 분야 주요 위험분석 기법 및 소스코드 정적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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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이드 주요 내용

2.1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영역

본 가이드에서는 美 원자력 위원회(NRC)의 소프트웨어 위험분석 보고서인 NUREG/CR-6430, 

美 항공우주국(NASA)의 ‘Software Safety Standard’, 철도 분야 표준인 IEC 62278, IEC 62279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다양한 표준 및 지침, 그리고, 2015년도부터 철도 분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수행 경험을 토대로, 운영 중인 철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영역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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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추진 체계

원활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정의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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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이해관계자 및 주요 역할┃

이해관자계명 설명 주요 역할

진단 상임의사결정자
진단 기획, 추진, 실시, 최종종료 

등 전반에 걸친 최고 책임자

- 진단 수행 여부 승인, 주요 이슈 결정

- 진단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종료 승인

진단 기획추진자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기획, 추진
- 진단 대상 시스템, 진단 실시 방식 선정

- 진단 실시 방식에 따른 추진(예: 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사업지원담당 재무, 계약 등 사업지원 담당자 - 진단 수행을 위한 관련 사업공고, 발주, 계약 등 지원

진단총괄 진단기획, 추진, 관리 업무 총괄

- 진단 기획 및 추진

- 이해관계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 진단 계획, 추진 상황, 결과 검토 및 실무적 의사결정

진단 

수행팀

진단팀장
진단을 실제 수행하는 진단 수행

팀의 PM

- 진단 전략 및 계획 수립

- 진단 범위, 일정, 방법 등 수행 관리

- 진단 추진현황 및 결과 보고

진단 팀원 진단을 수행하는 진단 전문가

- 진단 대상 시스템 분석

- 소프트웨어안전 진단 수행(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

어품질 안전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기술지원 담당

시스템 진단에 필요한 자료, 환경, 

인터뷰 등 기술적 지원 담당자

(예: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기업 등)

- 시스템 목적, 구조 등 설명 및 인터뷰

- 진단 환경(테스트베드, 데이터 등) 지원

시스템 사용자

해당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여  

철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담

당자(예: 관제사, 기관사 등)

- 시스템 현황 분석을 위한 인터뷰, 운영현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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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절차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절차는 크게 진단 기획 진단 실시 및 진단 종료 단계로 구성

하며, 안전 진단 세부 영역으로 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기반소프트

웨어 안전성 측면을 진단한다.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영역에 따른 진단 실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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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단계별 활동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실시 세부단계별 활동

단계 세부단계 주요 활동(태스크) 페이지

Ⅰ. 진단 기획

(→ 제4장)

(1) 타당성 검토
A. 진단 필요성 검토

B. 진단 대상 시스템 조사 및 선정
71

(2) 추진방안 수립
A. 진단 수행 방식 결정

B. 담당자 선정
72

(3) 추진방안 보고 및 승인
A. 진단 추진 방안 작성

B. 진단 추진 방안 보고 및 승인
75

Ⅱ 진단 실시

(→ 제5~8장)

(1) 진단 실시 준비[PRE]

※‘진단실시 단계의 세부 절차 및 태스크는  

 제5장부터 제8장 내용 참조

78

~

258

(2) 진단 실시 계획[PLN]

(3) 진단 수행[EXE]

(4) 진단 실시 완료[END]

Ⅲ. 진단 종료

(→ 제9장)

(1) 조치계획 수립 - 261

(2) 진단 종료 - 261

단계 절차 주요 활동 페이지

[진단 실시]
 

준비 단계

(PRE)

A. 진단 목적 및 범위 정의

01. 진단 목적 정의

02. 안전 관련 표준 준수 여부 확인

03. 진단 환경 확인 및 범위(상위수준) 협의

81~82

B.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진단 

수행팀 구성

01.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02. 진단 지원 인력 협조 요청

03. 진단 수행팀 구성

93~96

C. 사전 준비사항 협의 및 준비

01. 진단 준비사항 협의

02. 진단 환경, 산출물 등 사전준비

03. 진단 준비상태 확인

98~103

[진단 실시]
 

계획 단계

(PLN)

A. 시스템 예비분석

01. 시스템 현황 분석

02. 표준 준수 및 형상 변경 식별

03 진단 세부 범위 협의

111~116

B. 진단 계획 수립

01. 진단 전략 및 방법 수립

02. 진단 참여인력 구성 확정 및 역할분담

03. 진단 계획서(초안) 작성

117~128

C. 진단 계획 보고

01. 계획 보고 회의 준비 및 개최

02. 진단 계획서(초안) 보완

03. 진단계획서 배포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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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절차 주요 활동 페이지

[진단 실시]
 

수행 단계
(EXE)

안전기능 충분성 [FUNC]

A. 시스템 상세 분석
01. 시스템 상세 분석
02. 시스템 장애 및 사고 현황 파악

138~
145

B. 시스템 위험분석
01. 시스템 위험원 식별
02. 시스템 위험 분석
03. 위험도 평가

146~
166

C. 안전기능 충분여부 확인
01.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02. 안전기능 적용 현황 확인

167~
174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기능동작 정확성) [TST]

A. 시스템 상세 분석

01. 시스템 상세분석 및 상세 기능리스트 도출
02. 위험시나리오 도출
03. 안전기능 및 비안전기능 분류

04. 위험시나리오 및 안전기능 도출 결과 검토/
보완

175~
180

B. 테스트 설계
01. 테스트케이스 및 테스트 시나리오 설계
02. 테스트 지원가능 여부 검토

03. 테스트 수행 범위, 수행 일자 등 확정

181~
189

C. 테스트 수행
01. 테스트 환경 점검
02. 테스트 수행 및 결과 기록

03. 테스트 결과 검토

190~
193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소스코드 품질) [SRC]

A. 소스코드 진단환경 구성 01. 진단환경 구성 및 확인 194

B. 소스코드 분석 수행 01. 룰셋 설정 및 소스코드 분석 195

C. 진단결과 확인 및 분석 01. 분석결과 검토 및 개선안 도출 196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INF]

A. 시스템 상세 분석 01. 시스템 상세 분석 및 실 구성상태 확인 199

B. 진단 항목 및 방법 수립
01. 진단 세부항목 조정 및 진단방법 수립

02. 진단 세부항목 및 방법 검토
200~
202

C. 기반소프트웨어 진단 수행

01. 진단 환경 구성

02. 진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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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014년 세월호 사고, 2014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충돌, 2018년 제주공항 항공기 사고, 

2018년 KTX 강릉선 탈선 사고, 2018년 라이언에어 추락사고 등 안전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 확보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예방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안전 체계를 정비하고 안전 교육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및 융복합 추세로 소프트웨어가 점차 중요한 핵심기능을 차지하면

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다. 일례로 최근 180여

명이 사망한 라이언에어 추락사고는 소프트웨어 결함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철도의 

경우도 이러한 흐름에 예외일 수는 없다. 전기연동장치가 전자연동장치로 그 형태가 

변경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으며, 그 외에도 철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 안전을 보조 또는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철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철도 분야는 원자력, 항공와 함께 고전적인 안전 필수 분야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2000

년대 초반부터 안전 국제표준 기반으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안전 표준에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신뢰성 및 안전 검증기술에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안전 

검증기술을 통합하여 SIL(System Integrity Level)로 안전성 검증방법을 일원화하였다. 

특히, 열차가 각 국가를 교차 운행하는 유럽에서는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 공급자에게 

SIL 검증을 당연히 요구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차량, 용품, 시설, 안전관리체계에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제작사가 철도 시스템 개발 시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소프트웨어 측면의 안전 개발 방법이나 관리 방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개발자의 

제1절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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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기술기준 개정으로 새로 개발되는 시스템

에 대한 안전성 확보 체계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스템이 전체 

철도 시스템 중 일부에 불과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철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대개 이러한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 시점의 철도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철도 및 도시철도 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공사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등으로 지정되어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나 장비 등의 

물리적 측면의 점검이 대부분이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보안 취약성 점검 위주가 대부분

이어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관점의 진단은 아직은 미흡하다. 현재 운영 중인 철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안전 측면에서 어떤 상태인지,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잠재된 

문제가 있다면 향후 시스템 개보수 전까지 어떻게 회피하여 사용할지,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능은 어떤 것들인지 등을 식별하는 등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방법 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2.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안전 인식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많은 철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기관에서 시스템 안전 점검 시 소프트웨어 

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방법을 공유하고자 본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본 가이드는 철도시스템을 운영ㆍ유지관리하는 국가ㆍ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오동작 

및 안전기능 부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로, 소프트웨어 진단 세부 영역을 명시하고 각 영역별 진단 절차, 방법, 각종 

양식, 체크리스트 및 진단 실무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여 현장의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통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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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철도 분야 소프트웨어의 잠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체계를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철도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국가ㆍ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담당자, 시스템 운영 담당

자, 유지관리 담당자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철도시스템 개발 담당자, 유지관리 담당자,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수행자 등도 본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다. 본 가이드가 철도 관련 

국가ㆍ공공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의 안전 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진단을 수행

하는 데 참조 모델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 운영 중인 철도시스템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수행하

고자 하는 경우

 - 철도 분야 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시스템 개ㆍ보수,  본격적인 운영 개시 전의 시범 

운영 등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노후화되었거나 빈번한 장애로 인해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 예정인 시스템에 대한 소프

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 시스템 위험분석 등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방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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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 적용 범위

본 가이드는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방법을 제시하며, 개발 과정에서의 안전 확인 방법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철도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개념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구현 등 

개발 생명주기에서의 안전 관련 활동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철도 분야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나 철도시스템 안전 관련 표준인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 등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또한, 발주 관리, 개발 산출물 형상관리 및 교육운영 등의 

관리적 측면, 보안 취약성 점검, 하드웨어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 또한 본 가이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1-2-1┃ 철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서의 본 가이드 범위

제2절 가이드 적용 범위 및 구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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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에서는 운영 중인 철도 시스템의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위험요인

들을 분석하여 소프트웨어를 진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본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진단 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되, 진단 대상 철도시스템의 특성 

및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진단 절차나 방법을 테일러링(tailoring)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단 기관이나 대상 시스템 특성, 진단 목적 등에 따라서 진단 절차,  진단 항목, 진단환경, 

제약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진단 가이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2. 가이드 구성

제1장은 가이드 개발 배경 및 목적, 그리고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국내외 

사고 사례, 철도 안전 관리 현황, 안전 표준 등 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부가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전체적인 진단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4장부터 

제9장까지는 진단 수행 절차별 세부 진단 수행 방법을 제시하였다. 안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 독자는 제2장을 건너띄어도 좋다. 

가이드의 구성을 아래 표에 기재하였으며, 진단 이해관계자 역할별로 가이드 내용을 

참고하도록 각 장의 주요 수행자 정보를 비고란에 함께 기재하였다.

 표 1-2-1.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 구성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1장 개요
o 가이드 개발 배경 및 목적

o 가이드 적용 범위 및 구성
전체

제2장 철도 분야

안전에 대한 이해

o 국내외 철도 관련 사고 사례 소개

o 국내외 철도 안전 관리 및 제도화 현황, 철도 안전 표준 소개

o 철도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안전과의 관계

전체

제3장 철도 분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프레임워크

o SW안전 진단 대상, 절차 등 진단 프레임워크 소개

o 기존 철도안전체계와 진단 프레임워크
전체

제4장 진단 기획 o 진단 기획 단계의 활동
진단 

기획/추진자

제5장 진단 실시 준비
o 진단 준비 단계 범위

o 진단 준비 단계 절차, 각 단계별 활동 및 고려사항

진단총괄

진단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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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6장 진단 실시 계획
o 진단 실시 계획 단계 범위

o 진단 실시 계획 단계 절차, 각 단계별 활동 및 고려사항

진단총괄

진단수행팀

제7장 진단 수행
o 진단 수행 단계 범위

o 진단 영역별 절차, 각 단계별 활동 및 고려사항
진단수행팀

제8장 진단 실시 완료
o 진단 완료 단계 범위

o 진단 완료 단계 절차, 각 단계별 활동 및 고려사항

진단총괄

진단수행팀

제9장 진단 종료 o 진단 종료 단계의 활동
진단 

기획/추진자

제10장 맺음말 o 가이드 결언, 기대효과 공통

참고문헌 o 가이드 개발에 참고한 문헌, 자료 목록 공통

부록
o 철도 분야 주요 용어 정의

o 주요 위험분석 기법, 소프트웨어 테스트기법, 소스코드 정적분석 기준 소개
진단 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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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상하이 지하철 10호선 추돌사고

2011년 9월 27일 14시 50분경 중국 

상하이의 지하철 10호선 위위엔루역 

부근에서 설비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를 뒤에서 진입하던 전동차가 

들이받는 열차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약 300여명의 부상자 및 다수의 열차가 

파손되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설비고장

으로 정차하고 있는 전동차로 인해 열차 

신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열차 운행을 위해 역무원이 수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후행 전동열차가 이를 인지

하지 못해 그대로 위위엔루역으로 진입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열차 신호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열차 신호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호 

제어(예: Fail safe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후속 열차가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것이다.

제1절 철도 분야 주요 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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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원저우 고속열차 추돌 탈선 사고

2011년 7월 23일 20시30분경 중국 원저우 지역에서 벼락을 맞고 동력을 상실하여 정지

하고 있던 고속열차를 벼락으로 인해 해당 구간의 신호시스템 이상으로 뒤따라오던 고속

열차가 추돌하여 탈선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객차 8량이 탈선하고 4량이 20m 

높이의 교량 밑으로 추락하였으며, 40여명의 사망자와 1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기상 악화로 인한 열차 제어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었으며, 해당 오류는 후속 열차에 

정지 신호 대신 진행을 유도하여 발생하였다. 

이는 낙뢰와 같은 장애 상황에 대비한 열차 

제어 시스템의 안전 기능이 미흡하거나 해당 

기능의 오류가 발생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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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

2014년 5월 2일 15시 32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선행열차가 

정차하고 있음에도 폐색 신호기가 정지신호

(적색)가 아닌 진행신호(녹색)로 잘못 

현시되어 후속열차가 상왕십리역에 진입

하였다. 이로 인해 상왕십리역에서 출발

하려던 전동차를 후속 전동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약 388여명의 부상자와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의 원인은 해당 구간 연동장치가 

열차점유 조건 확인에서 임의의 또는 

잘못된 데이터에 대해서 예외처리(예: 

Fail Safe 등)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SW가 

구현되어 특정 상황에 대해 선행열차가 

정차 중이었으나 해당구간에 열차가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진행신호(녹색, Green)를 현시하도록 표출하는 SW 결함으로 밝혀

졌다.1)

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탈선 조사보고서, 2014. 9. 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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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 주 쿤(Joo Koon) MRT역 열차 충돌 사고

2017년 11월 15일 오전 8시 18분 경, 

싱가포르의 주 쿤(Joo Koon)역에서 

기차가 충돌해 약 38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주 쿤역에 정차하고 있는 

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분뒤 

도착한 열차가 정차하던 열차와 충돌한 

사고로, 열차가 구식 신호시스템과 

새로운 신호 시스템 사이를 통과하면서 

발생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두 

열차의 안전 거리 정보가 사라지면서 

발생하였다.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열차에 탑승

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스크린도어가 

개방되었을 때에는 플랫폼 진입 차단을 

위한 별도의 보호 시스템이 동작하여 

후속열차가 멈추었으나, 승객 승하차 이후 스크린도어가 닫히면서 후방 열차의 플랫폼 

진입이 허용되었고, 신호 시스템에 두 열차사이의 안전 거리 정보가 사라졌기 때문에 

후속열차가 플랫폼 진입을 위해 가속되어 열차 충돌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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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에서는 개발이 완료되고 운영 중인 철도 시스템에 대한 진단 체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세 진단 체계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개의 제도 및 규정화된 안전 관리 체계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승인하는 측면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철도 

시스템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국내외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해외 철도안전체계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또는 국제 규격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전기전자제어시스템 활용이 증가하고 

복잡도 또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토목․시설이나 하드웨어 부품 신뢰성 수준으로는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철도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기술사양서 형태로 배포하고, 기술사양서 내에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예: EN 50128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철도 

건설 및 운영 규정(Die Eisenbahn-Bau-und Betriebsordnung)에 철도 차량용 소프트

웨어 개발은 EN 50128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철도 산업 종사자들은 철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종 철도 시설 및 장치, 시스템을 설계․
개발해야 하며, 설계․개발된 결과물은 독립 안전 평가자나 철도 인증 조직이 검사 

및 인증을 부여한다.

제2절 국내외 철도 안전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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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1. 해외 철도 분야 안전 관리 현황

국가 주요 내용

유럽

철도 안전 및 상호운용 관련 지침(Directive 2004/49/EC, 2008/57/EC)을 제정하고, 유럽 

철도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들을 상호운용을 위한 기술사양서(TSI: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로 제공

- EU 각 회원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자국의 철도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TSI를 근간으로 

기술적으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을 제정하여 운영

- EN 50128은 주요 시스템의 필수 기술사양서(TSI)에 SW 관련 준수 표준으로 되어 있으며,  

유럽 철도 산업 관련자들은 TSI의 요구사항 준수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철도 인증을 받도

록 법·제도적으로 강제 적용

미국

미국 교통법(USC 49 : US Code Title 49)의 관련 지침(CFR 49 : CFR Title 49)에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수행

- 일반철도는 철도안전사무소(ORS, Office of Railroad Safety)에서 CFR 49 제2장(일

반철도의 안전관련 기본지침인 연방규정)을 기준으로 일반철도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

- 도시철도는 안전감독국(SSO, State Safety Oversight)에서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

관이 제출한  SSPP(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에 의거하여 검사 등 관리·감독을 수행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철도사업법 국토교통성령(한국의 시행규칙에 해당)에 따라, 철도차량 

및 용품과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기술기준 및 안전지침을 규정

- 철도차량은 철도차량 제작사와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수행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

교통성이 승인

- 철도용품은 철도용품에 대한 인증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 교통안전환경연구소

(NTSEL)가 승인

- 2013년 9월 경제산업성 산하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인증센터**는 국립 교통안전환

경연구소(NTSEL)를 철도 분야 국제규격 인증기관으로 인정하여 철도 시스템 수출 

시 개별 분야의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규격(IEC 62278, RAMS) 등 타 철도 

관련 규격 인정 및 상호인증 

   * NITE : National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 IAJapan : 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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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럽의 철도안전체계

유럽은 EU에서 철도 안전 및 상호운용 관련 지침(Directive 2004/49/EC, 

2008/57/EC)을 제정하고 철도안전 업무를 통합 및 총괄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uncil, EC) 산하기관으로 유럽철도국(European Railway Agency, ERA)을 

설립하였다. 유럽철도국에서는 철도 분야 제조사에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술

적인 요구사항인 ‘상호운용을 위한 기술사양서(TSI: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제정하였다. 특히, 주요 시스템의 필수 기술사양서(TSI)에 소프트

웨어에 대한 준수 요건이 명시된 표준인 EN 50128을 법/제도적으로 강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 두 개의 TSI문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시 EN 50128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 Applicable standards in CR Control-Command and Signaling TSI(2006/679/EC)에서

   - Section 6.1.2 Index A2 Interoperability Constituents Modules

   - Section 6.2.2.3 Index A2

◦ Applicable standards in HS Rolling stock subsystem TSI(208/232/EC)에서

   - Section 4.2.7.13 

EU 회원국은 Directive 2004/49/EC 지침에 의거하여 자국의 철도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TSI를 근간으로 기술적으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EU 회원국들은 자국 실정을 반영한 철도 안전 법․제도 및 필수 준수 

사항을 확보하고, 유럽 철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의 철도 안전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는 EU철도국의 TSI 철도차량 및 시설 공인

인증기관, 독립 안전 평가자, 정부 안전 관련 기관, 사고 및 사건 조사 조직, 철도 

인프라 및 안전 관리 조직, 철도 산업 종사자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독립 안전 

평가자는 철도 안전 검증 담당으로 철도 관련 사업자가 설계․개발한 시스템이 안전 

필수 요구사항 및 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U 회원국은 Directive 2004/49/EC에 따라 독립된 철도안전기관인 NSA(National 

Safety Authority)를 설립하고 철도안전인증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철도

차량 및 용품 관련 국내 안전인증 기준인 NNTR(Notified National Technical Rule)을 



17

제정하며, NoBo(Notified Body) 및 DeBo(Designated Body)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검토

하여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RA는 NSA의 보고내역을 바탕으로 EU 전력의 

철도안전인증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즉, ERA는 관리기관이며 NSA는 검증기준 수립, 

검사, 승인 및 관리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라 할 수 있다. 

유럽 철도차량 및 용품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호운용성 검사 전문기관인 

NoBo(Notified Body)는 TSI를 기준으로, 운영적합성 검사 전문기관인 DeBo(Designated 

Body)는 NNRT(Notified National Technical Rule)를 기준으로 검사를 수행한다. 검사 

전문기관은 검사 결과를 NSA에 결과를 보고하고, NSA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완료된 제품을 등록 후 ERA에 보고한다.

┃그림 2-2-3┃ EU 철도차량 및 용품 승인체계와 절차

※ 출처 :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 철도분야(20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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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의 철도안전체계

미국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자격을 획득한 기관이 법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 시스템을 검사하고 기준을 통과한 시스템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철도차량 및 용품의 경우 교통(운영)기관이 시스템 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한 후, 설계, 건설제작, 통합시험, 사전운영, 운영 등의 단계별 안전 핵심요소에 

대한 안전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 출처 : 철도운영부문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기준 마련 및

추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2013.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미국의 철도안전체계 관련 지침 및 검사기준은 연방교통법(USC 49) 및 하위연방

규정(CFR 49)을 토대로 제정된다. 연방교통법(USC 49)에서는 철도안전에 관한 연방

정부 또는 주정부의 권한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연방규정

(CFR 49)에서는 철도차량 및 용품과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 검사기준의 근거와 사후 

관리·감독 지침 및 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철도안전 인증 대상 및 승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교통부(DOT2)) 산하 연방철도국

(FRA3))은 주 경계 내에서 이동하는 철도에 대한 철도차량 및 용품/철도운영 및 시설

관리/철도종사자 등 철도 전 분야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기본지침인 철도안전 

연방규정 CFR 49를 제정하고, 주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연방 차원의 여객 및 화물

철도의 안전업무를 관할한다. 교통부(DOT) 산하 연방대중교통국(FTA4))는 주 내부 

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3)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4) Federal Tramit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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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도시철도 포함)의 안전업무를 관할하고, 안전 및 보안 프로그램을 승인 

후, 이를 기준으로 주 내부 도시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의 안전관리체계를 관리/

감독한다.

┃그림 2-2-1┃  미국 철도 안전 인증 대상 및 기관

※ 출처 :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 철도분야(20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국 철도차량 및 용품에 대한 안전 승인 관련 역할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철도와 

도시철도로 구분된다.

┃그림 2-2-2┃ 미국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 안전승인체계 및 절차

※ 출처 :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 철도분야(20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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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의 철도안전체계

일본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초기 설계 단계와 설계 단계 이후인 제작 단계로 구분

되어 운영되고 있다. 철도차량의 경우 초기 설계 단계에는 설계 내역이 철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국가가 검증하는 제3자 인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제작 단계에서는 

제작자와 발주자가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철도 용품의 

경우 국가가 설립하고 권한을 부여한 독립기관에서 검사와 승인을 수행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판매를 허가하는 제3자 인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철도 안전 관련 주요 관련자들은 국토교통성(MLIT5)), 교통안전환경연구소

(NTSEL6)), 철도인증센터(NRCC7)) 등이 있다. 국토교통성은 철도차량 승인기관으로 

철도 분야 법령 및 규제 집행, 정책 결정 및 지원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안전환경

연구소는 철도용품 승인기관으로 산하기관인 철도인증센터에서 수행한 철도용품에 

대한 인증검사결과를 검토 후 승인을 담당하고 있다. 철도인증센터는 ISO/IEC 

Guide65 평가모듈을 바탕으로 철도용품 성능시험 및 안전 평가와 철도용품에 대한 

제품인증 및 EMC 인증 시험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차량 및 용품 안전인증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전문기관, 검사지침, 승인 및 관리·감독기관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2-4┃ 일본 철도차량 및 용품 안전인증체계 구성요소

※ 출처 : 철도안전인증센터 구축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보고서(2014. 5, 국토교통부)

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6) National Traffic Safety and Environment Laboratory

7) National Railway Certifi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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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철도사업법 국토교통성령을 통하여 철도차량, 철도용품, 

궤도 및 기타 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에 대한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사와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해석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철도차량 인증 검사에 필요한 시행 지침은 직접 검증을 

수행하는 철도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철도차량 및 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자와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기관(발주자)이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최초 

형식승인을 받고, 제작 단계에서 제작자와 발주자는 철도기술기준 준수여부를 자체 

수립한 시행지침에 따라 합동으로 검증 후 국토교통성에 보고한다.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교통안전환경연구소에 안전 인증을 신청하면 교통안전환경연구소는 산하

기관인 철도인증센터에 검사를 의뢰한다. 철도인증센터는 철도기술기준에 의거

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교통안전환경연구소에 결과를 보고한다. 교통안전환경연구소는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철도용품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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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철도안전체계

국내에서는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 고속철도 개통 등 기술적,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2004년 철도안전법을 제정하여 철도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철도사고조사 및 처리, 철도안전기반 구축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며, 형식승인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두고 있다. 

┃그림 2-2-5┃ 철도안전법 체계

2004년 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시스템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이 수행되었으나, 

설계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차량 성능검사가 차량 제작과 관련된 제작검사 즈음에 

수행되어 뒤늦게 설계 검증이 이루어지거나 이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철도안전법의 개정이 추진되었고,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 안전 확보, 해외진출을 통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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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형식승인제도8)이다. 형식승인제도는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9)·철도용품10)제작 또는 수입 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철도차량·철도용품의 설계와 제작자의 품질관리 체계에 

대하여 승인하는 제도이다. 즉, 국내 운행을 목적으로 제작·수입되는 철도차량과 

용품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설계단계에서 형식승인, 제작단계에서 

제작사승인, 완성단계에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 정확히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가 필요하며,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이 필요하다.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의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형식승인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철도

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2-6┃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형식승인 업무범위 

형식승인검사는 철도차량(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는 활동으로 

8)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제27조

9)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철도산업발전기

본법 제3조제4호)

10)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제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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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용품) 형식시험 과정11)을 거친다. 

- 설계적합성검사 :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12)

- 합치성검사 : 철도차량(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승인된 설계

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13)

- 차량(용품)형식시험 : 철도차량(용품)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

계에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14)

제작자승인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용품)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차량(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 과정15)

을 거친다. 

-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용품)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

차량(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품질유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16)

 · 관리체계: 경영, 조직,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 품질유지 체계: 품질 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공급업체관리, 제작방법·

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 

- 제작검사: 철도차량(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감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17)

1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1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

1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

1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호

1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1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1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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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에만 적용되는 완성검사는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함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18)으로 완성차량검사와 주행시험을 거친다. 

- 완성차량검사: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품목의 안전성 확보 등 양산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하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활동19)으로 안전품목검사와 완성차검사를 수행

 · 안전품목검사: 철도차량 운행 중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중대한 안전사고와 직결

되는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

 · 완성차검사: 양산차량의 형식 동등성을 확인하는 검사로 형식승인검사의 완성차 

시험의 항목과 기준 등을 준용하여 실시

- 주행시험: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함을 확인하는 시험20)으로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을 수행

 · 예비 주행 시험: 시험선 또는 영업 운행 선로에서 영업운행의 운전 조건과 유사하게 

주행 및 정지 등을 반복·운행하는 시험

 · 시운전 시험: 차량 운행과 관련된 설계 적합성 또는 형식 동등성을 확인하는 시험

1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1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2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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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형식승인제도 수행절차  

※ 출처 : 철도형식승인 안내서(2016. 12,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형식승인(설계적합성) 및 제작자승인(제작관리 및 품질유지) 기준인‘철도기술기준’

은 안전 기준, 표준규격, 각종 시험 기준 등을 포함하며, 해외 선진국의 철도기술기준과 

부합될 수 있도록 유럽의 TSI 기술사양, 일본의 철도기술기준, 미국의 철도기준(Manual 

of Standards & Recommended Practices), 철도 관련 국내외 표준규격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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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국내 철도기술기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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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기술기준 체계 및 구성

※ 출처 : 철도형식승인 안내서(2016. 12,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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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3. 국내 철도 기술기준에서 SW안전 관련 요구사항 현황

철도기술기준명 SW안전 관련 요구사항

철도차량 기술기준 “3.2.7 철도소프트웨어”장을 별도로 구성하여 요구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64조에서 “장치를 설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  

 웨어의 분석,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할 것”을 요구

철도용품 기술기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가능한 제어기를 포함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검증 제64조 

  2. 장치를 설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의  

  분석,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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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스템은 타 열차의 선로 점유 유무, 선행 열차와의 거리 등을 계산하여 신호를 

제어하며, 기관사/무인 시스템은 신호에 따라 열차의 운행 속도를 제어한다. 따라서, 철도 

신호와 관련된 제어, 명령 및 보호 시스템(control, command and protection system)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높이기 위한 국제 표준이 제정되었다. 표준은 최초 유럽 

주도로 제정된 후 국제 표준으로 발전되었으며, 본 절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표준인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 표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이 표준은 유럽 표준인 

CENELEC EN 50126, EN 50128, EN 50129에 기반 한 표준이다.

┃그림 2-3-1┃ 철도 안전 국제 표준들의 관계

제3절 철도안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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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C 62278    

IEC 62278(Railway applications - Specification and demonstration of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RAMS))은 RAMS 표준이라고도 불리며, 철도 기관 및 

공급자들이 철도 관련 사업을 위해 전체 철도 노선에서부터 철도 노선 내의 주요 (서브)

시스템 및 용품의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내용을 다룬 표준이다. 개념설계부터 폐기까지 전체 생명주기를 1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

별로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다루고 있다. 본 표준은 철도 

차량 뿐만 아니라 전력설비 등 철도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도 RAMS의 개념과 구성

요소, 위험(Risk) 및 안전무결성(Safety integrity), 시스템 생명주기 및 14단계 RAMS 생명

주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시스템의 RAMS는 시스템 또는 서브시스템 및 부품이 지정된 기능에 대해 얼마나 신뢰

할 수 있고, 가용성이 있음과 동시에 안전한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성적 및 정량적 지표

라고 정의한다. 철도 시스템의 목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수준의 철도 수송을 안전

하게 달성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본 표준의 철도  RAMS는 시스템의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RAMS의 목적은 철도 시스템 개발 시 요구되는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에 대하여 

정량적 목표를 만족하도록 관리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목표를 입증하고, 시스템의 

위험(Risk)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되었음을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다. 

RAMS는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으로 안전성과 가용성은 경우에 따라 상호 

상충될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 안전성을 높이면 가용성이 낮아지고, 반대로 가용성을 

높이면 안전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들 두 요소 간에 상충되는 것을 관리해야 한다. 

안전성과 가용성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있는 철도시스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철도 RAMS의 요소는 신뢰성, 

가용성, 유지 보수성 및 안전성의 상호 관계를 제시한다. 즉,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과 

가용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뢰성 및 유지보수성 조건을 만족시키고 장기간 진행되는 

유지보수 및 운용 행위와 시스템 환경을 통제해야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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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철도 RAMS 요소 간의 상호 관계

이를 위해, 표준에서는 초기의 개념 설정부터 폐기까지 전체 14단계의 시스템 생명주기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RAM측면과 안전성 측면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3-3┃ 철도 RAMS V-모델형 시스템 수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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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C 62279

IEC 62279(Railway applications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Software for railway control and protection systems)는 철도용 전기 설비의 

통신 및 신호처리 시스템과 제어 및 방호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규격으로 소프트

웨어 개발, 시험, 검증 및 유지관리 등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일련의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본 표준은 철도의 제어 및 방호 분야 전자 시스템 개발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요구 사항과 절차를 서술하였다.

주요 구성 요소는 소프트웨어 관리 및 조직, 소프트웨어 보증, 소프트웨어 개발, 

응용 데이터 및 알고리즘 개발, 소프트웨어 배포 및 유지보수 측면을 다루고 있다. 

소프트웨어 관리 및 조직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조직과 조직의 역할과 책임, 생명

주기, 관련 담당자의 역량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림 2-3-4┃ IEC 62279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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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EC 62425

IEC 62425(Railway applications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Safety related electronic systems for signalling)는 철도용 전기 설비의 

통신 및 신호처리 시스템 분야에서 안전 관련 전자 시스템 수용(acceptance) 및 

승인(approval)을 위하여 어떤 증거(evidence)가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규격이다. 신호용 안전 관련 전자 시스템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요구사항 중 하드웨어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5┃ IEC 62425 구성

철도용 전자 시스템이 안전한지를 승인하기 위해 품질관리 측면의 증거(evidence), 

안전관리 측면의 증거(evidence), 기능적·기술적 안전(functional and technical 

safety) 측면의 증거(evidence)가 시스템, 서브시스템, 장비 레벨에서 모두 만족 및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 관련 승인(approval)을 위한 입증 자료를 Safety Case 

라고 하며, 국내 철도 분야에서는 종합안전대책기술서라고 통상 지칭한다. 종합

안전대책기술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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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Definition of system

Part 2 Quality management report

Part 3 Safety management report

Part 4 Technical safety report

Part 5 Related safety cases

Part 6 Conclusion

┃그림 2-3-6┃ Safety Case 구성

Safety Case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시스템을 개발·

설계 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Generic Product 

Safety Case(GPSC), 두 번째 유형은 Generic Application Safety Case(GASC),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Specific Application Safety Case(SASC)이다. 각 유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Generic Product(GP), Generic Application(GA), Specific Application(SA)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Generic Product(GP)는 어떤 환경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개발되는 제품으로 예를 들면, 전자연동장치(EI)를 구성

하는 CPU, 인터페이스보드 등이 해당될 수 있고, 두 번째로 Generic Application(GA)는 

Generic Product(GP)로 구성되거나 또는 여러 제품이 구성되는 시스템 단위로 개발

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예를 들면, 어느 노선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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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장치(EI)의 랙 단위의 시스템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Specific 

Application(SA)는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되고 운영될 수 있는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예를 들면 특정 노선의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되고 설치될 전자연동장치(EI)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 제작사가 전자연동장치(EI)의 설계·개발하는 목적이 특정 

노선에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였다면 이는 다른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Specific Application(SA)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 제작사가 어느 노선이든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를 

분리하여 전자연동장치(EI)를 구성하여 설계하고 개발한다면 이는 Generic 

Application(GA)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며, Generic Application Safety Case가 승인

된다면 특정 노선에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Specific Application Safety 

Case에 대한 부분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림 2-3-7┃ Safety Case와 Safety Approval간의 관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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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안전이란

1.1. 안전에 대한 개념

안전이란 사람 또는 재산 등의 손상 및 위험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표 2-4-1. 안전의 정의

안전에 대한 개념 이해를 위해 함께 언급되는 용어로 위험원(hazard), 위해(harm), 

그리고, 위험(risk)이 있다. 위험원(hazard)은 인적피해, 물적 손실 등을 일으키는 요인 

또는 이들 요인이 혼재된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말한다. 위해(harm)는 인적피해나 

물적 손실의 결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리적 손상이나 손해를 말한다. 따라서, 

위험원은 위해의 잠재적인 근원이 된다. 위험(risk)은 위험성, 일이 잘 안 풀릴 우려, 

손실의 가능성 등을 의미하며 분야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예를 들면, 

21)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78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22) ISO/IEC Guide 51(2014) Safety aspects Guidelines for their inclusion in standards

출처 정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자연적 혹은 인위적 위험요인이 없거나 이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국토교통부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21)

지속적인 위험원(hazard)의 발굴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하여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risk)이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

국제안전규격을 위한 가이드인 

ISO/IEC GUIDE 5122)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이 없는 것(Freedom from unacceptable risk)

제4절 철도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안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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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식품 분야에서는 위험,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의미로, 금융 분야에서는 비용손실, 

신뢰 상실 등의 의미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오동작, 가동 중단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실수로 무엇인가에 

부딪칠 경우 뜨거운 물은 위험원(hazard), 물이 튀거나 엎질러지는 상황은 위험한 

상황(hazardous situation), 그로 인해 입게 된 화상을 위해(harm)라고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및 결과의 심각성을 위험(risk)이라고 한다.

┃그림 2-4-1┃ 위험원(Hazard), 위해(Harm), 위험(Risk)의 개념

위험(risk)의 크기는 위험원(hazard)이 부상, 사망 등과 같은 위해(harm)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발생빈도, Probability)과 결과의 손실 규모(심각성, Severity)를 조합

하여 산정한다. 위험 평가는 위험원(hazard)을 식별하여 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 

크기를 분석하고 그때 발생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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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개념

소프트웨어 안전이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위험원(Software 

Hazard)이 없거나, 소프트웨어가 해당 위험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23)를 의미한다. 최근 융합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안전(System Safety)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의 정의는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위험원 뿐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 위험원(System Hazard)

에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

美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서는 Safety Critical한 

기능을 직접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또는 위험상황을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표 2-4-2>와 같이 Safety Critical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2-4-2. Safety Critical 소프트웨어 

ㆍ  위험하거나 Safety critical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ㆍ  위험원 관리를 위해 Safety critical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

ㆍ  안전과 관련된 결정(decision)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ㆍ  자동/수동의 위험한 조작(hazardous oper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ㆍ  위험한 제어를 수행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동작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

ㆍ  Safety critical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기능을 비정상 수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출처: NASA Software Safety Guidebook(NASA-GB-8719.13)

美 원자력 위원회(NRC)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위험분석 보고서(NUREG/CR-643024))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 <표 2-4-3>과 같이 제시하였다.‘소프트웨어가 위험원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능 동작 실패나 부정확한 동작, 사고 방지, 

23) 출처 : IEEE 1228:1994, IEEE Standard for Software Safety Plans - 안전필수 소프트웨어(Safety-Critical)  

 안전 중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 폐기하는 전 수명주기 동안 안전성 보장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일련  

 의 안전관리 절차 및 활동에 대한 계획 요구사항을 제시한 표준

24) NUREG/CR-6430 Software Safety Hazar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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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등의 소프트웨어 기능 실패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전 사고 예방이나 사후조치적 측면에서,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소프트

웨어 기능 뿐 아니라 시스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방어하는 소프트웨어 기능 또한 

안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2-4-3. 소프트웨어가 위험원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SW on Hazard Example

소프트웨어 기능 오동작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 원자로 제어 기능 실패 

위험상황이 사고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기능 실패 비상상황모드 수동제어 실패

시스템 위험상태를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소프트웨어 기능 실패 원자로 냉각 기능 실패

사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소프트웨어 기능 실패 방사선차단시스템

출처: NRC Software Safety Hazard Analysis(NUREG/CR-6430)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해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기능성), 부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정확성), 실행은 되나 응답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용성), 간헐적으로 기능이 실패하는 경우(신뢰성) 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속성에 입각하여 다양한 예외적 소프트웨어 동작 상황을 가정하고, 

해당 상황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의 경우 기능성, 정확성, 가용성, 견고성 등 소프트

웨어 속성이 단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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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4. 잠재 위험원(potential hazards)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속성 

소프트웨어 
속성

내용

기능성 소프트웨어가 요구 기능을 누락 없이 수행하는 능력  

정확성 소프트웨어가 오류 없이 입/출력 값을 제공하고 정확한 기능 실행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

가용성
소프트웨어가 운영되는 환경에서 자원 활용 능력(resource capacity)과 응답시간(timing)을 만족하는 

능력

신뢰성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실패 없이 동작하는 능력

견고성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값 입력, 부하발생과 같은 상황에도 정확하게 동작하는 능력

안전성 소프트웨어가 위험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위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

보안성 비인가된 접속이나 외부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능력

출처: NRC Software Safety Hazard Analysis(NUREG/CR-6430) 

NASA 기술표준인 Software Safety Standard(NASA-STD-8719.13C)에서는 소프트

웨어가 시스템 오동작 및 위험에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표 2-4-5>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능 동작 오류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지연이나 통신채널 과부하 같은 성능 처리 문제, 잘못된 사용자 명령과 같은 

운영상 부주의 등 다양한 문제가 시스템 오동작 및 위험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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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5. 소프트웨어 Contributors on Fault, Failures, Hazards

구분 내용(예)

이벤트/액션

- 이벤트 미발생/액션 미동작 

- 잘못된 모드나 상태에서 이벤트발생/액션 실행

- 의도하지 않은 순서로 이벤트발생/액션 실행 

- 잘못된 에러ㆍ예외처리

로직/알고리즘 오동작

- Zero로 나누기

- 사용하지 않는 코드(Dead Code)

- 유효 파라미터 및 경계값 체크 누락

- 무한 루프

- Case/Type Unmatch

- 외부 입력 데이터 및 파일에 대한 체크 누락

통신 및 입출력

- 통신채널 과부하

- 데이터 손상 

- 명령어 송수신 실패

타이밍

- 데이터 지연 또는 데이터 경과(Aging)

- 제한된 시간 내 프로세스 종료/완료 실패

- 데이터 경합

사용자 오류/사용자 인터페이스 

오류

- 사용자의 잘못된 명령 혹은 명령 누락

- 부적절한 순서나 타이밍에 사용자 명령

- 시스템 상태, 메시지 등 표시 실패

-  부정확한 메시지 표시

그 외

- 시스템 리셋

- 메모리 오버로드 또는 메모리 데이터 변질

- 메모리 Deadlock

출처: NASA Software Safety Standard(NASA-STD-8719.13C Appendix E)

NASA의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북(Software Safety Guidebook, NASA-GB- 

8719.13)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 시 안전기능의 정의뿐만 아니라 기능 실행 타이밍, 

최대 메모리 사용량, 요구되는 I/O 속도 등도 함께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안전기능이 실행 시간, 메모리 사용량, I/O 데이터 전송 속도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 동작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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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6.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 고려사항 

고려사항 내  용

메모리 사용량과 가용성

(Memory Usage 

vs. availability)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코드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에 유의해야 한다. 

동적 메모리 할당은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아 발생하는 메모리 누수나 메모리 

중복해제 또는 예기치 않은 데이터 영역을 덮어 쓰는 버퍼 오버런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에 저장될 코드의 크기, 계산 중 또는 최종 결과값 저장에 

필요한 공간 크기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실행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산정하

고 메모리 가용량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IO 사용량과 용량

(I/O Channel Usage 

vs. Capacity)

Internal HW I/O, Interprocess Communication(Messages),  External 

Communications(데이터 출력, 명령어, 원격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여 ‘I/O 채널’에

서 송수신되는 입출력 데이터 양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가령, 채널 리소스 문제로 

안전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와 이외 데이터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I/O 채널은 

에러메시지에 의해 과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요 메시지가 손상되거나 

Overwritten될 수 있다. (이로 인한 사고사례: 영국 ‘Pipe Alpha’ 석유 플랫폼 사고)  

실행시간과 

CPU부하/가용성

(Execution time vs. 

CPU load/availability)

CPU 부하를 모니터링하여 피크타임을 확인한다. 부하가 높은 상황에서도 실행시간

은 적절한지, 메시지 전달의 지연 또는 자원 액세스에 문제는 없는지, 과도한 멀티태

스킹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 저하, 불안정 등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장공간과 실행코드 크기

(Program storage space 

vs. Executable code size)

저장 공간(EPROM, 플래시 디스크 등) 크기가 응용 프로그램 및 운영체제 등 실행 

프로그램 크기 대비 충분한지 확인한다. 

데이터 양과 저장공간

(Amount of data to store 

vs. Available capacity)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양과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RAM, 디스크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거나 다운링크(downlink)되지 않은 이전 데이터

를 덮어 쓰는 등의 문제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출처: NASA Software Safety Guidebook(NASA-GB-8719.13)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중요하게 기여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또는 하드웨어적 안전 진단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의 안전 진단이 반드시 수행

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기능 정상 동작 여부뿐만 아니라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 

기능 반영 여부, 성능 지원, 소스코드 진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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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안전

2.1. 철도 시스템에서의 소프트웨어 역할

ICT 융복합으로 산업 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감시 

및 통제, 제어 기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철도 분야에서도 일부 

시스템이 기계·전기 제어 방식에서 전자 제어 방식으로 대체되었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도가 높아졌다. 연동장치의 경우

에도 기계식 또는 전기식 연동장치가 전자식 연동장치로 변경되었고, 전자식 연동

장치에서는 전기 회로를 제어 소프트웨어로 대체함에 따라 기존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기능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2-4-2┃ 철도시스템 구조와 SW 역할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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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스템은 크게 신호제어, 전력,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프트

웨어는 각 설비를 감시 및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신호제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는 열차 운전 및 신호제어, 열차신호 설비 감시 및 제어, 연동장치 감시 

및 제어, 열차 통합 감시 및 제어, 그리고, 관제와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력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주로 스카다(SCADA25)) 형태로 구축되는데 각종 전력 설비

의 감시 및 제어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통신관리, 

역무자동화 서비스 및 관리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2. 철도 시스템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철도시스템은 구축 시 규격 또는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개발

하고 장치통합, 시운전 시험 등의 단계를 거쳐 현장에 설치되는데, 한 번 구축하면 

10년 이상 오랜 기간 운영되며, 운영하는 동안 시설 확장(예: 노선증설) 및 변경(예: 

신호기 변경)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즉, 시설과 결합되거나 시설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최초 도입 이후 전면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면 교체되지 않는 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지속적인 설정의 변경이나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변경은 잠재된 새로운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작은 소프트웨어 변경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소모되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소프트웨어는 소모 또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도입 단계 위주로만 관리되고 있고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기관의 내규 등으로만 다소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운영 단계의 

점검 기준이나 규격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점검 및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25)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의 약자로 산업 공정/기반 시설/설비를 바탕으로 한 작업공정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uman-Machine Interface, HMI), 감시 시스템 : 기계 제어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인간에게 친숙한 형태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장치

- 감시 시스템 : 프로세스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실질적인 명령을 내린다.

- 원격 단말기(Remote Terminal Unit, RTU): 공정에 설치된 센서와 직접 연결되며,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상호 변환하고, 그 데이터를 감시 시스템에 전달한다.

-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영어: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기기로서,  

   특정 용도를 위해 설계된 원격 단말기(RTU)보다 경제적이고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통신 시설 : 제어 시스템, 원격 단말기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요소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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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철도 소프트웨어의 안전 관리 고려사항

철도시스템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고려사항은 시스템 측면의 안전 관리 컨셉과 동일한 맥락으

로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철도시스템은 주요 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하게 동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궤도회로가 

점유되었거나 선로전환기가 개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신호기가 절대로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해서는 안 되며, 정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건널목장치는 경보 또는 

차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감지 및 제어 로직을 소프트웨어가 담당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시 

이를 유의하여야 설계하고 검증하며, 운영 중 지속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철도시스템은 주요 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잘못된 동작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즉,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인체, 환경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위험 분석 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설계, 구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용자 또는 취급자의 실수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사람의 실수로 

인한 오조작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 또는 취급자가 조작해야 하는 부분은 간단하

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시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운영 단계에서도 명확한 운영 기록을 통해 적시에 보완 및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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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프레임워크 개요

美 원자력 위원회(NRC) NUREG/CR-643026) 보고서, 美 항공우주국(NASA) 

‘Software Safety Standard’, 철도 분야 표준인 IEC 6227827), IEC 6227928)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다양한 표준 및 지침, 그리고, 2015년도부터 철도 분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수행 경험을 토대로 운영 중인 철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세부 영영을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림 3-1-1┃ 소프트웨어안전 진단 세부 영역

26) NUREG/CR-6430 Software Safety Hazard Analysis

27) 철도용 전기 설비의 신뢰성, 가용성,유지 보수성, 안전성(RAMS) 관련 제안요청서(사양서) 및 설명서

28) 철도용 전기 설비의 통신 및 신호 처리 시스템과 제어 및 보호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서

제1절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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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철도 소프트웨어안전 진단 분야

1.1. 안전기능 충분성

안전기능 충분성은 사고나 시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위험원을 식별

하고,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위험원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영역이다. 

철도 분야는 오류나 장애 시 인명 사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 직결 분야로, 국내에는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 도입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고 철도시스템 안전

이 하드웨어/시설 측면에서 접근되는 점, 형식승인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이미 운영

되는 시스템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위험원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기능의 확보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점검 사항이라 하겠다. 

철도시스템의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은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원

을 식별하고 이를 대비한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해당 기능이 

위험원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에 적절한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 기능은 없는지 

등을 진단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통해 위험에 대한 대비ㆍ대처 능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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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소프트웨어품질 안전성은 소프트웨어가 안전 요구사항과 부합되도록 개발되었는지, 

정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예외 상황에서도 적절히 동작하는지를 확인하여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이 시스템의 중대 장애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철도 분야의 소프트웨어 오동작은 그 피해 범위가 단순 성능 저하나 사용상의 불편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지거나 위험상황의 신속한 인지 불가, 대응 

지연 등의 간접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오동작은 물론이고, 위험상황의 잘못된 인지, 기능 수행 지연으로 

인한 사고대응 지연, 운영자의 주요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을 진단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은 크게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과 소스코드 품질 진단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기능동작 정확성은 소프트웨어 주요기능과 

안전 관련 기능을 식별하고 동적 테스트를 수행하여 해당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소스코드 품질 진단은 정적 테스트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소스코드의 메모리 반환 오류, 잘못된 연산 구문 등의 잠재 결함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림 3-1-3┃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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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임베디드 장치, 운영체제와 같은 

기반소프트웨어의 성능, 설정, 운영현황 등의 진단을 통해 시스템이 성능저하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고 기능 오류 없이 동작할지라도 잘못된 기반소

프트웨어 설정값으로 외부 요청을 처리할 수 없거나, 공간 부족으로 중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거나, 부하로 기능 수행이 지연되는 등의 기반소프트웨어 문제는 전체 

시스템 장애로 확산되고 결국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반

소프트웨어 장애를 적절히 감지 및 예방할 수 있는지,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중화 구성이 적절한지, 유사 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백업/복구 

조치가 적절한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표 3-1-1.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진단 대상 예

분류 세분류 구성 기반SW

철도신호설비

폐색장치 제어부 임베디드시스템 및 운영체제

전자연동장치

연동논리부(제어) 임베디드시스템 및 운영체제

표시제어부 서버 및 운영체제

유지보수부 서버 및 운영체제

건널목정보분석장치

주제어기 임베디드시스템 및 운영체제

정보입출력기 임베디드시스템 및 운영체제

분석장치 서버 및 운영체제, DBMS

열차집중제어장치

(CTC/TTC)

DTS 서버 및 운영체제

주컴퓨터 서버 및 운영체제, DBMS

스케쥴컴퓨터 서버 및 운영체제, DBMS

콘솔PC 서버 및 운영체제

전철 전력설비 스마트급전제어장치

OPC 서버 및 운영체제

모장치 서버 및 운영체제

자장치 임베디드시스템 및 운영체제

Ⅲ

Ⅰ

Ⅱ

Ⅳ

Ⅴ

Ⅵ

Ⅶ

Ⅷ

Ⅸ

참
고
문
헌

부

록



소프트웨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철도분야

52

2. 진단 이해관계자

원활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정의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관제사, 기관사, 시설 점검 담당자, 시스템 유지관리 담당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진단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림 3-1-4┃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이해관계자 구성

진단 상임의사결정자는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기획․추진부터 진단 수행 승인, 

중요 이슈 결정, 진단 결과 최종 확인 및 진단 종료 승인까지의 최고 책임을 갖는 자로 

시스템 담당 부서의 장이나 진단 기획추진자 또는 진단총괄의 상위 관리자가 담당할 

수 있다.

진단 기획․추진자는 철도 소프트웨어 진단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관계 부서와의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진단이 필요한 대상 시스템을 선정, 진단 추진 

방식 등을 결정하여 진단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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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수행팀은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실제 수행하는 팀으로 진단총괄의 관리 

아래 진단팀장, 진단 팀원으로 구성되며, 시스템 사용자나 기술지원담당으로부터 진단

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단총괄은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범위와 방향성을 결정하고 진단 추진 및 결과에 

대한 총괄 담당자로, 진단기획․추진자가 역할을 겸할 수 있다. 

진단 수행팀은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진단 실무를 

수행하며, 진단팀장과 진단팀원으로 구성된다. 진단팀장은 진단 수행팀의 관리자

(PM)로서 진단 전략, 절차, 세부일정 등 구체적인 진단 방법을 계획, 관리하며, 진단 

팀원은 진단 영역(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품질 안전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

성)별 전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분석, 동적 시험 및 소스코드 정적분석, 기반

소프트웨어 분석 및 진단 등을 수행한다. 진단 수행팀은 철도시스템 운영기관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 기관이나 기업 인력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진단 수행팀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스템 

구조나 특징, 개발 산출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설계 의도 파악,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사고나 장애 사례 수집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 사용자(예: 관제실 담당자, 철도 차량 기관사 등)와 시스템을 실제

개발․구축하였거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지원담당

(예: 유지관리 수행기업, 개발자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 3-1-2.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이해관계자 주요 역할

이해관자계명 설명 주요 역할

진단 상임의사결정자
진단 기획, 추진, 실시, 최종종료 

등 전반에 걸친 최고 책임자

- 진단 수행 여부 승인, 주요 이슈 결정

- 진단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종료 승인

진단 기획추진자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기획, 추진
- 진단 대상 시스템, 진단 실시 방식 선정

- 진단 실시 방식에 따른 추진(예: 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사업지원부서 재무, 계약 등 사업지원 담당자 - 진단 수행을 위한 관련 사업공고, 발주, 계약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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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구성은 기관의 조직이나 시스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진단총괄이나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 관리 기관의 인력이 담당하되 

기술지원담당은 유지보수 기업의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진단 수행팀의 경우도 

기관에 소속된 내부 인력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관 또는 기업의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진단 수행팀은 안전 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력을 배제할 것을 권고한다. 안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안전평가 담당자는 평가 대상 프로젝트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이 담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 안전 표준(예: IEC 62425)에서는 안전 

조직(Safety Organization)의 구성원 중 평가자는 개발 조직이 아닌 다른 독립조직에 

소속된 인력이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해관자계명 설명 주요 역할

진단총괄 진단기획, 추진, 관리 업무 총괄

- 진단 기획 및 추진

- 이해관계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 진단 계획, 추진 상황, 결과 검토 및 실무적 의사결정

진단 

수행팀

진단팀장
진단을 실제 수행하는 진단 수행

팀의 PM

- 진단 전략 및 계획 수립

- 진단 범위, 일정, 방법 등 수행 관리

- 진단 추진현황 및 결과 보고

진단 팀원 진단을 수행하는 진단 전문가

- 진단 대상 시스템 분석

- 소프트웨어안전 진단 수행(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

웨어품질 안전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기술지원 담당

시스템 진단에 필요한 자료, 환경, 

인터뷰 등 기술적 지원 담당자

(예: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기업 등)

- 시스템 목적, 구조 등 설명 및 인터뷰

- 진단 환경(테스트베드, 데이터 등) 지원

- 유지보수 담당자, 시스템 운영/관리자, 개발자 등

시스템 사용자

해당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여  

철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담

당자(예: 관제사, 기관사 등)

- 시스템 현황 분석을 위한 인터뷰, 운영현황 설명



55

참고  철도 독립안전평가(Independent Safety Assessment)

철도 분야에서 독립 보증(Independent Assurance)업무는 안전성 평가 활동과 가장 많은 관련성을 갖는 

활동으로 안전 절차부터 기존 규격에 대한 준수여부, 계약사양, 조달절차에 이르는 광범위한 활동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독립보증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를 공식적으로 독립안전성평가(ISA: Independent 

Safety Assessment)라고 한다.

독립안전성평가자는 종합안전대책기술서(Safety Case), 안전성 입증자료(Safety Argument), 안전요구

사항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독립안전성평가는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안전성 평가의 범위를 철도 전체 시스템 수준으로 

추진한다면 안전성 평가는 차량, 신호, 급전, 통신, 역사, 기반시설 및 차량기지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평가 대상으로 식별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 범위를 서브시스템 혹은 구성요소(제품) 수준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개발된 서브시스템 및 구성요소(제품)가 적용되는 전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활동이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닌 제3자가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제3자를 통한 평가 활동이 객관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나 시스템 

개발 결과물과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는 위치에 소속된 독립안전평가자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고한

다. 

독립안전성평가는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감사를 수행하고, 시스템 개발 업무 전반에 걸쳐 안전대책기술서(Safety Case), 위험원목록

(Hazard Log), 위험원 분석(Hazard Analysis), 리스크 평가 보고서, 요구사항 문서(특히, 안전요구사항), 

설계 및 시험 사양 등의 주요 안전 관련 문서를 평가한다.

독립안전성평가는  제품, 시스템, 특정 프로젝트가 안전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요구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공하거나 적용된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의 

관련규격 준수 여부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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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 절차   

철도 분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절차는 크게 진단 기획, 진단 실시, 진단 종료 

단계로 정의하였다.

┃그림 3-1-5┃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절차 

 표 3-1-3.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절차별 활동 

 

단계 세부단계 주요 활동(태스크)

Ⅰ. 진단 기획

(→ 제4장)

(1) 타당성 검토
A. 진단 필요성 검토

B. 진단 대상 시스템 조사 및 선정

(2) 추진방안 수립
A. 진단 수행 방식 결정

B. 담당자 선정

(3) 추진방안 보고 및 승인
A. 진단 추진 방안 작성

B. 진단 추진 방안 보고 및 승인

Ⅱ 진단 실시

(→ 제5~8장)

(1) 진단 실시 준비[PRE]

※‘진단실시’단계의 세부 절차 및 태스크는 제5장  

 부터 제8장 내용 참조

(2) 진단 수행 계획[PLN]

(3) 진단 수행[EXE]

(4) 진단 실시 완료[END]

Ⅲ. 진단 종료

(→ 제9장)

(1) 조치계획 수립 -

(2) 진단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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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진단 기획

진단 기획 단계는 본격적인 진단 실시에 앞서 안전 진단 대상을 선정하고 진단 

수행방식(자체 진단 또는 외부 전문기관 의뢰) 등 진단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하는 단계이다. 진단 기획 단계는 세부적으로 타당성 검토, 추진방안 수립 및 추진

방안 보고‧승인 절차를 거치며, 세부 사항은 제4장을 참조한다. 

3.2. 진단 실시

진단 실시 단계는 실질적인 진단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진단 분야

별로 진단 실무 인력이 투입되어 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기반

소프트웨어 안전성의 세부 진단을 실시하고 잠재결함을 확인한다. 진단 실시 단계는 

크게 준비, 계획, 수행 및 완료의 세부 단계로 구성되는데, 진단 준비 단계는 제5장, 

진단 실시 계획 단계는 제6장, 진단 수행 단계는 제7장, 마지막으로 진단 완료 단계는 

제8장을 참조한다.

┃그림 3-1-6┃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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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진단 종료

진단 종료 단계는 진단 결과에 따른 단기 또는 중장기적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진단 의뢰 계약에 따른 사업 종료 절차 등 진단 추진에 대한 최종 종료 처리를 하는 

단계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치방안 수립, 진단 종료보고 등을 수행하며 제9장을 참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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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화된 분류체계는 없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의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공단 표준규격(KRSA)에 따르면 철도는 크게 토목 및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로 분류된다. 이러한 철도 분야 중 전자

제어 특성을 지니고, 소프트웨어가 시설 감시, 제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신호제어, 전철전력, 정보통신 분야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시스템은 본 

가이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단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KRSA), 한국철도표준규격(KRS)에 대한 분야별 

소프트웨어안전 진단 대상 예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1. 국내 철도규격 분류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대상 예

규격 분류 대상 장치 및 시스템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단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신호제어

연동장치

열차제어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

신호전원설비

전철전력 원격감시제어설비

정보통신

여객자동 및 열차행선안내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관제원격방송설비

제2절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대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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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2.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대상 시스템 예

시스템 명 설명

폐색장치 일정한 방호구역 내에서 1개의 열차만을 운행시키기 위한 장치

연동장치

진출하는 선로에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이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현시할 수 있도록 신호기, 선로전환기 등을 상호 전기

적 또는 기계적으로 연동시켜주는 장치

건널목장치 열차가 건널목에 접근 하는것을 차량이나 통행자에게 알리는 장치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열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속도정보를 레일을 통해 연속적으로 차량의 컴퓨터에 

전송하여 허용속도를 표시하며, 운행속도가 허용속도 초과시 자동으로 감속제

어하는 장치

열차자동운전장치(ATO)
열차가 정거장을 발차하여 다음 정거장에 정차할 때까지 가속과 감속, 정위치 

정차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

열차자동방호장치(ATP) 폐색구간의 경계점에 설치된 지상자를 통해 폐색구간의 길이, 기울기, 분기위

규격 분류 대상 장치 및 시스템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

(KRSA)

신호제어

터널경보장치(일반철도용)

ATC원격속도제어장치

ATC폐색입출력전원원격복구장치 

터널경보장치

전철전력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원격진단장치

전절제어반

전력감시제어장치

정보통신
영상감시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

전자연동장치

조작 표시반

열차번호 인식기

건널목 경보장치

건널목정시간제어기

건널목원격감시장치

여객자동안내장치

열차행선안내장치

관제원격 방송장치 

철도차량용품 전동차용 승객안내정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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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명 설명

치 등 지역정보와 지상신호가 현시하고 있는 신호정보 등을 통하여 지상정보

를 차상으로 전송하면 목표속도와 제동목표거리를 연산하고 운행속도가 높으

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중앙에서 여러 개 역의 열차 운행상태를 일괄 감시 및 통제하며 신호장치를 

조작하는 장치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전철이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철변전소에서 전력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

는 스카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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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측면의 철도안전체계는 법제도 측면에서 철도안전법 기반의 형식

승인제도와 표준 측면에서 IEC 62279가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승인제도나 

철도안전표준이 주로 시스템 개발 과정의 안전관리 활동에 포커스되어 있다면 소프트

웨어 안전 진단은 운영 시의 관리활동에 포커스되어, 개발 단계에 구축된 안전 요구

사항이 운영 시에도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철도안전체계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과 아래 그림과 같이 연관성을 그려볼 수 

있다. 

┃그림 3-3-1┃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과 철도안전체계와의 관계

제3절 기존 철도안전체계와 진단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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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승인제도와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형식승인제도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해서 형식승인검사 단계, 제작자승인

검사 단계, 완성검사 단계를 거쳐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형식승인 과정을 

통과한 철도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은 기존 형식승인의 규격 중 소프트웨어 

측면의 요건이 최종 운영중인 시스템에서도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형식승인제도의 철도차량기술기준 및 철도용품 기술기준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과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3-3-1. 철도 차량 기술기준 Part 31(고속철도 차량)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목차(장절)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기준 내용 소프트웨어 안전진단과의 관계

3.2 안전

3.2.6 위험도 분석

3.2.6.3 위험도 분석 방법

4) 충돌안전 위험도 분석

(4) 차상신호장치에 대한 지상신호 설비와의 

적합성,운행제어 안전 핵심장치(기관사 

보안장치와 종합제어장치를 포함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을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페일-세이프(fail-safe) 기능 또는 

이중화(redundancy) 구성, 운행 상태감시, 

고장경보 및 보호기능의 확보와 

자동열차제어 또는 비상정지 등의 운전 

보안기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안전기능 충분성 : 

위험상황에 대한 다양한 

안전기능(예: Fail-safe, 

이중화, 운행상태감시 등)이 

정의되고 설계되어 

시스템형상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 

해당 안전기능에 대한 

정상동작 여부를 

동적테스트를 통해 확인

-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 

해당 시스템 구성 등의 

적절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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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장절)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기준 내용 소프트웨어 안전진단과의 관계

3.2.7 철도 소프트웨어

3.2.7.1 소프트웨어 안전

4) 신청자는 소프트웨어가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요건, 확인 및 

검증요건, 안전성분석 요건 등의 품질보증 

요건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획, 설계, 

구현, 시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8) 신청자는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제표준 IEC 

62279를 기반으로 안전활동을 하여야 한다.

9) 신청자의 소프트웨어 전부 또는 일부가 

신청자와 독립된 전문기관으로부터 국제표준 

IEC62279 기준으로 독립평가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독립평가 대상소프트웨어에 대하여 

3.2.7의 대응 항목에 대한 검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요청에 따라 대상, 

범위, 평가항목을 검토하여 대응 항목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검사 면제 

요청시 제출되는 독립평가보고서의 

발행기관은 ISO 17020 및 ISO 17065에 따른 

검사 업무 자격기관으로 제한한다

- 안전기능 충분성 : 시스템 

개발 시 안전분석 결과 및 

설계, 시험 반영 사항에 대한 

확인(시스템 변경시 

변경내역에 대한 안전성 

확인에 대한 사항 확인)

-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 

안전기능에 대한 테스트 

내역 확인 및 실 시스템 

테스트 수행, 해당 모듈에 

대한 소스코드 정적분석 

수행

-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 

안전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 

시스템 SW 구조 측면의 

확인

3.2.7 철도소프트웨어

3.2.7.2 계획수립

3.2.7.3 요구사항 정의

3.2.7.4 소프트웨어설계

3.2.7.5 소프트웨어 구현

3.2.7.6 소프트웨어 시험

3.2.7.7 소프트웨어 설치

3.2.7.8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2.7.9 철도 소프트웨어 

기술기준 시행

2) 신청자는 KS C IEC 62279에서 권고한 조직 

구성 및 조직간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신청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성 활동에 참여하는 주요조직, 기능 및 책  

임사항

(2) 안전성 활동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생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안전  

 성활동 업무 및 업무의 관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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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차상신호장치

4.7.1 시스템 일반

10) 차상신호장치는 자기진단기능 기능을 
가져야 하고, 열차방호 기능은 

바이탈(Vital) 처리 기능이어야 한다. 또한 
차상신호장치는 오동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열차의 안전운행이 

확보될수있도록 페일-세이프(fail-safe) 
기능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11) 차상신호장치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감시하여 성능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2) 차상신호장치는 페일-세이프(fail-safe) 

동작 개념에 의한 자동절체 방식의 
다중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장치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차상신호장치의 설계, 제작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원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안전기능 충분성 : 시스템 

위험분석을 통해 자가진단 
기능이 안전기능으로 
도출되었고, 설계 및 

구현되었는지 확인, 
오동작 발생 시 Fail-safe 
안전기능 적용 여부 확인

-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 
자가진단기능을 토대로 
실제 시스템 오동작 발생 

시 Fail-safe 측면으로 
자동절체 기능이 
정상동작하는지 테스트 

확인, 해당 기능에 대한 
소스코드 정적분석 수행

-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 

시스템 구조 측면에서 
Fail-Safe 측면의 
자동절체 및 다중계 설정 

및 구성의 적절성 확인

4.8 종합제어장치

4.8.1 종합제어장치설계

1) 종합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컴퓨터간의 
정보전송 계통은 페일-세이프기능을 
가져야 한다

- 안전기능 충분성 : 
종합제어장치에 대한 
위험분석 결과에 

Fail-safe 안전기능이 
분석되고, 설계 및 구현 
결과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 

종합제어장치의 

구성요소가 실제 
Fail-safe 기능이 
정상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통해 확인
-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 

종합제어장치 

구성요소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Fail-safe 

기능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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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2. 철도 용품 기술기준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목차(장절)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기준 내용 소프트웨어 안전진단과의 관계

4. 요구사항
4.1 일반사항

3) 전자연동장치는 페일 
세이프(Fail-safe)의 원칙에 의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부품 또는 모듈,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입력신호의 손실, 연산오류, 
소프트웨어 작성오류 등의 경우에도 
열차운행에 위험한 출력발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10)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환경 전반에 걸친 
위험원을 도출하고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성이 허용될 수 있는 
안전수준으로 제어되고 있음을 IEC 
62278에 따라 제3자에 의해 
검사받아야 하며 프로그램 가능한 
제어기를 포함할 경우 IEC 62425와 IEC 
62279에 따라 하드웨철도용품 
기술기준 KRTS-CO-Part5-2016 
신호통신용품 및 소프트웨어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해당 무결성 수준에 
대한 요구사항 만족을 제3자에 의해 
검사받아야 한다.

- 안전기능 충분성 : Fail-safe 
측면으로 SW위험분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SW설계서에 반영되고, 
실 시스템의 SW오류 상황에서 
안전측면의 위험한 출력신호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 SW품질 안전성 : 해당 장치의 
SW오류 상황에서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테스트를 
통해 열차운행에 위험한 
출력신호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해당 제어기의 소스코드에 
대하여 IEC 62279 요건 기반의 
정적분석 수행

4.2 기능 특성
4.2.1 일반조건

1) 장치의 모든 바이탈 기능은 안전측 
동작(Fail-safe) 원리에 따라 설계되고 
구현되어야 한다.

7) 신청자는 자동폐색제어장치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환경 전반에 걸친 
위험원을 도출하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가능한 제어기를 포함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검증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기능 충분성 : Fail-safe 
측면으로 SW위험분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SW설계서에 반영되고, 
실 시스템의 SW오류 상황에서 
안전측면의 위험한 출력신호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 SW품질 안전성 : 해당 장치의 
SW오류 상황에서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테스트를 
통해 열차운행에 위험한 
출력신호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해당 제어기의 소스코드에 
대하여 IEC 62279 요건 기반의 
정적분석 수행

4.2 기능특징
4.2.1 일반조건

8) 신청자는 AF궤도회로장치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환경 전반에 걸친 
위험원을 도출하여 안전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포함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검증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기능 충분성 : SW위험분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SW설계서에 반영되고, 
실 시스템의 SW오류 상황에서 
안전측면의 위험한 출력신호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 SW품질 안전성 : 해당 장치의 
SW오류 상황에서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테스트를 
통해 열차운행에 위험한 
출력신호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해당 제어기의 소스코드에 
대하여 IEC 62279 요건 기반의 
정적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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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안전 국제표준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철도 분야 중 소프트웨어와 가장 밀접한 신호 분야의 철도 안전 관련 국제 표준으로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가 있다. IEC 62278은 철도시스템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 관점

에서 전체 시스템 생명주기 단계별 활동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IEC 62279는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V-모델 기반 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산출물, 준수해야 할 기술적인 요구사항(기법 등) 등을 정의하고 있다. 

IEC 62425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철도시스템에 대하여 안전성 입증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종합안전대책서(Safety Case)로 작성/제출,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성 

승인과 관련된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 안전표준은 철도시스템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필요한 활동들에 대한 지침과 이를 만족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방안에 대해서는 깊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철도 안전표준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운영 

중인 철도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본 가이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철도안전표준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은 다음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다. 먼저, 철도

시스템의 전체 생명주기에서 기본적으로 IEC 62278 표준을 적용하고, 그 중 소프트웨어 

분야는 IEC 62279 표준을 활용하며, IEC 62425 표준에 준하여 안전성 승인을 받아 철도

시스템을 실 현장에 운영을 개시한다. 철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과정에서는 시설/

장비에 대한 정기/비정기 점검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은 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가이드를 활용하여 

안전 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가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대상 

철도시스템이 철도안전표준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철도안전표준에 

부합하게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을 별도 준수 및 증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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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기획 단계는 진단에 대한 첫 밑그림을 그리고 실제 진단 

실시를 위한 사전 기획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진단 기획추진자를 중심으로 진단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단 대상 시스템을 선정

하며, 진단 영역 및 진단 수행 방식 등을 결정한다. 또한, 진단 수행방식에 따른 진단 

의뢰, 부서 간 협조 요청, 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

 표 4-1-1.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기획 단계

단계 세부단계 주요 활동(태스크)

Ⅰ. 진단 기획

(1) 타당성 검토
A. 진단 필요성 검토

B. 진단 대상 시스템 조사 및 선정

(2) 추진방안 수립
A. 진단 수행 방식 결정

B. 담당자 선정

(3) 추진방안 보고 및 승인
A. 진단 추진 방안 작성

B. 진단 추진 방안 보고 및 승인

Ⅱ 진단 실시

(1) 진단 실시 준비

※ ‘진단실시’ 단계 세부 절차 및 태스크는 '제5장 진단 

실시 준비', '제6장 진단 실시 계획', '제7장 진단 수행', 

'제8장 진단 실시 완료' 참고

(2) 진단 실시 계획

(3) 진단 수행

(4) 진단 실시 완료

Ⅲ. 진단 종료

(1) 조치계획 수립 -

(2) 진단 종료 -

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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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당성 검토

진단 기획추진자는 진단 개념 및 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단 필요성과 목적, 

기대효과를 확인하고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파악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조사

하거나 내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진단 대상 시스템을 선정한다. 

  1-A. 진단 필요성 검토

진단 기획추진자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필요성을 검토한다. 먼저 기관의 안전 목표 및 지침, 기관 내 최근 안전 

이슈, 안전 진단 사례 등을 파악하고, 기관 및 시스템 특성, 안전 이슈 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의 기대효과, 진단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진단 기획추진자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목적, 진단 세부분야, 수행 절차 등‘소프트

웨어 안전 진단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프로젝트 기획 능력 및 부서 간 협조 ․ 협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스템 운영

부서의 실무자 또는 기관 내 안전 진단을 전사적으로 총괄하는 담당자 중에서 위와 

같은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진단 기획추진자로 선임한다.

  1-B. 진단 대상 시스템 조사 및 선정

진단 기획추진자는 소프트웨어 오동작, 성능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시 국민 생명, 건강, 

재산, 환경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진단 대상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 부서나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목적, 주요 기능, 파급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한다. 또는, 기관 

내 수요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소요를 파악할 수도 있다.

제2절 주요 활동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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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중요도, 시스템 오동작 ․ 장애 시 파급도, 복구 ․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시스템들을 파악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하에 시스템 운영 현황, 안전 관련 최근 

이슈 및 중요도,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진단 시급성, 진단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 대상을 선정한다.

 표 4-2-1.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대상 시스템 선정 시 고려사항(예)

∙진단 중요성 : 시스템 운영자, 시스템 이용자 규모, 시스템 오동작 시 피해범위 및 규모

∙진단 시급성 : 시스템 개선 시급성, 진단 결과 활용 시기 

∙진단 요건 적합성 : 시스템 산출물 보유 여부/정도, 시스템 진단 지원 가능 여부(시스템 접근 환경, 

시스템 운영자 및 기술지원담당자 지원), 테스트 환경 지원 여부 등

∙진단 효과성 : 진단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가능성

2. 추진방안 수립

진단을 기관 내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할지, 혹은 외부 진단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전체 진단 활동을 총괄 관리할 진단 총괄을 선정한다

  2-A. 진단 수행 방식 결정

진단 기획추진자는 진단 대상 시스템 및 진단 영역을 고려하여 진단을 수행할 방식을 

결정한다. 각 진단 세부 영역별로 요구되는 진단 수행자의 역량29), 가용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진단을 기관 내 인력으로 자체 수행할지 또는 외부 전문 기관(또는 기업)에 

의뢰할지 결정한다.

진단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 기획추진자는 진단 세부 영역별 

진단 역량을 보유한 내부 인력이 있는지, 내부 인력이 진단 가능한 세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진단 기간 내 인력 투입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여 자체 진단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29) <표 5-2-7> 진단 수행팀 구성원의 필요 역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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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외부 전문 기관(또는 기업)에 진단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하고자 하는 영역, 진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 및 가용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 진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기업)을 조사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의뢰 방식도 결정한다. 가령, 소프트

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여 추진할 수도 있으며, 대상 시스템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범위 내에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과업지시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참고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수행 방식별 고려사항

자체 진단

자체 진단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 내 진단 전문 인력, 진단 대상 시스템 이해관계자 등에 공식적으로 진단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진단 인력, 지원 인력 등이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진단 기획추진자는 최종 승인된 진단 추진(안)을 바탕으로 기관 내 진단 

전문 인력이 소속된 부서에 진단 영역, 추진 절차 및 기간, 지원 협조 사항 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본격적

인 진단 실시에 앞서 사전 합의 및 협조를 구한다. 진단 참여 인력 구성 확정 및 상세한 업무 범위는 

‘진단 실시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본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진단 추진방향 및 추진 기간, 진단 참여 

인력 구성에 따른 소요 인력 지원 등에 대한 부서 간 사전 협조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외부 전문기관·기업에 진단 의뢰

외부에 안전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진단 기획추진자는 내부 계약처리 지침 및 방법을 확인하고 사업지원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공고, 선정, 계약 등을 추진한다.

사업지원 담당부서와 사업 공고 및 계약 추진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 처리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를 한다.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진단수행 기관(또는 기업)을 최종 선정 및 계약한다. 제안요청서 작성 시에는 최종 승인된 진단 추진(안)

을 바탕으로 진단 대상 시스템과 진단 영역, 수행결과 및 산출물 등 과업 지시 내용, 진단 시기 및 기간, 

진단 인력의 자격 요건, 계약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진단 기획추진자는 사업 제안서를 검토하고 사업제안 내용이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취지 및 목적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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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담당자 선정

진단 수행 방식이 결정되면, 진단 전체를 총괄 또는 실무적으로 관리할 진단총괄

및 진단팀장을 선정하도록 한다.

진단총괄은 진단 수행 체계 구성, 진단 지원 협조 요청, 진단 계획‧추진경과‧주요 

이슈 등을 검토 및 승인한다. 진단총괄은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시스템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시스템 개선 의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길 권장한다. 왜냐하면, 진단 지원 인력의 협조를 구하고 타 

부서 및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진단에 참여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단 이후 개선활동 및 후속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기관 내 상위관리자 및 상위 기관에 보고 및 설득을 하거나 필요 시 시스템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진단팀장은 진단 수행팀의 관리자(PM)로 진단 전략 및 방법 계획, 진단 수행 및 

진단 결과 산출 등 진단 실무 관리를 담당한다. 진단 기획추진자가 진단총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진단 대상시스템 운영 ․ 관리 담당자가 진단총괄을 담당할 수도 

있다. 진단팀장은 자체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 전문 진단 인력 중에서 진단

팀장을 선임하며, 외부 기관에 진단 의뢰 시에는 제안요청서에 진단팀장의 역량을 

명시하여 종합적으로 진단 내용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선정한다. 

하는지 확인하고, 주요 과업 내용이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누락 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진단팀장을 포함한 진단 인력의 전문성이나 경험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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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안 보고 및 승인

진단 기획추진자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추진 방안을 작성하고 보고 및 승인을 

득한다.

  3-A. 진단 추진 방안 작성

진단 기획추진자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취지 및 필요성, 진단 대상 시스템, 진단 

세부 영역, 진단 수행 방식, 진단 시기 및 기간, 추진 체계 및 절차,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추진 방안을 작성한다. 

내부 인력이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진단 투입 인력 명단, 협의된 일정 계획 

등을 명시하고, 외부 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진단 의뢰 방식

(예: 전문가 활용, 별도 용역 발주, 유지보수 사업의 과업으로 포함), 소요 비용, 예산 

확보 방안,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다. 

  3-B. 진단 추진 방안 보고 및 승인

진단 기획추진자는 진단 상임 의사결정자에게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추진 방안을 

보고 및 최종 승인을 득하고, 진단 추진 근거 및 동력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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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준비 단계에서 진단총괄 및 진단팀장은 구체적인 진단 목적 및 범위를 정의하고,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진단 수행팀 구성, 사전 준비사항 협의 및 준비를 수행한다. 

준비단계(PRE) 계획단계(PLN) 수행단계(EXE) 완료단계(END)

A. 진단 목적 및 범위 

   정의

B.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진단     

 수행팀 구성

C. 사전 준비사항 협의  

 및 준비

A. 시스템 예비분석

B. 진단 계획 수립

C. 진단 계획 보고

A. 안전기능충분성 수행

B. 소프트웨어품질안전성 

수행

C.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수행

A. 진단 결과 검토

B.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완료

┃그림 5-1-1┃ 진단 준비 단계 절차

 표 5-1-1. 진단 준비 단계 활동  

단계 절차 주요 활동

준비 단계

(PRE)

A. 진단 목적 및 범위 정의

01. 진단 목적 정의

02. 안전 관련 표준 준수 여부 확인

03. 진단 환경 확인 및 범위(상위수준) 협의

B.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진단 

수행팀 구성

01.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02. 진단 지원 인력 협조 요청

03. 진단 수행팀 구성

C. 사전 준비사항 협의 및 준비

01. 진단 준비사항 협의

02. 진단 환경, 산출물 등 사전준비

03. 진단 준비상태 확인

진단총괄과 진단팀장은 구체적인 진단 목적을 정의하고 시스템 진단 범위를 서브

시스템 수준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 내․외부의 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거나 센서, 계측기 등 현장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어느 인터페이스 

범위까지 진단을 수행할지를 정의한다.

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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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기간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시스템 분석 및 분석 결과 검토, 시스템 

운영 및 장애현황, 진단 결과 확인 등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진단 수행팀을 구성한다. 

진단총괄과 진단팀장은 진단 수행 환경, 시스템 분석을 위한 산출문서, 인터뷰 지원 

등 진단에 필요한 사항과 진단 착수일을 상호 협의하고, 사전 준비사항 및 준비 기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준비한다. 

┃그림 5-1-2┃ 진단 준비 단계 추진체계

진단 준비 단계의 절차, 주요 활동 및 고려사항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진단절차 및 방법은 기관의 상황이나 시스템 특성에 맞게 변경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수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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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단계(PRE)는 진단 목적, 범위를 협의하고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는 등 진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정리 및 준비하는 단계이다. 준비 단계는 크게 3개의 

절차로 구성되며, 각 절차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그림 5-2-1┃ 준비 단계의 세부 절차 및 주요 활동

1. [PRE-A]. 진단 목적 및 범위 정의

┃그림 5-2-2┃ 진단목적 및 범위 정의 주요 활동

제2절 주요 활동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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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RE-A-01]. 진단 목적 정의

진단총괄은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의 목적을 정의한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의 목적은 운영 중인 철도시스템의 잠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실제로 시스템이 

이를 감지, 회피, 완화 또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진단 목적은 진단 수행 시점, 진단 결과 활용 계획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정의될 수 

있다. 만약, 현재 운영 중인 철도시스템의 개보수가 예정된 경우라면 안전 요구사항 

도출이나 상세한 소프트웨어 수정 방향성 수립이 진단 목적이 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노선 구축 등으로 타 시스템 연계나 시스템 확장을 앞둔 경우에는 시스템 확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의 식별 및 위험원의 수용 가능성 검토가 주요 목적이 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결함의 식별, 안전에 치명적인 소스코드 내 잠재 결함의 발견, 기반소프트웨어의 잠재 

위험요소 식별 및 예방 방안 마련 등이 그 목적이 될 수 있다.

| 참고 | 진단 목적 정의 예시

안전기능 현황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 현재 운영 중인 철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 발견 및 제거

- 결함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과 관련한 기능 결함의 발생 조건·시나리오 파악을 통한 기능 주의 사용 

및 회피 방안 대책 수립

-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스코드 내 잠재 결함을 검출하고 수정

- 시스템 개·보수 과정에서 개선이 시급한 소스코드 결함 및 관련 모듈 식별 및 조치

- 기반소프트웨어 잠재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장애 상황 예방

- 기반소프트웨어 개/보수 과정에서 개선사항 식별하여 반영

- 철도 규격에 따른 구현 정확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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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RE-A-02] 안전 관련 표준 준수 여부 확인

진단 대상 시스템이 IEC 62279와 같은 철도 안전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파악한다. 안전표준을 준수한 시스템의 경우 위험 분석, 안전 요구사항 등이 기술된 

문서(예: 위험분석서, 종합안전대책기술서)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진단 효율을 

위해 진단 출발점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표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위험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있고, 개발 각 단계의 설계 

내역이나 테스트 결과서 등을 충실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진단 시 이를 활용하여 

진단 기간을 줄이거나 단기간에 깊은 수준의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개발산

출물이 작성된 후 소프트웨어가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 내역이 개발산출물에 반영, 

즉, 개발산출물이 현행화되어야 하므로, 현행화 정도를 개괄적으로라도 확인한다. 

1.3 [PRE-A-03] 진단 환경 확인 및 범위(상위수준) 협의

1.3.1 진단 환경 확인

진단팀장은 테스트베드 등 진단 환경을 확인한 후 진단총괄과 세부적인 진단 

범위를 협의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은 문서 중심의 관점이 아닌, 실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관점이므로, 진단 환경의 사전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① 테스트 환경

진단 대상 시스템의 테스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 테스트베드에서 확인 가능한  

기능, 다양한 시나리오를 재현할 수 있는 환경 및 장비(예: 시뮬레이터 등), 테스트 

데이터 종류 및 크기 등을 파악하여 테스트 가능한 범위와 환경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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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1. 테스트베드 확인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내용

1 테스트베드가 구축된 지역 또는 장소는 어디인가?

2 테스트베드를 담당하는 담당부서·담당자와 연락처는 무엇인가?

3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테스트베드 구조 및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4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 대비 테스트베드가 지원 가능한 기능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5 시뮬레이터, 테스트용 연계 장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가?

6 연계되는 외부 데이터를 포함한 테스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가?

7 테스트베드 이용 매뉴얼이나 설명서가 있는가? 제공 가능한가?

8
테스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 협조가 가능한가?

*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터 활용 방법 교육, 활용 기간/시간/출입 협조 등

철도 분야의 경우 운영 환경과 별도로 구축된 독립된 테스트 환경(테스트베드)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발 환경을 이용하거나 실 운영환경에서 

제한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테스트베드 확보 상태, 테스트베드 지원 범위

(예: 전체 시스템 중 일부 서브시스템의 테스트 환경만 구축), 운영 시스템에서 테스트 

가능한 범위 및 제약사항(예: 철도 서비스가 종료되는 새벽시간에 테스트 가능, 일부 

기능만 테스트 가능) 등에 따라 진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테스트 환경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별도의 테스트베드 확보가 어렵거나 운영환경에서의 진단도 극히 제약적인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로그 및 장애로그 확인, 축적된 데이터 확인,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하거나 비정상 동작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결함을 유추 또는 확인하여 진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테스트 환경 확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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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테스트 환경 유형에 따른 고려사항

테스트베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철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기관 내에 또는 시스템 개발사(제작사)에 별도의 테스트베드가 구축

되어 있다면 진단 기간동안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전체 시스템 기능 대비 테스트베드

에서 확인 가능한 기능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지, 현장 

상황 재현을 위한 활용 가능한 시뮬레이터 장비 및 프로그램이 있는지, 테스트베드 사용과 관련

된 기술 지원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별도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위해 철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기관에서 임시로 테스트베드 구축이 

가능할 경우, 진단 대상 시스템과 유사한 하드웨어 장비(예: 서버, PC 등) 사양, 각 장비에 설치

해야 하는 운영체제 및 각종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확인한다. 특히, 테스트베드 

구축 시에는 시스템 구축을 수행한 실무자 또는 개발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

위 2가지 경우의 환경 구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 운영환경에서의 테스트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이 때에는 테스트 중 발생한 소프트웨어 오동작으로 인해 시스템 운영/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 테스트를 수행하는 등의 제약사항을 사전에 세심하

게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시스템 업데이트/패치 일정, 시설 

점검 일정 등 다른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 복원 절차, 복원 방법, 복원 

불가 시 긴급 대처 방안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만약, 테스트 중 기능 오동작에 의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복원 및 장애 복구를 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 운영환경에서 

테스트 하는 경우 테스트 수행 시간을 시스템 운영시간과 너무 촉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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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스코드 진단 환경

소스코드 품질 진단을 위한 소스코드 보유 현황, 소스코드 상태(예: 최신 소스코드 

보유), 개발언어, 소스코드 진단 도구 사용 가능여부, 진단 환경 등을 확인한다. 

철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기관에서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스코드에 대한 변경이력 및 형상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과 매우 상이할 경우 진단이 불가능하므로 소스코드 상태도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소스코드가 컴파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진단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소스코드 컴파일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스코드는 개발언어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진단 도구가 달라지므로 개발언어를 

확인하고 해당 언어를 지원하는 도구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한 시스템 내에

서도 모듈 또는 서브시스템별로 개발언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듈별 개발언어를 

모두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철도시스템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개발언어는 C, C++ 

등이다. 또한, 컴파일러 버전이나 소스코드 라인수에 따라 진단 도구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발 환경30), 컴파일러 종류 및 버전, 소스코드 라인 수도 확인한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진단도구를 선정하여야 하며, 도구 선정 시에는 라이선스 

및 비용을 함께 확인한다. 

 표 5-2-2. 소스코드 진단을 위한 기본정보 조사내용(예)

구분 소스코드 진단을 위한 기본 정보(예)

소스코드 관련 정보

- 서브 시스템별 개발언어

- 소스코드 라인수 

- 소스코드 유지보수 및 형상관리 이력

- 개발시 적용된 코딩 규칙 또는 관련 산업 분야의 요구 표준

개발환경 관련 정보
- 개발환경(IDE) 종류 및 버전(예: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 등)

- 운영체제, 컴파일 환경 정보 등

 

30)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 소

스코드 코딩을 위한 편집기, 개발 중 소스코드 정상 동작 확인을 위한 디버거, 소스코드를 번역하기 위한 컴

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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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팀장은 어떤 기준으로 소스코드를 진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소스코드 진단은 소스코드 코딩 규칙 기반 진단과 실행 오류 검출 진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스코드 코딩 규칙 기반 진단은 소스코드 개발 언어별로 권장되는 코딩 

구문(Syntax) 등에 따라 소스코드가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실행 오류 검출 

진단은 소프트웨어 실행 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유추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소스코드 코딩 규칙 기반 진단은 개발언어에서 권장하는 코딩 규칙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C 또는 C++로 구현되어 있는 소스코드는 MISRA31)에서 제시하는 

코딩 규칙 진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철도 안전 표준인 IEC 62279에서 

요구하는 소스코드 준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소스코드 실행 오류 

검출 진단은 소스코드가 코딩 규칙에 위배 되지는 않지만, 실행 과정 중 잘못된 

데이터 입력이나 연산으로 인해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와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야기하는 상황을 검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스코드 내에서 나누기 연산을 수행

하는 경우 구문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피젯수로 입력된 값이“0”인 경우(0으로 

나누기)는 연산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실행 중 강제 종료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된다. 따라서, 나누기 연산 수행 시에는 반드시 피젯수가 “0”인지를 

확인하고 “0”이 아닌 경우에만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도록 소스코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소스코드에 잠재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5-2-3. 소스코드 진단 방식에 따른 기준 분류

구분 내용 비고

코딩 표준

기반 분석

소스코드 안전성, 신뢰성, 가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코딩 표준을 기반으로 위배

사항 검출

- 코딩 표준 (예)

 : IEC 62279, MISRA-C 등

실행 오류

검출

소프트웨어 실행 시 프로그램 비정상 중지, 

메모리 누수 등 중대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소스코드 검출

- 실행 오류 (예)

 : 메모리 중복해제, 0으로 나누기, 

범위를 벗어난 배열 참조 

두 진단 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진단 기준을 모두 수용하여 수행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준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절한 도구의 지원 및 

31) Motor Industry Software Reliability Association, 자동차 관련 협회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성, 호환성 및 신

뢰성 확보를 위해 정의한 규격으로 C/C++ 언어 표준인 MISRA-C/C++이 자동차를 비롯한 우주, 의료, 국

방, 철도, 일반산업 등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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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 여부이다. 참고로, 소스코드 품질 확인 시 소스코드 복잡도, 코드 주석률, 

코드 중복률, 미사용 코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표 5-2-4. 소스코드 품질 진단 항목(참고)

마지막으로, 소스코드 진단 도구에서 오탐(False-alarm) 내역을 걸러내고 실제 

개선대상이 될 소스코드를 선별하는 작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소스코드 진단 

도구에서 제시하는 결함은 ‘잠재적인 결함’으로 실제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소스코드의 전후 문맥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진단을 수행할 경우, 소스코드 진단 도구의 실행 결과를 모두 개선 대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소스코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잘못 탐지되었거나 과도하게 

검출된 사항 등을 식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항목 내용

복잡도

소스코드 복잡도(Cyclomatic Complexity) : 소프트웨어의 한 단위(Method 혹은 Function) 

내의 소스코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지표. 항공 분야에서는 복잡도를 

10 이하로 권고하며,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15 ~ 25 이하로 복잡도를 관리할 

것을 권고

주석률

코드 주석률(Comments) : 주석이란 소스코드 가독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코드에 

추가되는 설명으로,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지침에서는 주석률을 

30% 이상으로 요구

중복률

코드 중복률(Duplicate code) : 소스코드 중 코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율로, SW 유지보수 

관리 지표 중 하나로 사용. 중복률이 높을 경우 소스코드 수정 시 중복되는 부분을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미사용 코드

미사용 코드(Dead code)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코드에 있기는 하나 실제 프로그램에서 

수행되지 않는 코드로, 이러한 코드는 소스코드 수정 시 잘못된 코드를 수정하는 실수를 

야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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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5. 소스코드 품질 진단을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리스트

1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는가? 모든 서브시스템의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는가?

2 소스코드는 총 몇 라인인가? 

3 소스코드는 어떤 개발언어로 작성되었는가?

4 IDE, 컴파일러 종류 및 버전 등 SW 개발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5
소스코드를 컴파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가?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에 따라 컴파일이 

불필요할 수도 있음)

6 개발 시 어떤 코딩 규칙을 적용하였는가?

7 시스템 개발 시 참조한 규격, 지침, 표준 등이 있는가?

8 개발언어, 컴파일러, 코딩 규칙, 표준 등을 지원하는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가 있는가?

9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 사용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10
확보된 예산이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를 구매하기 부족한 경우, 해당 도구를 일시적으로 렌탈하는 

형태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가?

11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 가능한 무료 도구가 있는가?

12 무료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진단 범위가 축소되지는 않는가?

13 도구의 분석 결과에서 오탐을 걸러내기 위한 자원(예: 인력,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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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소스코드 코딩 권고사항

NASA Software Safety Guidebook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 중요 시스템에서 소스코드 결함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언어별 코딩 규칙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언어 개발언어 특성에 기반한 코딩 권고사항

C

∙ 실행 우선순위에 따른 괄호 사용할 것

∙ 매크로(MACRO) 내에서 변수 이름에 괄호 사용할 것

∙ 복잡한 매크로 정의에 전처리기 사용 금지

∙ 암시적 형변환(implicit type conversion) 금지

∙ void 포인터 사용 금지

∙ 배열과 문자열 범위 체크할 것

∙ 항상 함수 프로토 타입 사용할 것

∙ 전역변수 사용 최소화할 것

∙ switch...case 문에 항상 default 절 포함할 것

∙ 재귀(recursion) 사용 금지

∙ 오류 처리 절차 및 상태, 에러 로깅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

C++

∙ 다중 상속 사용 금지

∙ 상속 수준 최소화

∙ 포인터 사용 최소화

∙ 별칭(Aliases) 사용 금지

∙ 함수 호출 또는 표현에서 side-effect* 없을 것

  * 어떤 객체를 접근해서 라이브러리 I/O, 객체변경 등 변화가 일어나는 행위

∙ 클래스 상속시 클래스 소멸자 가상 생성할 것

∙ 컴파일러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기본 생성자를 정의할 것

∙ 복사 생성자(copy constructor)를 정의할 것

∙ 클래스에 대한 대입 연산자(assignment operator)를 정의하거나 컴파일러에서 

생성된 것을 나타내는 주석을 추가할 것

∙ 연산자 오버로딩을 간결하고 균일하게 사용할 것

∙ 함수의 외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const 사용할 것

∙ RTTI(Run-Time Type Information)* 사용 금지

  * 런타임 시 객체의 자료형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는 C++ 메커니즘

∙ 전역 변수 사용 자제하고 정적(static) 데이터 멤버로 구조에서 선언할 것

∙ 소멸자가 생성자 및 멤버함수에 의해 할당된 모든 메모리를 제거하는지 확인할 것

∙ STL(Standard Template Library)* 주의하여 사용할 것

  * C++을 위한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 배열에 대해 delete 사용시 특히 주의하고, 할당된 이후 포인터 삭제 여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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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소스코드 품질 메트릭(Metric)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품질 측정

   -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에서는 소스코드 복잡도 측면에서 

품질 메트릭 점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메트릭 종류 제한 권고값 설명

Cyclomatic Complexity 20 이하 함수 내 코드 복잡도

Number of Call Levels 6 이하 함수 내 조건문의 최대 중첩 호출(nesting) 깊이

Number of Function 

Parameters
8 이하 함수의 매개변수 개수

Number of Calling Functions 8 이하 몇 개의 다른 함수가 이 함수를 호출하는지 여부

Number of Called Functions 10 이하 이 함수가 몇 개의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지 여부

Number of Executable Code 

Lines
200 이하 함수 내 실행 가능한 코드 라인 수

Comments 30% 이상
코드 이해를 위한 주석 비율

※ 주석률 = 주석문의 수 / 실행문의 수

   - 복잡한 소스코드는 유지보수 시 가독성,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고 이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유입될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소스코드 품질 메트릭을 

관리하고 함수의 크기는 70줄 이내, 소스코드 파일 하나는 200줄 이내, 코드 한줄의 

길이는 80자 이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열차제어시스템 소스코드 평가 기준 연구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열차제어시스템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기술 개발 연구 보고서에

서는 소스코드 메트릭의 정량적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SW SIL 복잡도 기준

SIL0 NA

SIL1 복잡도 50 이하 허용

SIL2 복잡도 20 이하 허용

SIL3
복잡도 10 이하 허용

SIL4

* 출처: 열차제어시스템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기술 개발 연구보고서, 2011.6,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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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스템 운영 환경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DBMS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동일한 종류의 기반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제조사나 버전에 따라 특성이나 진단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반소프트웨어 종류 및 정보를 확인한다. 진단 대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반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진단 범위를 정의할 수 있고 

진단 인력 구성, 진단 도구 준비 등 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 

진단총괄 및 진단팀장은 시스템 구성 현황, 이중화(다중화) 구성 정보, 기반소프트

웨어 종류‧버전 등을 상위수준에서 파악한다.

 표 5-2-6. 기반소프트웨어 기본 정보 확인을 위한 질의서(예)

구분 번호 내용

시스템 

기본 정보

1 시스템의 목적 및 주요기능은 무엇인가?

2 시스템 구성 아키텍쳐(HW, NW, SW)는 어떻게 되는가?

3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및 클라이언트의 운영체제 및 버전은 무엇인가?

4 시스템 기능 또는 서브시스템 중 안전과 관계된 기능 및 서브시스템은 무엇인가? 

5 상용 서버 또는 PC가 아닌 임베디드 형태의 장비가 있는가? 

6
시스템 구성 요소 중 장애에 대비하여 다중화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는가?  
(예: 서버 다중화, DBMS 다중화, 네트워크 다중화, 스토리지 다중화)

시스템

운영 정보

7 시스템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성능이 저하된 사례가 있는가?

8 시스템 운영 중 부하가 가장 높은 시간대 또는 작업은 무엇인가?

9 시스템 최초 도입일자, 시스템 변경이력(유지보수/패치/업그레이드 등)를 확인하였는가?

10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정기점검 주기, 내용 및 조치방법은 무엇인가?

11
시스템 운영 단계에서 성능 진단, 용량 산정, DB 사용현황 진단 등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가?

12
시스템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운영업무 주기는 얼마인가?
(예: 열차운행스케줄을 1주일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면 운영업무 주기를 1주일로 
볼 수 있음)

기반

소프트웨어 

정보

13 DBMS가 사용되고 있다면. DBMS 종류 및 버전은 무엇인가? 

14 DBMS의 용도 및 주요 저장 데이터는 무엇인가? 

15 데이터 연계 시 사용되는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고 있는가?

16 현장 제어설비 등과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연계 흐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17 성능관리, 백업 등을 위한 별도의 도구 또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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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진단 범위(상위수준) 협의

진단총괄 및 진단팀장은 운영 중인 진단 대상 시스템의 안전표준 준수 여부와 진단 

환경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위 수준으로 진단 범위를 정의한다. 진단 범위 설정 시

에는 진단 소요시간, 비용, 안전 중요도, 소프트웨어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다. 협의된 진단 범위는 추후 진단계획 단계(PLN-A-03)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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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B]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진단 수행팀 구성

┃그림 5-2-3┃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진단 수행팀 구성 주요 활동

2.1 [PRE-B-01]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진단총괄과 진단팀장은 진단 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진단 이해관계자, 즉, 진단

팀원, 진단 지원 인력을 식별하고, 이해관계자 간 역할을 확인한다. 

원활한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 대상 시스템을 실무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진단 지원 인력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단 지원 

인력은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하는 시스템 사용자와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거나 

시스템을 개발한 기술지원 담당이 해당된다. 기술지원 담당은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성요소들의 기술적인 사항(예 : 동작 원리, 시스템 구성 및 설계 정보 

등)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진단에 필요한 산출물(예 : 설계서 등)과 

진단, 환경 시스템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구조, 주요 기능 등 시스템 정보, 장애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뷰, 테스트베드 활용 및 구축, 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등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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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진단 이해관계자 

 표 5-2-7. 진단 이해관계자 역할 및 주요업무 

역할 주요업무

진단총괄

- 진단 준비, 계획, 수행 등 진행 전반사항 검토 및 승인

- 진단 지원 인력 및 관계부서(또는 기관) 협조 요청

- 계획보고 회의 등 주요 개최 및 이슈사항 검토․협의

- 진단 결과 검토 및 승인

진단 수행팀

(진단팀장, 진단 팀원)

- 진단 전략 및 계획 수립

- 개발ㆍ운영 산출물 등을 활용한 시스템 분석

- 진단 결과 정리 및 보고

- 시스템 위험원 식별 및 위험분석, 위험도 평가

-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및 안전기능 적용 현황 파악

- 테스트케이스, 시나리오 설계 및 테스트 수행

- 테스트 수행 결과 분석 및 결함 검츨/정리

- 소스코드 도구 활용한 분석 수행 

- 도구 분석 결과를 활용한 코드 개선안 도출

- 시스템 구성 정보 확인, 이벤트 로그 확인 등을 통한 시스템 분석

- 진단 항목, 진단 방법/시나리오 도출

- 진단도구 확인, 진단 수행 및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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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주요업무

진단 지원 인력

(시스템 사용자, 기술지원 

담당)

- 진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예: 개발산출물, 시스템 운영 정보/방법, 관제방법, 소스코드 관련 산출물, 소스

코드 변경 이력, 장애이력 등

- 시스템 분석을 위한 시스템 설명 및 인터뷰

- 진단 환경 지원

   ※ 진단 장소, 장비, 컴파일 환경, 시스템 접속 권한, 진단도구 지원 등

- 시스템 분석 내용, 진단 결과 등에 대한 확인 및 검토

- 예비위험분석, 위험도 평가, 안전기능 보유 현황 파악 지원 

- 위험분석 및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결과 검토 및 피드백

- 테스트 환경, 테스트 데이터 등 지원

- 테스트 수행 절차에서 시스템 복원, 복구 등 지원

- 테스트케이스나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결함내역 검토 및 피드백

- 소스코드 분석 내용, 진단 결과 등에 대한 확인 및 검토

2.2 [PRE-B-02] 진단 지원 인력 협조 요청

진단총괄은 진단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부서에 업무협조를 요청한다. 시스템 사용자는 

주로 종합관제실, 기술지원팀 등과 같은 부서에 소속될 수 있으며, 기술지원 담당 

인력은 기술적인 정기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 기업일 수도 있다. 원활한 협조

요청을 위하여 진단 목적과 범위, 대략적인 진단 일정, 지원인력의 주요 업무를 포함한 

간략한 인력 지원 협조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부서에 전달한다.

진단 지원 인력의 협조가 미흡한 상태에서 진단이 수행되면 업무 흐름 파악, 안전

기능 식별,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 및 시스템 문제점 파악, 진단 환경 활용 등 전반적인 

진단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주어진 일정 내 효과적인 진단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진단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진단 

수행과 의미있는 진단 결과 도출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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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RE-B-03] 진단 수행팀 구성

진단팀장은 진단 세부 영역별 진단팀원을 선정하여 진단 수행팀을 구성한다.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팀원은 진단 대상 시스템 분석, 위험분석,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등을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팀원은 진단 대상 시스템 분석, 

테스트케이스 설계 및 테스트 실행, 결함이 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스코드 진단 

환경 구성 및 진단 도구를 활용한 결함 검출·분석 등을 수행한다.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팀원은 진단 대상 시스템 분석, 진단 항목 선정 및 항목별 진단 수행·

결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진단팀장은 진단팀원별 필요 역량을 고려하여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진단 수행팀 규모는 시스템 규모 및 진단 범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표 5-2-8. 진단 수행팀 구성원의 필요 역량

구분 역량

진단팀장

- 기관 안전 목표, 지침에 대한 이해 능력

- 대상 시스템 관련 규격, 지침,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지식 보유

- 철도시스템 분야 또는 유사 시스템에 대한 지식/경험 보유

- 진단 영역별 진단 방법 이해 및 전략 수립 능력

- 개발 산출물 및 시스템 분석 능력

-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관련 실무 경력 최소 10년 이상 권장

진단팀원

(공통)

- 개발 산출물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능력

- 철도시스템 분야 혹은 유사 시스템에 대한 지식/경험 보유

- 5년 이상의 선임급 진단 팀원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경력의 진단 팀원으로 구성 권장

(안전기능 충분성)

- 위험분석 기법을 활용한 위험식별 및 분석 능력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 테스트케이스 및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능력

- 테스트 실행 및 결함 확인, 분석 능력

- 정적 분석 도구의 사용방법 이해 및 경험

- 다양한 개발언어에 대한 이해(C/C++ 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 기반소프트웨어 전문 지식 및 진단 경험 보유

- 기반소프트웨어 진단항목에 대한 이해 및 진단 도구/스크립트 등 활용 능력

※ 세부 역량 조건은 시스템 특성 및 기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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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수행팀 구성 시 가능하면 진단 대상 시스템 운영자나 개발자는 배제할 것을 

권장한다.  IEC 62279, IEC 62425 등 철도 안전표준에서는 철도시스템의 검토, 심사 

또는 검증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을 독립 안전평가자라고 하며, EN 4501132) 표준에서는 독립 

안전평가자는 평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 및 특정 기업 등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진단 수행팀의 경우도 가급적 시스템 운영자나 기술지원 담당 인력 

이외의 인력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만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진단 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을 유지를 위해 주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2) 제3자 입장에서 시험 및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의 자격조건을 규정한 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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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C] 사전 준비사항 협의 및 준비

┃그림 5-2-5┃ 사전 준비사항 협의 및 준비 주요 활동

3.1 [PRE-C-01] 진단 준비사항 협의

원활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을 수행하는 환경, 시스템을 분석

하기 위한 산출문서, 시스템에 대한 설명 및 인터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진단총괄과 

진단팀장은 진단에 필요한 사항, 진단 착수일, 사전 준비사항 및 준비 기한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

진단에 필요한 산출물은 시스템 분석 및 위험분석에 활용되는 기본 문서로서 철도 

설비 규격서,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유지보수 이력서,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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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장애 이력 등이 해당된다. 예비위험분석서, 종합안전대책

기술서(Safety Case), 안전요구사양서 등 시스템 안전 분석과 관련된 산출물이 있을 시 

해당 문서도 포함한다. 

 표 5-2-9. 진단에 활용 가능한 산출물(예)

개발 산출물(예)

-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성도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목록, 설치 결과서

   ※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세버전 포함

- 시스템/소프트웨어 요구사항서 명세서

- 시스템/소프트웨어 기능 명세서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서

- 업무(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도/설계서

- 타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서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테이블 정의서

- 단위/통합/시스템/인수/성능(부하) 시험 계획서/결과서

- 시험 테스트케이스/시나리오

- 시스템 업그레이드 후 인수테스트 항목 및 방법

- 이중화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시스템 변경내역서/대장(형상변경 내역서)

- 기타(철도설비 표준 및 규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도입검수서)

안전 분석 관련 산출물(예) 운영 산출물(예)

- 시스템 안전 요구사양서

- 예비위험분석서

- 시스템 위험분석서

- 고장모드 영향 분석서

- 고장나무 분석서

- 서브시스템 위험분석서

- 인터페이스 위험분석서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설계 검증 보고서

-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설계 검증 보고서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검증 보고서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증 보고서

- 종합안전대책기술서(Safety Case)

- 시스템 로그

- 시스템 장애 유형 및 관리 대장

- 운영/유지보수 지침서

- 시스템 업데이이트 등 패치 정책

- 유지보수 내역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장

- 시스템 형상 변경내역서 및 변경대장

- 정기 시설 및 시스템 점검 결과서

-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및 절차

- 시스템 백업/복구 정책/계획서/시나리오

- 사령원 교육과정

- 장애 유형 별 조치 매뉴얼

-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운영 매뉴얼)

- 제작사양서

- 사령 운영자 교육교재

- 원격감시제어설비 사양서

- 시스템 업그레이드 후 인수테스트 항목 및 방법

진단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은 각종 산출물, 진단 장소, 시스템 접속 환경, 소스

코드 개발언어 등 개발환경 정보, 인터뷰 및 테스트 환경 관련 기술지원 인력 등이 

해당된다. 진단팀장은 사전 준비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해 사전질의서를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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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10. 진단 사전 준비사항 협의를 위한 사전 질의서(예)

구분 번호 내용

산

출

물

1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한 표준, 규격 등이 있는가?(예: IEC 622279, 국가철도표준 및 한국철도시설공

단 표준 등)

2
보유하고 있는 개발·운영·안전분석 산출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공 가능한 문서 범위는?(가능 

시, 산출물 목록 확인)

3 유지관리 이력 및 형상관리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가?(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4
산출물의 현행화 정도는 어느 정도 인가? 산출물이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파악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5
시스템 관련 장애, 사고에 대한 내역 기록 및 조치 경과 산출물을 보유하고 있는가?(예: FRACAS에

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 등)

6
산출물을 기관 내부(또는 해당부서)에서 모두 보유·관리하고 있는가? 외부 기관(또는 타 부서)에 

사전 협조를 구하고 요청해야 할 자료는 없는가?

7
산출물의 열람 및 활용에 제약사항은 없는가?(예: DRM 의무설치, 출력제한, 보안상 문서 제공가능 

범위, 소스코드 정적분석 수행 보안절차 등)

진단

환경

8 주요 진단 지역·장소는 어디인가? 진단 기간 동안 장소(예: 회의실, 인터뷰 장소) 지원이 가능한가?

9

시스템 분석을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한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예: 비즈니스 

플로우에 따른 시스템 동작 상태 확인, 테스트를 통한 특정 시나리오에 따른 시스템 반응 결과 

확인 가능 여부, 시스템 설정값 확인 등) 

10
장비 반입에 대한 보안 승인, 사전 준비사항, 장비활용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예: 장비활용 

범위, 허용 범위 소프트웨어, 시건·잠금장치 사용여부 등)

11

시스템 관리·점검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 시스템 점검 내용 및 주기

- 모니터링 도구 및 수집 데이터(예: 자원 사용률, 시스템 로그 등)

12 기존 활용하고 있는 진단 도구가 있는 경우, 본 진단에서도 활용이 가능한가?

13
추가적인 진단 도구 설치 및 스크립트 실행이 가능한가? 필요한 조치사항 또는 제약사항은 

없는가?

14 진단을 위해 부하 생성, 시스템 절체, 백업복구 등 수행이 가능한가? 

15
진단 환경 활용 시 제한 사항은 없는가?(예: 활용 시간, 규모, 네트워크 사용 제약, 장비활용 

범위, 시건·잠금장치 사용 등)

16
진단 환경 구축 지원이 가능한가? (예: 테스트베드, 시뮬레이터, 소스코드 빌드 및 컴파일 환경, 

개발당시의 통합환경 등)

17 개발언어, 컴파일러, 코딩 규칙, 표준 등을 지원하는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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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내용

진단

지원

18
진단 인력이 타 부서 또는 외부 인력인 경우 신원 확인 등 보안출입을 위해 사전 준비할 사항이 

있는가?

19
시스템 설명, 인터뷰, 시스템 접속 등의 지원이 모두 기관 내부 인력으로 지원 가능한가? 협조가 

필요한 외부 기관(또는 기업) 인력이 있는가?

20
진단 지원을 받기 위한 협조 절차, 지원 가능 기간, 시간상 제약사항(예: 3교대근무에 따른 

인터뷰 지원일자·시간 제약)이 어떻게 되는가? 

21 소스코드 분석 도구 결과의 정·오탐을 확인하기 위한 자원(예: 인력,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22 진단 시, 시스템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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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진단 환경 협의 시 고려사항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 영역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의 경우 테스트베드 확보 여부에 따라 테스트 가능 유무 및 수행 범위가 

달라지므로 테스트베드 확보 및 사용 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 운영환경에서 테스트

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구체적인 테스트 가능 기간 및 시간, 허용 범위, 제약사항 등을 사전 

협의한다. 

소스코드 품질 진단 영역

소스코드 진단에 필요한 소스코드 개발언어, 컴파일 환경 등의 정보를 확인 및 협의한다. 철도시

스템은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형태의 현장 설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 임베디드 시스템

의 경우 특수한 운영체제나 보드를 사용하므로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영역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성도, 운영․유지보수 내역서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활용 가능한 진단 도구(예: 성능 모니터링 도구, 로그 수집기, 로그 뷰어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성능 로그 등이 저장되고 있는지도 간략히 확인한다. 아울러, 시스템 접속 범위 

및 권한, 진단 도구 반입·설치, 운영 서버에서의 별도 프로그램 구동 등 사전 허가와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 운영·보안 규정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스코드 진단을 위한 사전정보 요청 사항

소스코드 관련 정보

1. 각 시스템별 개발언어
2. 소스코드 라인수
3. 소스코드 유지보수 및 형상관리 이력

4. 시스템 관련 산업 분야의 요구 표준
5. 개발당시 적용된 코딩 규칙, 표준, 규격 등

개발환경 관련 정보
1. 개발환경(IDE) 종류 및 버전
2. 운영체제 등 기타 구축 환경(버전)

임베디드 시스템 정보

1. 임베디드 시스템 제조사 정보
 - CPU칩셋, 메인보드 등

2. 툴체인(Toolchain)33) 개발환경 정보
 -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등

33) 툴체인 : 다른 컴퓨터 또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도구들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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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RE-C-02] 진단 환경, 산출물 등 사전준비

진단총괄은 사전 준비사항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단 환경, 산출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진단 수행팀이 일정 기간 동안 상주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장소(예: 회의실, 

서버실, 유지보수실 등)를 미리 확보한다. 타 부서‧기관 또는 개발사(제조사)에서 

시스템 관련 산출물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조를 통해 진단 착수

전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자, 기술지원 담당의 진단 지원을 

위한 근무자 교대 근무 등과 같은 일정도 확보한다.

기관 외부 인력이 진단에 참여하는 경우, 진단총괄은 기관 보안규정에 따른 신원

확인, 해당 시설 출입 허가, 장비 반입 허가, 산출물 관련 권한 승인 절차,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등을 확인하여 진단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3.3 [PRE-C-03] 진단 준비상태 확인

진단총괄 및 진단팀장은 진단 준비상태를 상호 확인한다. 산출물 준비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단환경, 테스트베드, 시스템 사용자 및 기술지원 담당 

지원 일정, 보안 허가 등이 충실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최초 계획 대비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진단 환경 대체, 진단 범위 등을 조정·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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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진단 환경 준비 고려사항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준비하고, 테스트베드 접근 권한 부여, 시스템 동작 

상태 점검, 테스트용 데이터 확보, 시스템 오퍼레이터를 위한 운영자 협조 요청, 시스템 복원/보

구를 위한 담당자 일정 확보 등을 준비 및 확인한다. 

번호 점검 항목

1 테스트베드 지역 또는 장소를 확인하였는가?

2 테스트베드를 담당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업무 협조(입회)를 논의하였는가?

3 HW, SW, 네트워크 등 테스트베드 구조 및 구성 현황을 확인하였는가?

4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 대비, 테스트베드가 지원 가능한 기능적 범위를 확인하였는가?

5 시뮬레이터, 테스트용 연계 장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6 연계되는 외부 데이터를 포함한 테스트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가?

7
테스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 협조가 이루어졌는가?

* 예: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터 활용 방법 교육, 테스트 가능 기간, 출입 협조 등

소스코드 품질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가 준비되었는지, 컴파일 등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 구동을 위한 환경

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번호 내용

1 보유하고 있는 소스코드 관련 산출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2 코드 관련 유지보수 이력 및 형상관리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현행화 정도는 어느정도인가?

3 도구의 분석 결과에서 정・오탐을 걸러내기 위한 자원(예: 인력,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4 소스코드 정적분석 수행 관련하여 제한사항이 있는가? 관련 보안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개발언어, 컴파일러, 코딩 규칙, 표준 등을 지원하는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가 있는가?

6 진단 환경 구축 지원이 가능한가? (소스코드 빌드 및 컴파일 환경, 개발당시의 통합환경)

7 진단환경(예: 회의실, 인터뷰 장소)은 지원이 가능한가? 그 장소는 어디인가?

8
진단환경 활용 시 제한 사항(활용 시간, 규모, 네트워크 환경, 장비활용 범위, 시건/잠금장치 사용

여부)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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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서버실 출입 및 시스템 접속 권한, 시스템 접속 정보(IP, 접속계정 등), 진단도구 활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 및 준비한다. 또한, 진단 환경 특성을 파악하여 방화벽 등 보안 설정 등도 점검한다. 

이 외에도, 추후 진단 시 필요한 기술 지원(추가적인 도구 설치 허가 및 지원), 성능 테스트 

등의 지원, 시스템 복원 지원 등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번호 내용

9
진단 인력이 타 부서 또는 외부 인력인 경우 신원확인 등 보안출입을 위해 사전 준비할 사항은 

없는가?

10
진단 지원인력의 지원 일자, 시간의 제약사항이 존재하는가?(예: 3교대 순환근무에 따른 인터뷰 

지원일자/시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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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실시 계획 Ⅵ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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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실시 계획 단계는 진단 수행팀이 진단 대상 시스템에 대한 예비 분석 후, 

진단 추진 전략, 방법, 일정 등 세부적인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착수 회의를 

통해 진단 계획을 진단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및 공유하는 단계이다.

진단 수행팀은 진단 대상 시스템에 대한 예비 분석을 통해 시스템 목적, 시스템 

구조, 주요 기능 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 측면을 고려하여 상위수준

에서 파악한다. 시스템 분석 초기에는 주로 산출물을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산출물이 부족할 시 기술지원 담당 및 시스템 운영자와의 인터뷰, 시스템 운영 현장 

확인 등을 활용한다. 

진단팀장은 시스템 예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전략, 추진 절차 및 일정, 참여

인력 확정 등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계획서를 작성한다. 진단팀장은 진단 이해

관계자들 간 상호 공유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회의 자료로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사전에 진단 계획서와 함께 진단 이해관계자에 배포한다.

계획보고 회의에서 진단총괄 또는 진단팀장은 전체적인 진단 취지와 목적, 진단 

방안 등을 설명하고 진단에 참여하는 인력 간 업무 분장, 원활한 진단 수행에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사항 등을 공유 및 협의한다. 진단 범위나 환경, 진단 영역별 고려할 

다양한 기준 등에 있어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진단 계획서에 보완하여 반영한다.

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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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１┃ 진단 실시 계획 단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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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실시 계획 단계는 시스템 예비분석, 진단 계획 수립, 진단 계획 보고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준비단계(PRE) 계획단계(PLN) 수행단계(EXE) 종료단계(END)

A. 진단 목적 및 범위 

정의

B.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진단 

수행팀 구성

C. 사전 준비사항 

협의 및 준비

A. 시스템 예비분석

B. 진단 계획 수립

C. 진단 계획 보고

A. 안전기능 충분성 

수행

B. 소프트웨어품질

안전성 수행

C.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수행

A. 진단 결과 검토

B.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완료

┃그림 6-1-2┃ 진단 실시 계획 단계 절차

 표 6-1-1. 진단 실시 계획 단계 활동

단계 절차 주요 활동

계획 단계

(PLN)

A. 시스템 예비분석

01. 시스템 현황 분석

02. 표준 준수 및 형상 변경 식별

03 진단 세부 범위 협의

B. 진단 계획 수립

01. 진단 전략 및 방법 수립

02. 진단 참여인력 구성 확정 및 역할분담

03. 진단 계획서(초안) 작성

C. 진단 계획 보고

01. 계획 보고 회의 준비 및 개최

02. 진단 계획서(초안) 보완

03. 진단계획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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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실시 계획 단계(PLN)는 진단 수행팀이 시스템 예비분석 수행 후 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진단 이해관계자 간 공유 및 협의하는 단계로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다.

┃그림 6-2-1┃ 진단 실시 계획 단계의 절차 및 주요 활동

1. [PLN-A] 시스템 예비분석

┃그림 6-2-2┃ 시스템 예비분석 주요 활동

제2절 주요 활동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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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LN-A-01] 시스템 현황 분석

본격적인 진단 시작 후 진단 수행팀이 가장 먼저 수행하는 활동은 진단 대상 철도

시스템의 현황 분석이다. 시스템 현황 분석은 시스템 기본사항과 특성을 파악하고, 

시스템 주요 업무 목표 및 안전기능 식별 등을 통해 진단 전략, 방법 등을 계획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간과 비용 제약으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진단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안전 중요 서브시스템이나 안전 중요 기능이 포함된 서브시스템 

위주로 진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진단 수행팀은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 운영자 매뉴얼 등 시스템 산출물을 검토

하여 시스템 운영목적, 운영 환경, 시스템의 주요 구성 현황(예: 설비/장비 위치, 

기반소프트웨어 구성 등), 주요 기능, 운영 조건 및 데이터 처리 흐름, 외부 연계 

시스템, 철도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요 규격 등을 파악한다. 산출물 현행화가 미흡하거나 

산출물이 없을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시의 제안요청서(RFP), 개발사 제안서,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 등의 기초 산출물 검토, 시스템 사용자 및 기술지원 담당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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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2-1. 시스템 현황분석 체크리스트(예)

번호 내용

1 시스템 운영 목적 및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2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간 및 시간은 언제인가?

3 시스템 개발 시 적용한 철도 표준 및 규격은 무엇인가?

4 시스템은 철도 안전 표준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는가?

5 시스템에서 가장 주요한 기능 또는 서브시스템은 무엇인가?

6 시스템 사용자 종류와 사용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7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예: 설비/장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구성) 

타 시스템과 연계 관계가 있는가?

8 주요 업무별 데이터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9 시스템이 운영되는 환경(자연적, 기술적, 물리적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10
시스템의 운영 모드(정상 운영모드, 제한 운영모드, 유지보수 모드, 긴급/비상대응 모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11 시스템 구축 시기 및 업그레이드 이력 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12 시스템을 운영, 유지보수하는 담당자 내역 및 역할,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13 시스템 장애 시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그 영향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14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 시스템과 관련한 장애 중 어떤 장애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가?

15 운영자의 실수, 오류가 장애, 안전사고에 어느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파급도는?

16 시스템 장애, 안전사고 발생 시 영향 받는 그룹, 범위는 무엇인가?

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는 추후 시스템 상세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도, 

기능 리스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등 문서 형태로 작성한다. 기능 리스트를 작성 

시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과 서브시스템별 기능 및 세부 기능 등을 2~3

단계 수준으로 작성한다.

 표 6-2-2. 기능 리스트 양식(예)

서브시스템 기능 세부기능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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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스템 현황 분석 고려사항

시스템 기능 분석 시 시스템 발주서, 제안서,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기능 정의서/기능 목록 등을 

기반으로 하되 정상 운영모드뿐만 아니라 제한 운영모드, 유지보수 모드 등과 같은 다양한 운영

모드의 기능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정리한다.

<열차 운전모드(예) >

∙ 대기모드(Standby) : 열차의 감시와 관리기능은 모두 유지된 상태로 열차의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임의의 장소에서 대기모드(Standby)로 진입

∙ 회차모드(Driverless Turnback) : 일반적인 열차 회차 운영모드

∙ 자동운전모드(Auto) : 가속·제동 요청 및 열차 출입문 제어를 포함하여 열차의 모든 기능을 제어

∙ 수동운전모드(ATPM) : 기관사에 의한 운전을 의미하며 만약 열차의 현재속도가 허용속도를 초과하거

나 이동권한을 초과할 경우 차상장치가 비상제동을 투입

∙ 기지모드(Yard) : 열차가 차량기지에 열차가 진입할 때 사용되며 25km/h로 속도제한을 수행

∙ 완전수동운전모드(FM) : 열차의 속도, 역행, 타행 및 제동을 수동으로 수행

기능 분석뿐만 아니라, 테스트베드 등 진단 환경 환경도 고려한다. 진단 준비 단계[PRE-A-03]

에서 진단 환경을 확인하였지만 진단 준비 단계에서는 진단 수행팀이 꾸려지지 않았고 진단팀장 

및 진단 총괄이 진단 준비 단계를 추진하였다면, 본 단계는 진단 수행팀이 수행하는 것으로 

진단 준비 단계보다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시스템 장애 이력이나 사고 내역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장애 이력을 

중점 검토한다. 장애/사고 내역을 바탕으로 시스템 운영자 및 기술지원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해당 장애/사고의 발생원인, 직간접적 영향, 피해규모, 이후 조치 내역 등을 파악하여 중점적으

로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

번호 내용

1 시스템 운영 중단, 성능저하, 복구불가(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나 문제 상황이 있었는가?

2 장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시스템(또는 서브시스템, 기능, 구간 등)은 무엇인가? 

3 시스템 오작동, 중단 등 발생 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는가?

4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사고나 장애를 분석하여 보유하고 있는가?

5 시스템 장애 발생 전조가 있었는가?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6 기존 사고 기록 외에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7 장애 발생 또는 시스템 문제 발견 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조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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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LN-A-02] 표준 준수 및 형상 변경 식별 

시스템 현황 분석 수행 후, 진단 수행팀은 진단 대상 시스템이 철도 안전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철도 형식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종합안전

대책서, 시스템 설계서 등과 같은 관련 산출물을 진단에 활용 가능한지 검토한다.

진단 대상 시스템 구축 시 IEC 62278, IEC 62279 등의 철도 안전 표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시스템 생명주기 각 단계별 위험 분석,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안전성 

검증 등의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진단 계획 수립 

시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원 분석 시 기존 수행 결과 

활용, 기존 수행한 테스트케이스 재활용, 시스템 분석 결과를 기능리스트 도출 시 

활용, 소스코드 진단 룰셋 및 잠재 결함 종류 확인 등이다. 

 표 6-2-3. 개발 및 운영 산출물 검토 사항

번호 내용

1 기 위험분석 수행 범위가 진단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가?

2 대상 시스템의 운영 목적, 주요 기능, 안전 업무와의  연관도 측면에서 누락된 위험원은 없는가?

3 시스템 구성, 기능의 변경사항은 없는가? 해당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분석이 이루어졌는가?

4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사고나 장애 내역을 반영하고 있는가?

5 최근 유사 시스템의 사고나 중대 장애 사례를 반영하고 있는가?

6 시스템이 적용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위험분석이 수행되었는가?

7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 단계별로 위험분석이 수행되었는가?

8 위험원 로그(Hazard Log)를 통해 위험원이 지속적으로 추적 및 관리되고 있는가?

9
시스템 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능이 설계 및 구현 단계에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현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10 식별된 위험원에 대한 조치결과 및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11
안전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었는가?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대체방안이 

기술되어 있는가?

12 식별된 위험원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근거를 기록한 문서(예: 종합안전대책기술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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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단 준비 단계의 [PRE-A-02] 안전 관련 표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에서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산출물의 현행화 수준을 직접 확인한다.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의 

주요 형상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시스템 산출물 대비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일치성을 반드시 확인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 활용 가능 범위를 식별하고 현행

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 전략(예: 인터뷰 및 면담, 시스템 접속 분석, 

대체 가능한 운영산출물 확보) 수립이 필요하다.

1.3 [PLN-A-03] 진단 세부 범위 협의

진단 수행팀은 진단 준비 단계(PRE-A-03)에서 상위수준으로 협의된 진단 범위에 

대해 시스템 현황 분석, 표준 적용 여부 및 형상 변경 내역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히 

정의하고 진단총괄 및 기술지원 담당과 협의한다. 시스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시스템 정보와 제약사항, 전체적인 진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단 범위를 세부적으로 

협의하며, 시스템 현황 분석 정도에 따라 서브시스템 내부 모듈이나 기능 레벨 수준

까지 정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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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N-B] 진단 계획 수립

┃그림 6-2-3┃ 진단 계획 수립 주요 활동

2.1 [PLN-B-01] 진단 전략 및 방법 수립

진단 수행팀은 앞서 협의한 진단 세부 범위에서의 진단 전략, 절차, 방법 등을 

수립하고, 진단 실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 관계자 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을 미리 수립한다. 

2.1.1 [PLN-B-01-a] 진단 전략 수립 

진단 수행팀은 개발‧운영‧안전표준 기반 안전 활동 산출물의 확보 정도 및 현행화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단 전략을 수립한다. 진단 전략 수립 시,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의 경우 위험원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 위험원 우선순위를 논의할 방법 및 

참여자 등을 고려 및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진단의 경우 테스트 환경 또는 

제약사항을 고려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기반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시스템 접속 가능 범위, 활용 가능한 도구 및 도구 설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고,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로그 수집 방법, 점검 시간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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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PLN-B-01-b] 진단 절차 및 일정 수립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규모, 특성, 진단 범위, 진단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진단 절차 

및 일정을 수립하되 진단총괄과 협의하여 계획 보고 일자, 중간 보고 일자, 결과 보고 

일자와 같은 공식 보고 일자를 잠정 정의한다. 특히, 시스템 설명 및 인터뷰, 시스템 

접근 등과 같은 협조가 필요한 활동은 업무 특성(예: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 등), 

가용한 일자 및 시간, 협조 요구 횟수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및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의 진단 

포인트가 상이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 분석은 유사하게 추진되므로, 세 분야의 

진단 착수 일정을 동일하게 맞추어 진단 효율을 높이는 것을 추천한다. 

2.1.3 [PLN-B-01-c] 진단 세부방법 및 기준 검토(안전기능 충분성)

(1) 진단 세부방법

위험분석은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 원인을 점진적으로 분석하는 Top-down 방식의 

접근 방법, 시스템 기능을 식별하여 해당 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모드(Failure 

Mode) 및 관련 사고를 분석하는 Bottom-up 방식의 접근 방법 등이 있다.

참고로, IEC 6242534)와 같은 일부 표준에서는 안전무결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험분석 기법을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안전 관련 표준이나 지침을 

참고하여 기법을 선정할 수도 있다.

34) IEC 62425:2007 Railway application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Safety 

related electronics systems for 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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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안전무결 등급에 따른 위험분석 기법(IEC 62425)35) 

(2) 위험도 평가 및 안전조치 기준

위험도 평가 기준은 도출된 위험원의 위험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해당 

위험원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의한다. 위험도 평가 기준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기관 및 진단 대상 철도시스템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위험원의 발생빈도(F, Frequency) 및 심각도(C, 

Criticality)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험도(R, Risk) = 발생빈도(F, Frequency) × 심각도(C, Criticality)

또한, 안전조치 기준은 도출된 위험원 중 조치가 필요한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기준

으로서 위험도를 기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령, 위험도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가장 낮은 등급의 경우에는 개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수 있다.

35) IEC 62425:2007 Railway applications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Safety 

related electronics systems for sign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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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2-4. 안전 조치 기준(예)

2.1.4 [PLN-B-01-d] 진단 세부방법 및 기준 검토(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1) 진단 세부방법

테스트케이스 설계 방법 선정 시, 블랙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을 사용할지 

화이트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을 적용할지, 혹은 경험에 기반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여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소스코드 구현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도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케이스 도출이 용이하며, 추후에도 테스트케이스 재사용이 

가능하다.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경우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테스트에 비하여 알고리즘 로직 등에 대한 상세한 테스트가 

가능하나 소스코드에 대한 개발자 수준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진단팀장은 진단 대상 소프트웨어의 서브시스템 혹은 기능의 특성, 중요도, 전체 

진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테스트 수행 방법을 선정한다.

위험도(위험수준) 내용 설 명

R4 허용불가
- 수용 불가

- 안전성 개선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함

R3 바람직하지 않음
- 잠재적 위험 존재

- 안전성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함

R2 허용가능
- 잠재적 위험 존재 

- 합의하에 허용 가능함

R1 무시가능
- 수용 가능 위험 

- 안전성 개선방안 수립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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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스트 결함 분류 기준

테스트 결함 분류 기준은 결함이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분류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간단하게는 결함 발생으로 

인한 오동작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문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안전 관련 결함’ 및 ‘비안전 관련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는, 결함이 

단순히 해당 기능 오동작에 국한되는지 혹은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 

기능 오동작 시 우회 또는 대체가능한 기능이 있는지, 결함발생 이후 복구 시간 및 

장애 허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해당 결함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가 미치는 손실 

및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심각도에 따라 단계적(예: H, M, L)으로 

결함을 분류할 수도 있다.

결함에 대한 조치 기준은 발견된 결함의 중요도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조치할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령, 결함이 미치는 파급범위가 넓거나 결함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가 중대 손실을 야기하는 등의 치명 결함(예: H)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하도록 

조치기준을 수립할 수 있고, 중요 결함(예: M)에 대해서는 결함 수정 가능성, 기간, 

대체 방법 등을 확인하고 수정 여부나 우선순위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기준을 수

립할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함 분류 기준 및 조치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합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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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함 분류 기준(예)

안전 영향 여부에 따른 결함 분류 기준(예)

구분 설명

안전

- 기능 오동작, 시스템 중단 등으로 인해 안전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

-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함

- 경고 메시지 미 제공, 잘못된 결과 표시 등으로 인해 안전과 관련한 인적 오류(Human Error)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

비안전
- 기능이 특정 상황에서 오동작하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

- 시스템의 품질 개선을 위해 개선이 권고되는 결함

심각도에 따른 결함 분류 기준(예)

구분 설명 예시

H

(High)
즉시 수정해야 할 치명적인 중대 결함

- 시스템 중지 혹은 정상작동 불가

- 주요 데이터 손실, 훼손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능의 오동작

M

(Major)

즉시 수정을 요하지는 않으나, 기능이 정상 동작

하지 않거나 운영자 혼란을 야기하여 오동작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

- 기능 동작 오동작

- 주요 기능의 사용상 혼란 야기

L

(Low)
시급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미미한 결함

- 부가적 기능의 결함

- 화면 또는 메시지 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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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스코드 진단 룰셋 기준

진단 수행팀은 필요 시 세부 진단 룰셋의 범위를 조정한다. 예를 들면, MISRA-C의 

세부 룰셋 중에서 안전 측면의 중요도가 낮은 일부 룰셋(예: MISRA_02_02, C 스타일 

주석만 사용해야 함)은 진단 세부 룰셋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소스코드 진단 결과 검출된 잠재결함을 분류할 기준도 정의한다. 기준 정의 시 

소스코드 표준에서 제시하는 규칙의 중요도 정보나 진단 도구가 제공하는 규칙의 

심각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소스코드 표준은 안전 측면뿐만 아니라 가독성과 

같은 품질 측면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 측면의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관심

있는 잠재결함 유형만을 집중 점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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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스코드 진단 결과 분류 기준(예)

소스코드 품질 진단 결과를 도구 제공 결과를 활용하여 ‘위험’ 또는 ‘안전’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도 있다.

위험도에 따른 소스코드 잠재결함 분류 기준(예)

위험등급 설명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등급(예 : 시스템 중단 또는 강제 종료를 유발할 수 있는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등)으로 분류된 결함으로, 즉각적으로 소스코드 수정이 필요한 항목

중
위험도가 높은 등급(예 : 메모리 누수 등)으로 분류된 결함으로,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기간내에 소스코드 수정이 권장되는 항목

하
위험도가 낮은 등급(예 : 소스코드 가독성 저하, 미사용 코드가 있는 경우)으로 분류된 

결함으로, 프로그램에 영향은 거의 없으나, 장기적으로 소스코드 수정이 권장되는 항목

예를 들어, 소스코드 진단 도구가 진단 결과를 5가지 분류로 구분할 때, 기관에서 별도 

수립한 기준에 아래와 같이 맵핑할 수 있다. 

진단도구 위험등급과 결함 분류기준 간 맵핑 기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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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널리 사용되는 개발언어 및 코딩 표준(Coding Standards)이다. 

기준 개발언어 설명

MISRA C, C++

MISRA C는 자동차 산업에서 SW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만들어진 코

딩 표준으로, 현재는 우주/항공 분야, 철도 분야, 국방 분야 등 여러 산업

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

ISO/IEC 9899, 

ISO/IEC 14882
C, C++ 프로그래밍 언어 C, C++ 국제표준

HIC++ C++ High Integrity CPP, C++의 무결성을 위한 코딩 표준

CERT C, C++, JAVA

보안 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시큐어코딩) 규칙으로 

C, C++, JAVA 등 다양한 언어의 코딩 규칙을 포함

- [C] 전처리기와 선언, 초기화, 수식, 정수형과 실수형, 배열, 문자열, 

메모리관리, 입출력, 환경, 시그널, 오류처리, API, POSIX 등 89개 규

칙과 132개 권고로 구성

- [JAVA] Java Platform standard edition 6,7에 대한 시큐어 코딩 규칙

과 권고사항 제시. Java의 일반적인 취약점 예방을 위한 코딩 규칙 

포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코딩 규칙

JAVA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인 PMD가 제공하는 규칙 중에서 39개의 코딩 

규칙을 선정하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따라 개발하는 SW가 준수

해야할 코딩 규칙 셋으로 선정

Microsoft 

C# 코딩 규칙
C# Microsoft사에서 제시한 C# 언어 코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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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2279:2015에서는 안전무결등급(SIL)별로 아래와 같은 코딩 표준 및 코딩 

기술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 기술적 요구사항 심볼

   
* [참고] 표준의 부록 D(기술적인 참고사항에 대한 목표 및 요약) 

기법
SIL
0

SIL1 SIL2 SIL3
SIL
4

비고

1. 코딩 표준 (Coding Standard) HR HR HR M M

표준의 

부록D.15 

참조

2. 코딩 스타일 가이드 (Coding Style Guide) HR HR HR HR HR

3. 동적 객체 사용 금지 - R R HR HR

4. 동적 변수 사용 금지 - R R HR HR

5. 포인터 사용 제한 - R R R R

6. 재귀호출 사용 제한 - R R HR HR

7. 조건 없는 점프 사용 금지 - HR HR HR HR

8. 함수, 서브루틴과 메소드의 크기와 복잡도 제한 HR HR HR HR HR

표준의 

부록D.38 

참조

9. 함수, 서브 루틴에 대한 진입/종료 시점 전략 및 방법 R HR HR HR HR

10. 서브루틴 인자 수 제한 R R R R R

11. 전역 변수 사용 제한 HR HR HR M M

구분 주요 내용

D.15(코딩 표준 및 

스타일 가이드)

설계문서와 생성된 코드의 균일한 레이아웃 보장을 위해 일관된 프로그래밍 및 
오류를 피하는 표준 설계방법을 코딩 표준과 스타일가이드로 구분하여 제시

- [코딩 표준] 해당 언어 사용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결함을 피하기 위한 규칙 
및 제한사항

- [스타일 가이드] 코드의 가독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관적인 스타일 설정 

권고

D.38(모듈 방식)
SW의 복잡성을 제한하기 위해 SW를 작고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분해하도록 권
고하며, 모듈 및 컴포넌트가 가져야 할 규칙에 대해 설명 

심볼 설명
M(Mandatory)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항목

HR(Highly Recommended)
해당 기술의 적용을 매우 권장하는 항목으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
웨어 품질 보증 또는 관련 문서에 다른 대체 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이 
기재되어야 함

R(Recommended) 해당 기술의 적용을 권장하는 항목

NR(Not Recommended)
해당 기술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의 사용 근거를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또는 관련 문서에 기재하여야 함
- 사용 또는 권장되지 않음

참고 IEC 62279에서의 SIL 등급 별 권장 코딩 표준



127

2.1.5 [PLN-B-01-e] 진단 세부방법 및 기준 검토(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대상이 되는 기반소프트웨어 종류별로 수집대상 로그, 수집 주기 및 기간, 

부하 발생 방법 및 부하발생 시나리오 등의 세부 방법을 검토하고 진단 세부항목을 

선정한다. 진단 세부방법 수립 시에는 진단 중 장애 발생 시의 대책도 함께 고려한다. 

진단 세부항목은 실제 진단 수행 단계에서 제약사항 등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으므로

(EXE-INF-B-01), 여기서는 제7장 진단수행의 <표 7-4-3>을 참조하여 1차적으로 진단 

세부항목을 선정한다. 진단 항목 선정 활동은 기반소프트웨어가 성능 지연이나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속성 중 중점적으로 진단할 속성을 

선정하는 것이다. 안전 중요 시스템이 지정된 시간 동안 목표 성능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기반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장애감지․예방 능력,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다중화, 중요 데이터 백업․복구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진단 항목은 시스템의 역할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정 주기로 전달하는 시스템의 경우, 

실시간성보다는 데이터 용량 관리, 데이터 백업/복구, 데이터 무결성 관리가 중요하다. 

반면,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적시 제어가 중요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데이터 

용량 관리보다는 데이터 처리 속도, 시스템 다중화, 신속한 장애 감지 등이 중요한 진단 

항목이 된다.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운영 목적, 시스템의 주요 기능, 시스템이 준수한 

표준이나 지침, 규격, 목표 성능 및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중요 속성을 파악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기반소프트웨어별로 진단 항목(장애감지․예방, 다중화, 백업․
복구)을 선정한다.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하‘개선사항’)은 

설정값 변경을 통해 간단히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 전체적인 구조 및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선사항의 

중요도와 개선용이성 등을 고려한 진단 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개선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장애 파급범위가 넓거나 장애로 인해 중대 손실을 

야기하는 등의 치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되 개선용이성을 고려

하여 조치시기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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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LN-B-02] 진단 참여인력 구성 확정 및 역할분담

진단팀장은 진단총괄과 협의하여 시스템 진단 범위, 진단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진

단수행팀, 진단 지원 인력 등 진단 참여인력 구성을 확정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앞서 준비단계(PRE-B-03)에서 진단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1차적으로 진단 지원 

인력 및 진단팀을 구성한 바 있다. 진단팀장은 1차 식별 및 구성한 참여인력 대비 

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협조가 필요한 인력을 확인한다. 또한, 진단 팀원의 역량

(표 5-2-7)을 고려하여 팀원별 진단 영역, 역할 등을 분담하고, 진단 지원 인력의 

지원 사항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2.3 [PLN-B-03] 진단 계획서(초안) 작성

진단팀장은 진단계획서(초안)를 작성한다. 진단계획서는 진단 이해관계자간 공유, 

검토되는 문서이므로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진단총괄과 진단팀장은 진단 착수를 

위해 진단 이해관계자 간 공유하거나 합의할 사항,  진단 원칙 또는 기준 등을 정의하여 

진단 계획서에 반영한다. 진단 목적, 진단 범위, 진단 일정, 진단 환경, 진단 제약사항, 

진단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지원 요청사항, 진단 대상 기능, 진단 도구, 진단 영역별 

각종 기준(예: 위험도 평가 기준, 테스트 결함 기준 등) 등이 진단계획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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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진단 계획서(예)

진단 계획서 주요 구성(예)

목차 주요 내용

1. 개요
o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의 목적, 대상을 명확히 기술

o 진단 대상 시스템 및 분석 범위를 기술

o 진단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아래 내용 기술

  - 진단 대상 시스템 설명

  - 진단 대상 시스템 기능리스트

  - (필요시) 진단 대상 시스템 구성 구성도와 하드웨어 사양 및 SW 

설치 현황

   1.1 진단 목적

  1.2 진단 대상

2. 조직 o 각 진단 영역별 진단 수행팀, 관련 이해관계자를 조직도 형태로 정의

o 진단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담당자, 주요 업무를 도표 형식으로 

기술
  2.1 추진체계

  2.2 인력 및 업무

3. 항목 및 방법

o 진단 영역별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기술

o 진단 영역별 진단 항목 및 절차를 기술하고, 진단 대상 시스템에 적합

한 방법에 대해 기술

4. 일정별 주요 업무 o 진단 영역별 진단 단계 및 절차를 고려하여 일정 및 수행 활동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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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N-C] 진단 계획 보고

┃그림 6-2-4┃ 진단 계획 보고 주요 활동

3.1 [PLN-C-01] 계획 보고 회의 준비 및 개최

진단총괄과 진단 수행팀은 진단 계획 보고 회의를 준비한다. 진단총괄은 회의 장소 

및 일정을 협의하고 참석자 범위를 선정하여 사전에 회의를 공지한다. 진단 계획보고 

회의 참석자는 진단총괄, 기술지원 담당, 시스템 사용자 등을 필수 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시스템과 관련된 부서나 담당자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가능하면 다양하고 

많은 참석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담당자 교대 

근무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하고 상위 의사결정권자가 참석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관련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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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계획보고 회의는 공식적인 진단 수행 추진을 공표하는 회의로 가급적 진단 

목적, 범위, 진단 추진 체계, 일정 등의 진단 추진 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준비한다. 필요 시, 진단 계획서 등 진단 보고 

회의 자료를 참석자에게 사전 공유하여 내용을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진단총괄은 사전 협의된 계획보고 회의일자에 회의를 개최한다. 진단총괄은 진단 

참여자 간 진단에 대한 이해와 합의(Consensus)를 위해 기본적인 진단 배경과 취지, 

진단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진단팀장은 구체적인 진단 계획을 설명한다. 또한,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업무분장 내역, 원활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협조 요청 사항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위험도 평가 기준 및 조치 기준, 진단 대상 기능 선정 기준, 

결함판단 기준 및 조치 기준, 소스코드 위험 등급 기준 및 적용 룰셋, 기반소프트웨어 

진단 항목 등은 진단 수행 및 결과 분석에 기준이 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하도록 한다.

3.2 [PLN-C-02] 진단 계획서(초안) 보완

진단팀장은 진단 계획보고 회의에서 수집된 의견 및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단

계획서를 보완하여 진단총괄에게 제출한다. 진단총괄은 진단계획서를 검토하여 

누락되었거나 모호한 사항은 없는지, 계획보고 회의에 합의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등을 검토한다. 진단계획서는 철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기관 내 진단 추진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수행을 표명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3.3 [PLN-C-03] 진단계획서 배포

진단총괄은 검토‧보완된 진단계획서를 진단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진단계획서의 

배포는 철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기관 측면에서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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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수행 단계(EXE)는 진단 수행팀이 진단 세부 영역(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별로 진단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 구조 및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시스템 상세분석 시에는 시스템 아키텍쳐, 서브시스템 구성 및 기능, 서브

시스템 간 데이터 흐름 등을 최대한 상세히 파악한다. 개발 산출물 현행화 미비 시 

시스템 운영자나 유지보수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을 통해 산출물과의 차이를 파악

하고 시스템 현황을 파악한다. 상세분석 완료 후 진단 영역별로 시스템 위험분석, 

동적/정적 테스트, 기반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및 점검을 수행한다.

안전기능 충분성 영역의 진단을 위해 FMEA, HAZOP 등의 위험분석 기법을 활용

하여 시스템 위험원(Hazard)을 도출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한다. 철도 시스템 분야에서 

활용하는 위험평가 인자 및 기준을 활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원에 대비한 

기능적 조치 수준이 적절한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능 요구사항은 없는지를 

분석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은 현재 구현되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과 소스코드 정적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은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능이 다양한 상황

에서도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실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소스코드 

정적분석은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개발언어의 규칙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개발하였는지를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진단하고 잠재결함을 분석하는 

것이다.

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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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은 진단 대상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소프트

웨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단 대상 기반소프트웨어를 

식별한 후 시스템 접속 도구, 로그 수집 도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의 성능, 다중화 구성, 백업․복구 설정 등이 적절한지 등을 

진단한다.

┃그림 7-1-１┃ 진단 수행 단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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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의 진단은 개별적

으로 진행한다. 각 세부 영역별 진단 방법은 안전기능 충분성은 본 장의 제2절, 소프트

웨어 품질 안전성은 제3절,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은 제4절을 참조한다. 

준비단계(PRE) 계획단계(PLN) 수행단계(EXE) 종료단계(END)

A. 진단 목적 및 범위 

정의

B.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진단 

수행팀 구성

C. 사전 준비사항 

협의 및 준비

A. 시스템 예비분석

B. 진단 계획 수립

C. 진단 계획 보고

A. 안전기능충분성 

수행

B. 소프트웨어품질

안전성 수행

C.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수행

A. 진단 결과 검토

B.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완료

┃그림 7-1-2┃ 진단  수행 절차

 표 7-1-1. 진단 수행 단계 활동

단계 절차 주요 활동

수행 단계

(EXE)

안전기능 충분성 [FUNC]

A. 시스템 분석
01. 시스템 상세 분석

02. 시스템 장애, 안전사고 현황 파악

B. 시스템 위험분석

01. 시스템 위험원 식별

02. 시스템 위험 분석

03. 위험도 평가

C. 안전기능 충분여부 확인
01.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02. 안전기능 적용 현황 확인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기능동작 정확성) [TST]

A. 시스템 분석

01. 시스템 상세분석 및 상세 기능리스트 도출

02. 위험시나리오 도출

03. 안전관련기능 및 비안전기능 분류

04. 위험시나리오 및 안전관련기능 도출 결과 

검토/보완

B. 테스트 설계

01. 테스트케이스 및 테스트 시나리오 설계

02. 테스트 지원가능 여부 검토

03. 테스트 수행 범위, 수행 일자 등 확정

C. 테스트 수행

01. 테스트 환경 점검

02. 테스트 수행 및 결과 기록

03. 테스트 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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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절차 주요 활동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소스코드 품질) [SRC]

A. 소스코드 진단환경 구성 01. 진단환경 구성 및 확인

B. 소스코드 분석 수행 01. 룰셋 설정 및 소스코드 분석

C. 진단결과 확인 및 분석 01. 분석결과 검토 및 개선안 도출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INF]

A. 시스템 상세 분석 01. 시스템 상세 분석 및 실 구성상태 확인

B. 진단 항목 및 방법 수립
01. 진단 세부항목 조정 및 방법 수립

02. 진단 항목/시나리오 검토 및 협의

C. 기반소프트웨어 진단 수행

01. 진단 환경 구성

02. 진단 수행

03. 진단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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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능 충분성(FUNC) 진단을 위해 위험원을 식별하고 이를 감지, 회피,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각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절차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그림 7-2-1┃ 수행 단계의 안전기능 충분성 영역 절차 및 주요 활동

1. [EXE-FUNC-A] 시스템 분석

┃그림 7-2-2┃ 시스템 분석 주요 활동

제2절 안전기능 충분성(F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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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E-FUNC-A-01] 시스템 상세 분석

진단 수행팀은 기존에 수행한 예비분석 결과(PLN-A)를 바탕으로 진단 대상 시스템 

운영조건, 운영환경 등을 상세히 분석한다. 시스템의 물리적․논리적 아키텍쳐, 내외부 

인터페이스, 운영 및 임무 시나리오, 안전 중요 시나리오에서의 서브 시스템 간 데이터 

흐름 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소프트웨어 설계서, 데이터 

흐름도와 같은 개발 산출물과 유지보수 대장, 시스템 점검 이력 등의 운영 산출물을 

활용한다. 산출물 미비 시 시스템 현황 파악을 위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시스템 사용자, 

기술지원 담당 등과 인터뷰를 수행하거나 시스템 운영실 모니터링, 시스템 접속 등을 

통해 시스템을 분석한다. 

분석한 결과는 기능 블록도, 순차 다이어그램 등 문서형태로 정리할 것을 권장한다. 

시스템 분석서를 활용할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과 서브시스템별 기능, 

타 서브시스템과의 입출력 관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7-2-1. 시스템 분석서(예)

서브시스템 입력관계 출력관계

ID
서브
시스템

기능
설명

서브
시스템

기능 서브
시스템

기능

L1 L2 L1 L2 L1 L2

 · ID : 기능 식별번호

 · 서브시스템 :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 기능 : 서브시스템을 구성하는 SW 기능을 2단계(L1, L2)로 상세화 하여 기술. 

시스템 규모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여 작성 가능

 · 설명 : 세부 기능별로 기능 동작내용, 특성 등 기술 

 · 입력관계 : 서브시스템이 타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입력 또는 이벤트 수행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경우, 영향을 미치는 서브시스템의 관련 기능을 기술

 · 출력관계 : 서브시스템의 이벤트 수행결과 또는 데이터가 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을 받는 서브시스템의 관련 기능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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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스템 구조, 데이터 흐름 분석

기능 블록도나 순차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서브시스템 구성, 내ㆍ외부 데이터 흐름을 직관적으로 분석 

및 정리 할 수 있다. 특히, 순차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 위험분석을 수행할 때 특정 SW기능의 

오류가 다른 SW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시스템 기능 블록도(예)

순차 다이어그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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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세분석 고려사항

위험 분석을 위한 첫 번째 활동은 해당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안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시스템 구성(예)

다음과 같은 구분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o 선로 : 궤도시설물(궤도/노반/분기/교차 등), 선로변 안전보안설비(기상검지/지장검지/탈선방지 설비 

등), 건널목 안전설비(경보기, 차단기 등) 등

o 전철전력 : 전력공급(변전/급전)설비, 전차선 설비, 전력사령설비 등

o 신호제어 : 열차의 안전운행 보장과 차량이동을 명령하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설비나 장치들. 예로서 

주/보조 신호기, 선로전환/연동/폐색장치, 열차집중제어(ATC)/자동열차정지장치(ATS), 교통관제설

비 등

o 열차 및 차량 : 차체구조, 출입문, 연결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운행제어장치, 운전보안장치, 추진제어장

치, 전기장치, 능동/수동형 차량안전장치 등

o 정보 및 통신 : 유선/무선망, 통신설비, 여객/화물용 정보전송, 안내설비 등

시스템 기능(예)

o 운행관리 기능 : 열차운전 뿐 아니라 운행계획 및 교통관제를 포함하여 정상 및 비정상 운영 상황에서 

각각의 하부시스템 구성요소들이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해주는 기능(예: 열차 제어, 열차 정지 및 속도 

제한 기능 등)

o 유지보수 기능 : 철도시스템의 안전운영 보장과 요구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정 및 예방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시스템 운영조건(예)

철도시스템의 위험원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정상 또는 비정상 운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o 정상운영 조건 :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기능 수행

o 축소운영 조건 : 시스템의 구성요소의 일부고장/기능저하 상태

o 유지보수 조건 : 시스템의 구성요소의 유지보수 상태

o 긴급/비상대응 조건 : 가능한 긴급(사고/재난) 상황과 그 이후의 비상대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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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E-FUNC-A-02] 시스템 장애 및 사고 현황 파악

진단 수행팀은 진단 대상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시스템 장애 이력이나 유사 시스템의 

사고 내역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 대장이나 장애 내역서, 운영실적 

등의 산출물, 유사 시스템 장애·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시스템 사용자, 기술지원 담당 

등과 인터뷰를 수행한다. 진단 계획 단계의 예비분석(PLN-A-01) 시 장애이력을 검토한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보다 자세히 이력을 확인한다. FRACAS(Failure Reporting Analysis 

& Corrective Action System) 기반으로 시스템 장애·사고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FRACAS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유사 시스템 장애‧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유사 장애, 사고는 없었는지, 추후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발생한다면 예상

피해내용과 규모 등을 확인한다. 철도사고 발생조건, 유형, 위험사건, 위험원, 건수 및 

피해규모 등이 기재된 철도사고 위험도 프로파일36)도 참고한다. 

┃그림 7-2-3┃ 철도사고 위험도 프로파일(예)

36) 철도사고 위험도 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별책 2 : 철도시스템 위험도 평가 매뉴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1-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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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2-2. 시스템 장애, 안전사고 현황 파악을 위한 인터뷰 질의(예)

번호 내용

1 대상 시스템 장애, 안전사고 내역은?

2 대상 시스템 장애, 안전사고에 대한 발생 전조가 있었는가?

3 대상 시스템 장애,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4 장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시스템(또는 서브시스템, 구성요소 등)은 무엇인가?

5 운영자의 실수, 오류가 장애, 안전사고에 어느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파급도는?

6 대상 시스템 장애, 안전사고 발생 시 영향 받는 대상 및 범위는 무엇인가?

7 기존 사고 기록(Historical accident document) 외에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알고 있는 사례는?

8 위험 상황이 사고로 전이되는 단계, 과정은 무엇인가?

9 위험에 대한 방지 기능이 실패하거나 잘 못 동작한 경우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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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AS란, MIL-HDBK-2155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및 장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결과 활용 절차를 체계화하여 시스

템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관리 체계이다. 시스템 신뢰성 향상을 위한 조치 및 활동들은 

통상적으로 장애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식별한다. 수집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데이

터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장애 원인규명 및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FRACAS는 철도 시스템 및 구성요소의 결함을 규명하고 시정조치하며, 

나아가 이러한 결함들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

히, 철도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오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분석, 시정 

조치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결함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결함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기록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의 위험분석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FRACAS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고장 발견, 문서화, 검증 등 14가지 단계로 수

행한다.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을 위해 대상 시스템의 장애 및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

으로 FRACAS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아래의 관점을 검토한다.

[시스템 장애 및 안전사고 현황 수집을 위한 FRACAS 검토(예)]

번호 내용

1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 및 장애 데이터는 모두 수집 되었는가?

2 식별된 소프트웨어 오류 및 장애 데이터는 문서화 되었는가?

3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 및 장애 원인이 식별되었는가?

참고   FRACAS(Failure Reporting Analysis & Corrective 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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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4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 및 장애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기능 요구사항은 수립 되었

는가? 

5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 및 장애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 활동이 식별하였는가? 

6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 및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동적·성능 시험 결과를 포함하

고 있는가?

7 소프트웨어 오류 및 장애 문제를 개선 조치 결과가 식별 되었는가?

8
소프트웨어 오류 및 장애 문제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변경 검토는 수행하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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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E-FUNC-B] 시스템 위험 분석

┃그림 7-2-4┃ 시스템 위험 분석 주요 활동

2.1 [EXE-FUNC-B-01] 시스템 위험원 식별

시스템 위험원 식별을 위해서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사건을 

식별 및 정의하고, 위험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의 위험원을 식별한다. 

2.1.1 위험사건 식별

진단 수행팀은 사고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잠재적 사건 즉, 위험사건(Hazardous 

Event)을 식별한다. 기관의 안전 목표, 기 정의된 사고 및 사고의 유형, 사고 사례 

등을 토대로 위험사건을 식별 및 정의한다. 위험사건 식별 시에는 시스템의 중요 

기능(임무) 목록을 토대로 해당 기능이 오동작하는 경우, 기능이 제약적으로 동작하는 

경우, 사용량 및 부하의 증가, 운영자 부주의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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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2-3. 위험사건 식별을 위한 참고사항

∙  기관에서 정의하는 안전 목표 

∙ 기관에서 정의하는 사고 및 사고 유형

∙ 사고 내역 및 사례

∙ 시스템 운영 목적 및 특징

   - 예: 역사 열차 도착, 열차 하차/탑승, 열차의 역사 떠남 등

∙ 사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대상(예: 여객, 건널목이용자 등)

∙ 잠재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 환경, 상황

  - 예: 열차 고장, 비정상(abnormal) 운영, 주간/야간 운영, 악천후

 표 7-2-4. 위험사건 식별(예)

사고 형식 위험 사건

열차 충돌 여객/화물 열차

신호지시오류(인적오류)

기관사 업무수행불능, 제동실패, 추진실패

차상제어장치고장, 지상신호장치고장

분기기 고장, 경로설정 오류로 인한 이선진입 

열차 탈선 직선, 곡선, 분기
차량결함, 선로결함, 선로장애, 취급오류, 기관사 업무수행 

불가, 분기기 고장 등

건널목 사고 도로차량 충돌
직전 횡단, 차단기 돌파, 차단기 우회, 차량 정지, 차량 지장, 

안전설비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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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위험분석이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상황 및 중대 장애 상황을 도출하고 

각 상황과 관련된 시스템 위험원 및 그 원인을 분석하는 활동으로 철도 안전 표준에서

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이다. 

본 활동에서는 위험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위험요인, 즉, 시스템 위험원

(System Hazard)을 식별한다. 시스템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위험원37)

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본 활동은 시스템 안전성 

확보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고와 위험사건, 위험원 및 원인 간 관계]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분석, 사고 유형 정의, 위험사건 식별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시스템 위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시스템의 운영 목적 및 기본 개념

∙ 시스템의 구성 및 구동환경

∙ 대상시스템 최상위 기능 식별

∙ 개념적 수준에서 시스템 아키텍처

∙ 내외부 인터페이스 관계(시스템의 경계)

∙ 시스템 운영 조건 및 임무

∙ 운영환경에서 관련되는 사람(운영자, 서비스 대상자, 긴급상황 대응자 등)

∙ 기관(또는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및 목표

∙ 사고 사례 및 주요 사건 발생 내역

∙ 주요 업무에 따른 시스템 기능/데이터 흐름

∙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영향을 받는 대상/범위

참고   시스템 위험분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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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위험원 식별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분석(EXE-FUNC-A)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원을 식별한다. 위험원은 사고 발생에 일차적인 원인이 되는  최상위 

위험원(Top Hazard)과 시스템 측면에서 최상위 위험원을 야기하는 시스템 위험원

(System Hazard)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최상위 위험원의 예로는 인명‧재산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열차 추돌, 작업자 충돌, 승강장 혼잡도 가중과 같은 기관의 주요 미션 실패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시스템 위험원의 예로는 열차 진입 궤도 내 

다른 열차 진입 허가 명령, 스케줄 진로가 아닌 다른 진로로의 선로 전환 등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사고이력, 시스템 장애 목록, 유지관리 대장 등의 산출물을 기초로 하여 

시스템 사용자 및 기술지원 담당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원을 확인한다. 또한, 장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진단 대상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도 함께 고려한다. 위험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결함, 인적 오류 등의 요인을 확인한다. 

 표 7-2-5. 위험원 식별을 위한 참고사항

∙안전설비 실패 : 시스템 연동, 이중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실패

∙설비 기능장애 : 기능수행 실패, 부족함, 지연 또는 잘못된 기능(예: 하드웨어 고장 모드, 위험한 에너지, 

소프트웨어의 설계 오류나 불일치 등)

∙인터페이스 간섭 : 잘못된 입/출력, 호환성 결여, 전자기적 간섭 등

∙환경적 제약 : 진동, 극한 기후, 외부작업/공사

∙운영/보전절차 : 인간의 오류, 규정/절차/지시/경고의 결함 등

시스템 위험원 식별은 진단 이해관계자 간 특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여 

도출하거나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와 같은 공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PHA 기법은 위험분석 초기에 시스템 내 어떤 위험원이 존재하는지, 위험원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이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상위수준에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진단 대상 시스템이 개발 단계에서 시스템 위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PHA 기법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37) 사고(또는 위험사건)를 유발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조건 또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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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기법 절차

PHA 활동은 크게 ‘분석 항목 정의 및 워크시트 준비’, ‘PHA 수행 방법 교육’, ‘PHA 수행’, ‘PHA 수행결과 

검토’ 과정으로 수행한다.

① 분석 항목 정의 및 워크시트 준비

   진단 수행팀은 PHA에 분석할 항목을 협의하여 정의하고, PHA 수행 시 활용할 워크시트를 준비한다.

[PHA 양식(예)]

ID
사고/위험

사건
시스템 
위험원

시스템 위험원 
설명

원인 영향 위험도
경감
대책

상태

∙ ID : 시스템 위험원 ID

∙ 사고/위험사건(Accident/Hazard Event) : 분석하고자 하는 사고/위험사건 기술

∙ 시스템 위험원(System Hazard) : 시스템 위험원 기술

∙ 위험원 설명(Hazard Description) : 시스템 위험원에 대한 위험상황 또는 관련 시나리오 기술

∙ 원인(Causes) : 위험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예: 기능실패, 통신오류) 기술

∙ 영향(Effect) : 해당 위험원 발생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 기술

∙ 위험도(Risk Category) : 시스템 위험원의 위험정도(예: 치명, 중대, 경미)

∙ 경감대책(Mitigation Measure) : 시스템 위험원에 대한 대처 방안

∙ 상태(Status) : 위험원에 대한 현재 조치 상태

② PHA 수행 방법 교육

   초기 시스템 위험원 식별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원이나 사고 목록 이외에도 운영자들에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 운영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례나 사건을 활발히 공유하여 수행될 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운영자, 기술지원담당 등도 초기 위험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PHA 목적, 수행방법, 위험도 평가 기준, PHA 워크시트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기본 교육을 수행한다.

③ PHA 수행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식별을 위한 PHA 회의를 소집하고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PHA를 수행한다. 

   PHA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이해, 운영 경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스템 위험원을 

도출한다. 위험사건(또는 사고)과 관계된 시스템 위험원 도출을 주 목표로 하여 상위수준에서 발생 

원인, 파급 영향 등을 논의하여 워크시트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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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 활동에서 누락된 시스템 위험원은 이후 시스템 위험 분석에서도 누락될 수 있으므로, 위험원 도출 

시 발생빈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시스템 위험원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험도 평가는 사전에 공유한 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라 정성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PHA 단계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

[PHA 수행 결과(예)]

ID
사고/

위험사건
시스템 위험원 위험원 설명 원인 영향

HZ-01

충돌/

열차 간

충돌

점유 궤도 내 다른 

열차 진입 허가

열차가 궤도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열차 진로 

정보가 잘못 표시되어 

관제사가 수동으로 다른 

열차 진입을 허가

관제화면

표시오류

열차탈선/충격

및 승객/승무원 

사상

...

④ PHA 수행 결과 검토 

   진단 수행팀은 PHA 워크시트를 취합하여 시스템 위험원 도출 결과를 정리하고 PHA 회의 참석자 및 

진단 이해관계자에 공유한다. 

   PHA 회의 참석자 및 진단 이해관계자는 시스템 위험원이 타당하게 도출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PHA 활동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시스템 위험원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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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석 및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사고/위험

사건, 위험원의 특성과 출처, 위험수준, 관련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위험목록

(Hazard Log)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위험목록은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위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시스템의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서 갱신, 유지해야 한다.

○ 위험목록 변경 사항(예)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신규 위험원을 발견했거나 새로운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확인한 때

∙새로운 사고/장애 자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시스템에 대한 안전요건이 변경될 때

시스템 위험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험원은 이후 시스템 위험원과 관련한 기능을 식별하거나 시스템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스템 최상위 위험원 및 시스템 위험원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최상위 위험원 정의(예)

ID 최상위 위험원 영향

THZ-01 열차 간 충돌 인명사상, 열차파손

THZ-02 열차와 작업자 간 충돌 인명사상

... ... ...

∙ ID : 최상위 위험원 ID (예: THZ-01, THZ-02)

∙ 최상위 위험원 : 시스템 사고에 일차적 원인이 되는 위험원 기술

∙ 영향 : 해당 위험원 발생이 미치는 영향, 관련 사고

○ 시스템 위험원 정의(예)

ID 시스템 위험원 위험원 설명
관련 최상위

위험원

HZ

-01

점유 궤도 내 다른 

열차 진입 허가

궤도상에 규명되지 않은 열차존재
THZ-01

열차의 위치정보가 잘못 등록됨

열차의 속도정보가 잘못 등록됨

열차의 이동방향이 잘못됨

열차 제동이 지연됨

선로 전환기 동작 오류

참고 위험목록(Hazard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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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위험원 ID (예: HZ-01, HZ-02)

∙ 시스템 위험원 : 최상위 위험원에 관계된 시스템 위험원 기술

∙ 위험원 설명 : 해당 위험원 발생 상황, 시나리오 기술

∙ 관련 최상위 위험원 : 시스템 위험원과 관련한 최상위 위험원 ID(예: THZ-01)

ID 시스템 위험원 위험원 설명
관련 최상위

위험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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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E-FUNC-B-02] 시스템 위험 분석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위험원 식별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분석을 수행한다. 시스템 

위험분석은 PHA 등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상위수준의 시스템 위험원에 대해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활동으로, 예상치 못한 이벤트, 기능 오동작 및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용 불가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벤트나 결함의 예방, 제어, 피해 감소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의 시스템 위험분석을 위해서는 위험원에 대한 위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위험 시나리오 발생을 야기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식별한다. 예를 들어, 

‘점유 구간 내 열차 진입 허가’ 라는 위험원에 대해, 위험 시나리오는‘이미 다른 

열차가 궤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제 화면 표시 오류로 인해 잘못된 진로 

제어를 명령’하는 상황이나 ‘플랫폼에 열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호 오류로 

다른 열차에 통과 승인 명령’이 될 수 있다. 또한, 위험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브

시스템은 ‘신호시스템’ 및 ‘관제화면 표시 시스템’이 해당될 수 있고, 위험원과 

관련된 기능은 ‘신호 상태 감시 기능’ 및 ‘선로 상태 표시 기능’, ‘제어 명령 

기능’으로 식별할 수 있다. 시스템 위험원의 기여요인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서브시스템 단위로 나누고 각 서브시스템 레벨에서 위험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표 7-2-6. 시스템 위험원과 연관 서브시스템/기능 식별(예)

ID 시스템 위험원 위험원 설명 원인 영향
관련 서브시스템/기능

서브시스템 기능

HZ

-01

점유 궤도 내 

다른 열차 진입 

허가

열차가 궤도를 점유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열

차 진로 정보가 잘못 표

시되어 관제사가 수동

으로 다른 열차 진입을 

허가

관제화면

표시오류

열차탈선/

충격 및

승객/

승무원 사상

신호

시스템

신호상태 

감시/제어 

관제화면

표시

시스템

진로표시

... ... ... ... ... ... ...

  ∙ ID : 시스템 위험원 ID 

  ∙ 시스템 위험원 : 시스템 위험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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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원 설명 : 시스템 위험원이 발생가능한 위험 상황 설명 또는 관련 시나리오 기술

  ∙ 원인 : 위험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예: 기능실패, 통신오류) 기술

  ∙ 영향 : 해당 위험원 발생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 기술

  ∙ 서브시스템 : 시스템 위험원과 관계된 서브 시스템명 기술

  ∙ 기능 : 시스템 위험원과 관계된 서브시스템 내 관련 기능 기술

    표 7-2-7. 시스템 위험분석 시 고려해야 할 이벤트/기능 실패 유형38)

Events/Failures Types

∙ Input/output timing
∙multiple event
∙out-of-sequence event
∙ failure of event
∙wrong event

∙ Inappropriate magnitude
∙ incorrect polarity
∙ adverse environment
∙deadlock in a multitasking system
∙hardware failure

참고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 시나리오 도출 시, 철도사고 종류별 표준 사고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다. 

38) NASA-GB-8719.13 NASA Software Safety Guidebook, NAS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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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시나리오는 위험도 평가의 출발점으로서 위험사건의 발생과 사고진전 과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

여 정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을 충족되는 것를 권고하고 있다.

- 철도사고 종류별 시스템의 구성 및 경계, 위험도 평가 범위를 정의

- 철도사고 종류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중요 위험사건을 정의

- 철도시스템 운영에서 사고종류별로 정의된 위험사건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인적, 

기술적, 환경적)을 반영

- 위험사건을 중심으로 사건발생에 기여하는 위험원과 결과적인 사고피해(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중요 

안전기능 요구사항의 부재, 결함/실패에 따른 사고 진전 과정을 논리적으로 연결, 구성

- 사고종류별로 정의된 위험사건의 발생에 따른 결과적인 인명피해(사망, 중상, 경상)를 사고 심각도로서 

제시 가능

일반적으로 철도시스템에서 상기의 시나리오 개발 및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철도사고 종류별 표준 사고시나

리오를 충돌사고, 탈선사고, 건널목사고, 열차화재사고, 철도사상사고와 같이 5개 유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제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특성과 관련된 아래 3개의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진단 대상 철도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조건이 상이한 경우 적절한 변경이나 수정 적용을 할 수도 있다.

① 충돌사고 표준 시나리오

   - 열차와 열차간 충돌 위험사건 : 진로 오설정(폐색취급 오류, 선로전환 및 연동장치 결함), 운전취급상

의 오진입(신호지시 위반, 제동취급 오류나 장치결함 등)

참고 철도 사고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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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탈선사고 표준 시나리오

   - 진로 오설정(폐색취급 오류, 선로전환 및 연동장치 결함), 운전취급상의 오진입(신호지시 위반, 제동

취급 오류나 장치결함 등), 열차나 차량 측의 결함(운행제어장치 결함)

③ 건널목사고 표준 시나리오

   - 건널목 갇힘, 경보 중 진입, 차단기 우회/돌파

※출처 : 철도사고위험도분석및평가체계구축(별책2 : 철도시스템위험도평가매뉴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1-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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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석 시 체계적인 공학적 기법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대표적인 위험분석 

기법으로는 SHA(System Hazard Analysis), SSHA(Subsystem Hazard Analysis),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TA(Fault Tree Analysis), HAZOP(Hazard & Operability Review) 등이 

있다. 

진단 수행팀은 위험분석 기법(표 7-3-18)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에 적합한 기법을 

선택한다. 만약, 진단 대상 철도시스템이 이미 특정 위험분석 기법을 적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분석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표 7-2-8. 시스템 위험분석 기법(예) 및 요구정보/수행결과

기법 설명 요구되는 정보 수행결과

SHA

시스템의 상위 기능을 식별하

고, 상위 기능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원 식별 및 결과 

확인

- 시스템 수준 운영 목표 및 

안전 목표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및 

구성도

- 시스템 운영 환경 특성 및 

조건

- 시스템 기능 정의서

- 시스템 수준 최상위 안전 관

련 기능 식별

- 시스템 수준 위험원 도출

- 시스템 수준의 위험원에 대한 

안전 대책 도출

SSHA

서브시스템 및 각 서브시스템 

간 시스템 기능 이해를 바탕으

로 잠재 위험원 분석

- 시스템 설계서

- 서브시스템 기능 정의서

- 서브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정의서

- 서브시스템 및 외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정의서

- 서브시스템 수준의 안전 관련 

기능 및 인터페이스 관계에 의

한 영향 식별

- 서브시스템 수준의 위험원 

도출

- 서브시스템 수준의 위험원에 

대한 안전 대책 도출

FTA

의도하지 않은 사고, 사건으로

부터 출발하여 해당 사고, 사건

이 발생가능한 원인을 분석

-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 제어/데이터 흐름도

- 시스템 기능 정의서

- 사고 사건 이벤트 기반의 위

험원 분석

- 사고, 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관련 기능 식별

- 사고 사건 이벤트 기반의 위

험원에 대한 안전 대책 도출

FMEA

시스템에 속한 서브 시스템, 

모듈 단위 기능 요구사항을 바

탕으로 고장모드(Failure 

mode) 식별 및 그 영향 분석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및 

구성도

- 기능 동작 모드에 따른 기능 

정의서

- 시스템 기능 및 기능별 동작 

모드 식별

- 기능의 고장모드 식별 및 고

장에 따른 영향 분석

- 기능별 고장모드에 따른 위험 

경감 대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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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FMEA 기법과 HAZOP 기법의 안내어(Guide word)를 차용한 위험분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부록 1. 위험분석 기법 소개'에서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위험

분석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FMEA 기법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및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일탈

(Deviation) 상태 즉, 고장모드(Failure Mode)를 도출하고, 해당 고장이 미치는 영향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HAZOP 기법의 대표적 특징인 안내어는 각 기능별 다양한 

고장모드를 도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관제화면시스템’의 

‘진로표시’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고장모드를 도출하기 위해‘Wrong’, 

‘None’, ‘Late’와 같은 안내어를 적용하여 각각‘잘못된 궤도회로 상태 화면 

표시(Wrong)’, ‘궤도 회로 상태 화면 미표시(None)’, ‘궤도회로 상태 화면 표시 

지연(Late)’과 같이 다양한 고장모드를 도출할 수 있다. 만일, 안내어를 적용한 고장

모드 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자나 기술지원 담당 인터뷰를 통해 시스템 

오동작 사례, 장애 이력 등을 고장모드 도출에 활용하도록 한다.

 표 7-2-9. 시스템 위험 분석서(예)

ID
시스템 
위험원

위험원 
설명

관련 서브시스템 
및 기능 고장모드

/안내어
원인

위험도
안전
수단

현재
상태서브 

시스템
기능

발생
빈도

심각
도

위험
도

  ∙ ID : 시스템 위험원 ID 

  ∙ 시스템 위험원 : 시스템 위험원 기술

  ∙ 위험원 설명 : 시스템 위험원에 대한 설명 기술

기법 설명 요구되는 정보 수행결과

HAZOP

안내어(Guilde Word) 분석을 

통한 다양한 위험상황 도출 및 

발생 원인 분석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및 

구성도

- 시스템 운영 환경 특성 및 조

건

- 시스템 기능 정의서

- 시스템의 안전 관련 기능 식

별 

- 안내어 도입을 통한 다양한 

위험원 도출

- 시스템 위험원에 대한 안전 

대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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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서브시스템 및 기능 : 해당 위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서브시스템 및 

기능 기술

  ∙ 고장모드/안내어 : 기능별 고장유형을 기술하며, 안내어를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음

  ∙ 원인 : SW 위험원 즉, 고장모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예: 결함)

  ∙ 위험도 : 식별된 위험원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

  ∙ 안전 수단 : 허용 가능한 안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 현재 상태 : 도출된 안전 수단 대비 현재 기술적 조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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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OP 위험분석 기법에서는 다양한 Hazard를 도출하는데 있어 안내어(GuideWord)

를 활용한다. 진단 수행팀장은 각 기능의 속성에 맞게 적절한 안내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위험원을 도출하도록 한다. 

[HAZOP 안내어(예)]

안내어 관련 위험(예)

Early
수신 데이터가 너무 빨리 발송됨

송신 데이터가 너무 빨리 발송됨

Late
수신 데이터가 너무 늦게 도착함

송신 데이터가 너무 늦게 도착함

More/Less

최소/최대 범위 이하

허용 범위 이상/이하의 수치

계산결과가 허용 오차 한계를 벗어남

데이터 크기가 제한된 크기를 초과하거나 미만임

None

수신 데이터가 도착 실패함

송신 데이터가 외부 시스템까지 도착 실패함

기능이 규정대로 수행되지 않음

소프트웨어가 위험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함

Wrong

메시지 내용이 부정확함

수신되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가 수신됨

송신되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가 발송됨

예상치 못한 입력/수신 데이터 발생

자체 복구를 실패함

메시지 과부하로 오동작

메시지 상실로 오동작

위험 상태에서 안전 상태로 복구 실패함

비상시 안전정지 개시를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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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E-FUNC-B-03] 위험도 평가

진단 수행팀은 계획 단계(PLN-B-01)에서 미리 합의한 위험도 평가 기준 및 안전

조치 기준을 활용하여 시스템 위험분석 결과 도출한 위험원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

한다. 

 표 7-2-11. 시스템 위험분석 결과 및 조치 대상 식별 결과(예)

ID
시스템 
위험4원

위험원 설명

관련 서브
시스템 및 기능

고장모드(안내어)

원인

위험도

조치 대상 
여부서브

시스템
기능 안내어 고장모드 빈

도

심
각
도

위
험
도

HA

01

점유궤도내 

다른 열차 

진입허가

열차가 궤도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열차 

진로 정보가 잘못 

표시되어 

관제사가

수동으로 다른 

열차 진입을 허가

신호

시스템

신호

상태

감시/

제어

Wrong

FEPOL로

부터 

잘못된 

신호수신

메시지 값 

오류
C III R3 조치필요

메시지 

순서 오류
D III R2

협의하에

허용 가능

None

FEPOL로

부터 신호

수신실패

통신단절 D IV R1
조치불필

요

프로토콜

오류
C II R3 조치필요

Late

FEPOL로

부터 신호

수신지연

시그널링

시스템 

부하발생

D II R3 조치필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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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 평가는 사고 통계나 이력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평가가 바람직하나, 사고 발생

빈도나 심각도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 시스템 이해관계자 간 협의된 기준을 토대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소프트

웨어의 경우 하드웨어 장비나 부품과 달리 고장률, 오작동 발생 빈도 등의 정량적 산정

이 어렵다. 따라서 운영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오작동 빈도, 소프트웨어 신규 개발 여부, 

소프트웨어모듈의 복잡도 등을 반영하여 발생빈도를 판단할 수 있다. 철도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위험도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심각도 기준(예)

심각도(C) 내용 정성적 기준

A
치명적인 위험

(Catastrophic)

인명의 사망, 시스템의 손실 또는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

B
중대한 위험

(Critical)

심각한 인명의 상해, 직업상의 질병 및 중요한 시스템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

C
중요하지 않은 

위험(Marginal)

최소한의 상해, 작업상의 질병 및 최소한의 시스템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

D
사소한 위험

(Insignificant)

최소한의 상해, 직업상의 질병보다 작고, 최소한의 시스템 및 환경상

의 피해보다 작은 영향을 초래하는 위험

R 신뢰성관련
인명이나 환경상에 피해를 발생하지 않으나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

는 위험

발생빈도 기준(예)

빈도(F) 내용 분류 기준(예)

1 빈번한 발생 (Frequent) 운영기간 동안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가능성 있는 발생(Probable) 운영기간 동안 여러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3 종종 발생 가능(Occasional) 운영기간 동안 가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발생가능성이 미약함(Remote) 운영기간 동안 한두 차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5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

(Improbable)
운영기간 동안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발생하지 않음

6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음

(Incredible)
발생가능성도 희박하며, 절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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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매트릭스(예)

심각도 분류와 발생빈도 분류에 의해 위험도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표준을 근거로 매트릭

스 형태로 제시하고 매트릭스는 위험도를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심각도
 발생도

Catastrophic Critical Marginal Insignificant

A B C D

빈번한 발생(Frequent) 1 R4 R4 R4 R3

가능성 있는 발생(Probable) 2 R4 R4 R3 R2

종종 발생 가능(Occasional) 3 R4 R3 R3 R2

발생가능성이 미약함(Remote) 4 R3 R3 R2 R1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Improbable) 5 R2 R2 R1 R1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음(Incredible) 6 R1 R1 R1 R1

* R1에서 R4로 갈수록 위험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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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판단을 위해 위험도 허용 기준을 고려하는 이유는 해당 위험도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은 위험도를 가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위험도 혀용 수준에 대한 판단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노출되는 위험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철도 분야에서는 허용 

위험도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한다.

GAMAB 원칙

GAMBAB 원칙은 “Globalement Au Moins Aussi Bon”의 약자로서, “Globally at least as good” 즉, “전반적

으로 최소한 동등하게” 원칙을 의미한다. 기존의 위험도 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GAMAB 원칙을 기본

적으로 적용한다.

정량적인 안전목표가 없는 프랑스, 노르웨이는 GAMAB 원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철도시스템

에서 어떤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변경에 따른 해당 시스템의 안전은 적어도 변경 이전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함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통상 사고 자료보다는 기술적 고려사항에 기반을 둔다. 노르웨

이에서는 "모든 새로운 궤도수송시스템은 적어도 기존의 유사시스템과 전반적으로 동등 이상의 위험도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GAMAB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안전수준 검증 측면에서“공통으

로 채택한 기술 규칙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이 달성한 개별 위험도가 신규 시스템의 사용으로 초과되지 

않는다면 동등한 안전수준이 달성된 것으로 검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철도시스템의 본 원칙을 적용한 허용 위험도 수준은 신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이 적어도 기존 시스템이

나 기존 운영 절차에 대한 안전 수준과 동등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MEM 원칙

MEM은 "Minimum Endogenous Mortality"의 약자로 “최소한의 내부원인에 의한 사망위험도”를 줄인 

말로 질병이나 자연사와 같은 자연적 원인에서 초래된다.신규 철도시스템에 대한 위험도의 

허용수준 판단에 MEM 원칙을 적용하면 철도시스템의 위험원이 연간 개인  MEM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F-N Curve를 작성하여 확인한다. MEM 원칙에서 ‘어떤 개인을 위험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이한 시스템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일 시스템은 전체 위험도의 5% 이상을 기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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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P 원칙

ALARP 원칙은 “As low as reasonable practicable”의 약자로서,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의 

위험도 허용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허용 위험도 관리를 위한 ALARP 원칙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산정된 위험도가 최대 한계 이상(허용불가 영역)이고 더 이상의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도입할 수 없다면 

이 영역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산정된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영역 

이하이면, 해당 위험은 일반적으로 사소한 수준이며 적절히 통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영역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대하여는 위험도 감소를 위한 추가 조치 활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림의 중간 영역이 허용가능 영역(Tolerable Region) 또는 ALARP 영역으로, 해당 영역으로 시스템 안전

이 관리되도록 위험도 경감을 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기능 요구사항 수립 시, 위험도 경감 

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시에는 그러한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안전기능 요구사

항 수립을 위한 비용(위험도 경감 비용)과 사고에 따른 피해비용 사이의 적정한 합치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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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E-FUNC-C] 안전기능 충분 여부 확인   

┃그림 7-2-5┃ 안전기능 충분 여부 확인 주요 활동

3.1 [EXE-FUNC-C-01]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진단 수행팀은 안전 조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위험도 경감을 위한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운영자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적인 입장에서, 위험도의 경감 방안은 인적, 관리적 

측면의 방법과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인적, 관리적 측면의 

방법으로는 교육, 훈련,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해당될 수 있고,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시스템 기능 오작동, 기능 불충분 등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을 

방지, 제어 및 영향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기능적 수단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시, 관련 지침, 표준 

규격이나 국내외 유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위험도 경감 방식은 크게 사고발생 예방 측면과 피해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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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사고발생 예방 방식은 진단 대상 시스템의 안전 결함을 

최소화하는 설계 접근법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위험원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전략, 

위험발생을 경감시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피해심각도 억제 방식은 위험사건의 

피해 심각도를 낮추기 위한 위험 확대 차단 등 사후적 조치 관점에서 방어적인 안전

기능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표 7-2-12. 위험도 경감 전략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

고려 요소 내용

위험원 제거
위험원이 운영상의 목적과 일치한다면 설계단계에서 제거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위험원 

제거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많다

위험발생 경감

위험원을 제거할 수 없다면 위험원의 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위험사건으로 되는 결함의 발생빈도나 확률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위험발생 경감은 

서브시스템 및 기능에 대한 결함 허용정도나 운영상의 오류 허용정도와 같은 설계 특성에 

의존한다. 

사고피해 경감

위험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는 위험도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

로서 예를 들면, 비상복구/대응 절차 선정, 핵심 결함에 대한 시기적절한 감지 등을 위한 

시스템 보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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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2-13. 위험도 경감 전략(예)

소프트웨어 안전기능이란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이나, 기능 불충분에 기인한 잠재적 

위험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한다. 철도 안전 표준에서는 위험원에 대비한 

안전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요 프로세스 

중단으로 인한 시스템 중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프로세스 상태를 감시

(Timeout/Watchdog) 및 재구동(Reset)하거나, 중요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 또는 데이터 전송 경로를 복수(Redundancy)로 하고 데이터를 비교하는 기능 

등이다. 본 단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위험 경감 방안을 고려하여 안전기능을 도출

한다. 

 표 7-2-14. 안전기능 유형(예)

위험도 경감 전략 내용

제거
위험원의 근원을 없애는 것

예) 열차운행을 차단하고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차단

위험원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방벽을 두는 것

예) 선로변 울타리 및 건널목 차단기 설치, 시스템에 유효범위 이외 데이터는 입력을 

허용하지 않음

예방
위험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

예) Fail-Safe 설계 및 시스템 기능을 감시

제어
위험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제어

예) 선로 정지신호 시, 열차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자동열차방호(정지) 시스템 

제한
위험사건 발생 이후 제한 모드로 기능 동작 

예)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제한된 성능으로 운영

유형 설 명

Fault Detection & 

Diagnosis
내ㆍ외부적 수단을 통해 시스템 상태를 체크하여 비정상 상태를 감지 

Monitoring
Input/Output 데이터, 관련 모듈의 동작 상태, 프로시저 등을 모니터링하여 시스템 이상 상태 

감시

Defensive 

Programming

프로그램 오류 발생을 대비해 방어코드 추가

※ 예: 입출력 범위체크, 제어 흐름 체크

Redundancy
기능적으로 동일한 복수의 기능을 배치하고 수행결과를 비교하여 오류를 감지 (N-Version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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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설 명

Delegation 오류 감시 시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점진적으로 기능을 정지하는 조치 방법

Reset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시스템을 Reset하여 복구하는 방법

예: Watchdog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종료, 시스템 무응답 상태 등을 확인하고 Reset을 통해 

복구

Static Recovery
오류 발생 시,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복구

예: Recovery Block, Backward Recovery, Forward Recover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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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out Watchdo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무응답 또는 무한루프 등 이상상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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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2-15.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결과(예)

ID
시스템 
위험4원

위험원 설명

관련 서브
시스템 및 기능

고장모드
(안내어)

원인

위험도
조치 
대상 
여부

안전기능
요구사항

비고
(REQ_ID)서브

시스템
기능 안내어

고장
모드

빈
도

심
각
도

위
험
도

HA

01

점유궤도

내 다른 

열차 

진입허가

열차가 

궤도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열차 

진로 정보가 

잘못 

표시되어 

관제사가

수동으로 

다른 열차 

진입을 허가

신호

시스

템

신호

상태

감시/

제어

Wrong

FEPOL

로부터 

잘못된 

신호

수신

메시지 

값 오류
C III R3

조치

필요

메시지 값

검사

HA01-

REQ1

메시지 

순서 

오류

D III R2

협의

하에

허용 

가능

메시지 

순서 검사

HA01-

REQ2

None

FEPOL

로부터 

신호

수신

실패

통신

단절
D IV R1

조치

불필

요

조치

불필요
-

프로

토콜

오류

C II R3
조치

필요

프로토콜 

검사 및 

재전송

HA01-

REQ3

Late

FEPOL

로부터 

신호

수신

지연

시그

널링

시스템 

부하

발생

D II R3
조치

필요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HA01-

REQ4

... ... ... ... ... ... ... ... ...

REQ_ID 안전기능 요구사항 내용

HA01-

REQ1
메시지 값 검사

이중으로 수신된 메시지를 비교하여 데이터 이상 감지 시, 관제 

화면에 데이터 이상 경고 전달

HA01-

REQ2
메시지 순서 검사

수신된 메시지 순서를 비교하여 순서값 이상 감지 시 내부적으로 

메시지 re-ordering 수행하여 관제화면 표출

HA01-

REQ3
프로토콜 검사 및 재전송

프로토콜 오류로 발생 시, 메시지 송신 상태를 체크하고 송신 

실패 매시지 재전송

HA01-

REQ4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시그널링 시스템 미응답으로 인한 송신 실패 여부를 AckTime-out

으로 체크하여 메시지 재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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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E-FUNC-C-02] 안전기능 적용 현황 확인

진단 수행팀은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이 완료되면, 도출된 안전기능 요구사항 

대비 운영 중인 시스템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안전기능 현황을 파악한다. 즉, 시스템이 

위험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안전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요구되는 

안전 수준 대비 충분한지, 추가적으로 확보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

한다.

안전기능 적용 현황 파악을 위해 시스템 개발 산출물을 하고, 시스템 사용자와의 

인터뷰, 시스템 직접 확인 등의 방법으로 안전기능 확보 현황과 실제 해당 기능이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필요 시 소프트웨어 품질 진단 중 기능동작 정확성을 

진단하는 테스트 인력과 협업하여 실제 안전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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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2-16. 시스템 위험분석 결과(예) - 안전기능 현황 파악

ID
시스템 
위험4원

위험원 설명

관련 서브
시스템 및 기능

고장모드
(안내어)

원인

위험도
조치 
대상 
여부

안전기능
요구사항

현재
상태서브

시스템
기능 안내어

고장
모드

빈
도

심
각
도

위
험
도

HA

01

점유궤도

내 다른 

열차 

진입허가

열차가 

궤도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열차 

진로 정보가 

잘못 

표시되어 

관제사가

수동으로 

다른 열차 

진입을 허가

신호

시스

템

신호

상태

감시/

제어

Wrong

FEPOL

로부터 

잘못된 

신호

수신

메시지 

값 오류
C III R3

조치

필요

메시지 값

검사

메시지

검증부재

메시지 

순서 

오류

D III R2

협의

하에

허용 

가능

메시지 

순서 검사

메시지

검증모듈

존재

None

FEPOL

로부터 

신호

수신

실패

통신

단절
D IV R1

조치

불필

요

조치

불필요

이중화

구성됨

프로

토콜

오류

C II R3
조치

필요

프로토콜 

검사 및 

재전송

프로토콜

검사 및 

재전송 

모듈 존재

Late

FEPOL

로부터 

신호

수신

지연

시그

널링

시스템 

부하

발생

D II R3
조치

필요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수행하고 

있지 않음

... ... ... ... ... ... ... ... ...

시스템이 이미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기능 요구사항에 준하는 

안전 조치 방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확보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만족하나 미흡한 사항을 별도로 분류하여 표 7-2-17과 같이 최종적인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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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2-17. SW안전기능 요구사항 목록(예)

구분 설명

ID FSR_001

안전 기능명 통신 이중화를 통한 메시지 값 비교 검증

안전 기능 설명 컨트롤 모듈로부터 수신된 열차 선로 점유 정보 메시지 값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 

관련

위험 시나리오

플랫폼을 다른 열차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제사가 수동으로 진로 제어 시 열차 운행 

표시 오류로 인해 다른 열차 진입을 허가함

발생 가능 사고 열차 간 충돌 발생 가능

안전 상태
이상 메시지 값 수신 시, 이를 감지 및 알람을 발생시켜 잘못된 진로 제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함

중요도 상

우선순위 우선

비고

- 이중화된 통신 채널로부터 각 메시지 수신 

- 수신된 메시지 값을 서로 비교

- 메시지 값이 불일치 한 경우 알람을 통해 관제사에 데이터 이상 유무 인지토록 조치

  · ID : 안전기능 요구사항 ID

  · 안전기능명 : 안전기능 명칭 기술

  · 안전기능 설명 : 안전기능 설명 작성

  · 관련 위험 시나리오 : 안전 기능과 관련한 위험상황에 대한 위험원발생 시나리오

  · 발생 가능 사고 : 위험 시나리오가 일어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사고 

  · 안전 상태 : 위험 시나리오 발생 시 안전기능 조치 결과(예방, 방지, 완화) 기술

  · 중요도 : 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SW안전 요구사항 중요도 기술

     예) 위험도 R4 : ‘상’, 위험도 R3 : ‘중’, 위험도 R2 : ‘하’

  · 우선순위 : 위험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 우선순위 기술

  · 비고 : SW안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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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오류없이 동작하도록 

구현되었는지(기능동작 정확성)와 소스코드가 언어의 구문(Syntax) 및 규칙에 맞게 구현

되었는지(소스코드 품질 진단)를 진단한다. 

1. 기능동작 정확성(TST)

기능동작 정확성(TST) 진단 단계에서는 시스템 분석 결과로 도출된 위험상황과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을 식별하여 이를 테스트케이스로 작성한 후 테스트를 수행하여 소프트웨어 결함

을 발견 및 기록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 분석, 테스트 

설계, 테스트 수행의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림 7-3-1┃ 수행단계의 세부단계 및 주요 활동

제3절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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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E-TST-A] 시스템 상세 분석

시스템 상세 분석 단계는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한 예비분석 결과

(PLN-A)를 바탕으로 테스트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기능, 운영환경 등을 상세하게 분석 및 

이해하는 단계이다. 안전기능 충분성 단계에서 시스템 분석(EXE-FUNC-A)을 수행하였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중첩되는 부분을 최대한 공통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할 것을 권고한다. 

┃그림 7-3-2┃ 시스템 분석 세부 활동

1.1.1 [EXE-TST-A-01] 시스템 상세분석 및 상세 기능리스트 도출

본 단계에서는 테스트케이스 설계를 염두하여, 시스템 아키텍처, 외부 연동 장치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치 및 운영되는 서브시스템, 데이터 흐름, 운영자 및 관제사 별 권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기능 및 운영상황을 상세히 분석 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 개발 시 작성된 산출물과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작성된 각종 로그, 

이벤트 로그, 철도 시스템 운영기록 등을 활용한다. IEC 62279를 준수한 시스템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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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된 다양한 산출물들을 참고할 수 있다39). 만약 IEC 62279를 준수하여 개발되지 

않았거나 시스템 산출물이 충분하지 않거나 산출물이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 개발자, 관제사 등과 인터뷰를 통해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 상세 분석이 완료되면 아래 표의 양식을 참고하여 소프트웨어 기능리스트를 작성

한다. 진단 대상 시스템을 서브시스템별로 분류하고 각 서브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3~4레벨로 분류한다. 시스템에 따라 기능의 레벨(Level)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레벨의 

깊이는 가감할 수 있다. 또한 각 기능의 간략한 설명 및 목적을 함께 기입하여 비슷한 이름을 

가진 기능간의 혼란을 방지한다. 도출된 기능에 ID를 부여하여 추후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이후 이슈 발생 시 참조 ID로 사용한다. 기능리스트 우측의‘안전/비안전’컬럼은 위험 

시나리오가 도출된(EXE-TST-A-02) 다음 단계(EXE-TST-A-03)에서 작성한다.  

기능ID
기능목록

기능 설명 안전/비안전
서브시스템명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표 7-3-1 기능리스트 양식(예) - 기능리스트 작성 

1.1.2 [EXE-TST-A-02] 위험시나리오 도출  

시스템의 안전기능 및 주요기능을 명확히 한 후에는 기능별로 시스템의 위험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위험 시나리오는 발생 가능한 사고, 사고원인(위험원) 등을 식별하는 시스템 위험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할 수 있으며,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영역에서 도출한 시스템 분석 

결과(표 7-2-6)를 활용할 수 있다. 

39) IEC 62279에서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에 장비의 내부 및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식별 및 문서화하

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모드를 기술하며, 또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자장치의 모든 관련 동작모드(특히 고장 행위)

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로 문서화 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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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영역에서 도출한 시스템 위험분석 결과 및 위험상황을 참

고하여, 시스템 전체 기능 중에서 집중적으로 진단(테스트)해야 할 안전기능을 식별

하고 진단(테스트) 우선순위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위험분석 기반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테스트) 전략 수립

美 DoD(Depart of Defense)에서 발간한 ‘Joint Software Systems Safety 

Engineering Handbook(2010)’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

인 안전 보증 활동을 위해 안전 중요도에 따라 Safety Effort(예: 설계, 검토, 테스트) 

우선순위 및 배분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 위험분석 기법을 활용한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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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E-TST-A-03] 안전기능 및 비안전기능 분류

기능리스트 및 위험 시나리오가 도출되면 기능별로 해당 기능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여‘안전’또는‘비안전’으로 기능을 분류한다. <표 7-3-2>의 기능리스트에서 

기능이 동작하지 않거나 오작동을 일으켰을 경우 그로 인한 결과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라면 “안전기능”, 해당 기능이 미동작 혹은 오동작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결과가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비안전기능”으로 분류한다. 안전/비안전의 분류는 철도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운영자 및 관리자의 판단에 따르기도 

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

기능ID
기능목록

기능 설명 안전/비안전
서브시스템명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표 7-3-2 기능리스트 양식(예) - 기능 별 안전/비안전 분류

예를 들어, [신호제어-진입금지신호설정/해제]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현재 특정 구간에 

열차진입 금지를 위한 신호설정 및 해제] 역할을  같은 롤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특정 구간에 열차 진입이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능이 미동작 혹은 오동작하여 

설정되어야 할 진입금지신호가 해제되거나 진입금지신호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열차 충돌과 

같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기능은 “안전기능”으로 분류한다. 

또 다른 예로, [로그인기능-내정보변경-직급변경]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현재 로그인 중인 

사용자의 직급을 변경함]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현재 로그인 중인 사용자의 

직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능이 미작동하거나 오작동을 하더라도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기능은“비안전기능”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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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으로 기능목록의 모든 기능을 안전 또는 비안전으로 분류한다. 안전과 비안전 

기능의 분류는 중요한 기능을 식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한정된 테스트 인력과 진단 수행

기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테스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며, 추후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 설계 시 안전기능에 대한 테스트 비중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한다. 

1.1.4 [EXE-TST-A-04] 위험시나리오 및 안전기능 도출 결과 검토/보완

시스템 주요 기능 및 위험과 관련된 안전기능을 확정하고 테스트가 필요한 세부 기능을 

선별한다. 참고로, 위험원에 대한 위험도가 평가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테스트 범위 및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획 단계에서 정의한 진단 범위 중 

위험과 관련이 없다고 분석되었거나 위험도가 낮은 기능은 범위에서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기능에 우선적으로 자원(인력, 시간)을 할당하도록 추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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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E-TST-B] 테스트 설계

본 단계는 앞서 도출한 위험 시나리오(EXE-TST-A-02)를 참고하여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 

즉 테스트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테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단계이다. 

테스트케이스는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등을 정의한 것으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 하느냐에 따라 테스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테스트 설계는 

전략적인 테스트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그림 7-3-3┃ 테스트 설계 세부 활동

1.2.1 [EXE-TST-B-01] 테스트케이스 및 테스트 시나리오 설계  

시스템 상세 분석 단계(EXE-TST-A)에서 도출한 시스템 위험 시나리오, 안전/비안전 

기능분류, 그리고 다양한 예외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한다. 테스트케이스 설계 시에는 테스트 효율을 높이도록 안전/비안전 기능 분류 결과에 

따라 테스트 노력 즉, 테스트케이스 설계 규모를 차등화한다. 가령, “안전”으로 분류된 

기능은 그렇지 않은 기능(혹은 시나리오) 대비하여 세밀하게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고

“비안전”으로 분류된 기능은 상대적으로 테스트케이스를 간략히 설계한다. 여기서 

테스트케이스 설계 규모는 단순히 테스트케이스의 개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의 

견고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예외상황이나 비정상 동작을 테스트케이스에 

포함하는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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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케이스 작성 시에는 <표 7-3-3>과 같이 기능명, TC ID, TC 설명, 수행절차, 입력값, 

기대출력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IEC 62279에서도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 요구사항으로 실행순서, 입력값, 예상 출력값, 성능과 품질을 포함한 테스트 성공 

기준 등을 언급하고 있다.

기능명 TC ID TC 설명 수행절차
입력값

(사전조건 포함)
기대
출력

테스트
결과

상세
결과

 표 7-3-3. 테스트케이스 양식(예) - 테스트케이스 작성

  ․ 기능명 : 세부 SW기능명 또는 서브시스템명 (예: Command Controller)

  ․ TC ID : 테스트케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ID (예: CNTR_001)

  ․ TC 설명 : 테스트케이스 목적, 확인하고자하는 위험상황 또는 시나리오를 포함

하는 제목 수준의 간략한 설명 (예: 잘못된 제어명령 전송)

  ․ 수행절차 : 테스트케이스 수행을 위한 실행 절차 또는 단계

  ․ 입력값 : 테스트를 위해 입력되어야 하는 입력값.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기입하는 

데이터 이외에 외부 시스템 또는 외부 모듈에서 유입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며, 테스트 수행 전에 만족되어야 할 SW의 사전조건(상태)을 

함께 기술

  ․ 기대출력 :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 경우 출력되어야 할 기대값

  ․ 테스트 결과 :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테스트를 통해 관찰한 실제 결과와 기대

출력을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 “P(Pass)”, 그렇지 않은 경우 

“F(Fail)”, 특이사항으로 인해 테스트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N/A”로 기재 

  ․ 상세결과 : 테스트 수행 상세결과. 테스트 결과가 “F” 또는 “N/A”인 경우, 

테스트 시 관찰된 내역(예: 오류 메시지, 시스템 상태) 또는 테스트 

불가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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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시와 같이 테스트케이스를 작성한 후 진단팀장은 테스트하고자 하는 범위 및 

위험상황이 테스트케이스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기능명 TC ID TC 설명 수행절차
입력값

(사전조건 포함)
기대
출력

테스트
결과

상세
결과

선로 상태 

표시
ST-01

선로가 

비점유상태 일 

때, 상태 표시

해당 선로의 

상태 확인
선로 비점유 상태

선로 녹색 

표시

선로 상태 

표시
ST-02

선로가 점유 상태 

일 때, 상태 표시

해당 선로의 

상태 확인
선로 점유 상태

선로 

붉은색 

표시

 표 7-3-4. 테스트케이스 양식(예)

 표 7-3-5. 테스트케이스 검토 시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리스트

1
테스트케이스는 하나의 테스트 목적 또는 의도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테스트케이스는 하나의 오류를 가정

하고 기술되었는가?

2 테스트케이스는 진단 범위로 정의된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가?

3 시스템 분석 단계에서 검토된 위험상황이 테스트케이스 내에 모두 반영되었는가?

4 테스트케이스에 사용된 데이터는 정상 상황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예외상황을 포함하였는가?

5 테스트케이스는 데이터의 입력 시간, 주기 등을 고려하였는가?

6 테스트케이스는 운영 패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였는가?

7 데이터를 포함한 테스트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테스트케이스는 수행 가능한가?

8 테스트케이스 간 내용 상의 상호 모순이 있지 않은가?

9 진단 대상 시스템이 표준이나 규격을 준용하는 경우, 테스트케이스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는가?

10 테스트케이스는 제약조건,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하여 기술되었는가?

11 일정 대비 테스트케이스 수는 적절한가? 

12 기능별 안전 중요도에 따라 테스트케이스 수가 적절히 배분되었는가?

13 테스트케이스는 업무 할당이 용이하도록 모듈별 구분되어 있는가?

14 테스트케이스는 과거의 결함 이력, 업그레이드 이력 등을 반영하여 설계 되었는가?

15 논리적으로 복잡한 안전 기능에 대한 테스트케이스는 충분히 확보 되었는가?

Ⅲ

Ⅰ

Ⅱ

Ⅳ

Ⅴ

Ⅵ

Ⅶ

Ⅷ

Ⅸ

참
고
문
헌

부

록



소프트웨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철도분야

184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Testcase Design Strategy)이란 효율적으로 결함을 찾을

수 있도록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으로, 크게 블랙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과 화이트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블랙박스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은 소스코드를 확인하지 않고 요구사항 명세서 등의 명세서를 

기반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이며, 화이트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은 

소스코드에 기반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이다. 두 기법은 상호 배타적

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기법에 기반하여 시스템 테스트를 설계하는 경우에도 기능 중요도가 높은 알고리

즘을 포함하는 모듈에는 화이트박스 기법을 병행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설명 예시

블랙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

o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와 같은 명세서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 설계

o 사용자 입장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법으로 테스트케이스 

설계 시 소스코드가 불필요하고 시스템 규모에 관계없이 손

쉽게 적용 가능

동등분할,

경계값분석,

결정테이블,

상태전이 등

화이트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

o 소스코드의 문장 및 구문 정보를 이용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

o 개발자 입장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법

o 테스트를 얼마나 수행하였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테스트 커버

리지) 가능하나, 테스트케이스 설계자가 개발언어, 개발로직

을 이해해야 하며 시스템 레벨에서는 적용이 어려움

문장테스트,

MC/DC,

기본경로 

테스트 등

참고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



185

IEC 62279에서는 SIL수준별로 아래와 같은 테스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IEC 62279:2015에서의 동적 분석 및 테스트 요구 사항>

* 기술적 요구사항 심볼

기법 SIL0 SIL1 SIL2 SIL3 SIL4

1. 경계값 분석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 수행 - HR HR HR HR

2. 에러 추측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 수행 R R R R R

3. 에러 삽입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 수행 - R R R R

4. 성능 모델링 - R R HR HR

5. 동등 분할 및 입력 분할 테스팅 R R R HR HR

6. 구조 기반 테스팅 - R R HR HR

심볼 설명
M(Mandatory)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항목

HR(Highly Recommended)
해당 기술의 적용을 매우 권장하는 항목으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
웨어 품질 보증 또는 관련 문서에 다른 대체 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이 

기재되어야 함
R(Recommended) 해당 기술의 적용을 권장하는 항목

NR(Not Recommended)

해당 기술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의 사용 근거를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또는 관련 문서에 기재하여야 

함
- 사용 또는 권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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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SO/IEC/IEEE 29119-3에서 제시하는 테스트케이스

2013년에 제정된 ISO/IEC/IEEE 29119-3 (Software and systems engineering – 
Software testing – Part 3: Test documentation) 표준은 테스트 과정에서의 각종 

산출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테스트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아래 일부 

발췌하였다. 

[정의] Test case : set of test case preconditions, inputs (including actions, where 

applicable), and expected results, developed to drive the execution of a test item 

to meet test objectives, including correct implementation, error identification, 

checking quality, and other valued information 

테스트케이스 구성 요소

항목명 설명

Unique identifier 테스트케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유일한 식별자 또는 TC 번호

Objective
테스트케이스의 목적 또는 주안점 등을 간단히 명시한 것으로 제목(title) 형태로 

기술

Priority 
(필요 시) 테스트케이스의 우선순위로 우선순위가 높은 테스트케이스를 먼저 수

행

Traceability
관련된 요구사항이나 설계 명세 등과 맵핑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기술한 추적가

능성 항목

Preconditions 테스트케이스를 수행하기 이전에 요구되는 테스트 환경 또는 특별한 조건

Inputs 테스트케이스를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입력 값

Expected results 테스트 수행 이후 예상되는 시스템의 출력예상값 및 시스템 상태값

Actual results and 

test result
테스트를 수행한 후 확인된 출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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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 NASA의 테스트케이스 선택 시 고려사항

미국 NASA에서 연구ㆍ발표한 테스트케이스 선택 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테스트케이스 설계 시 일반 고려사항

번호 고려사항

1 프로젝트의 의도된 목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2 사용자(user)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3 가장 큰 안전 영향도를 가진 기능은 무엇인가?

4 사용자(user)에게 가장 큰 경제적 영향도를 가진 기능은 무엇인가?

5 어플리케이션에서 고객(customer)에게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무엇인가?

6 개발 단계에서 미리 테스트 할 수 있는 측면은 무엇인가?

7 소스코드 중 가장 복잡한 파트, 즉, 결함에 취약한 파트는 어떤 파트인가?

8 개발 과정에서 가장 급하게 개발된 파트는 어떤 파트인가?

9 지난 프로젝트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측면은 무엇인가?

10 지난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된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측면은 무엇인가?

11 요구사항 또는 설계 중 가장 불명확하거나 대충 기술된 파트는 어떤 파트인가?

12 개발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측면은 무엇인가?

13 어떤 종류의 문제가 외부 관심 및 평가 측면에서 가장 좋지 않은가?

14 어떤 종류의 문제가 외부 고객 서비스 항의를 야기하는가?

15 어떤 종류의 테스트가 다양한 기능을 쉽게 커버할 수 있는가?

16 어떤 테스트가 시간 대비 고위험-커버리지 테스트에 좋은가

테스트케이스 설계 시 인적오류 관련 고려사항

번호 고려사항

1 헷갈리는 정보(Confusing Information)

2 충돌하는 정보(Conflicting Information)

3 잘못 가이딩하는 정보(Misleading Information)

4 유효하지 않은 오래된 정보(Invalid or old Information)

5 제한적인 인간의 기억력과 관련된 사항(Human memory limitation)

6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어도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수행하는 의도적인 행동(Intentional Action)

7
위급상황, 패닉상태와 같이 일정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

(Difficulty accessing required information in time)

8 화면에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Difficulty finding information on scree)

9 모드 변환(Change in Operation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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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 SEC의 테스트 고려사항

일본 정보기술진흥원(IPA, 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 내의 신뢰

성고도화 센터(SEC, Software Reliability Enhancement Center)에서는 주요 인프라 

등의 제품 제어 시스템에 대한 장애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개발 각 단계에서의 교훈

을 수록한 교훈집을 제작하였다. 교훈집에 수록된 시스템테스트 시의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스템 테스트 고려사항

번호 고려사항

1 학습 기능을 보유한 모듈의 테스트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다.

2 순간 정전과 네트워크 이상 대응 처리를 담은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한다. 

3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한다. 

4 실제 기기에 대해 검증 시험을 실시한다. 

5
테스트 관점 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테스트케이스가 작성되어, 테스트 커버리

지가 높아지도록 한다. 

6
사용자 등으로부터 직접 입력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입력 경계를 벗어나는 값을 시험

하는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한다. 

7 복잡하고 부하가 걸리는 기능에 대해서는 부하시험을 실시한다. 

8 테스트케이스 설계 시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다.

9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오차로 인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케이스를 설계

한다.

10 원격 기기의 장애를 모의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한다.

11 경계값 테스트 항목은 누락이 없도록 한다.

12
상용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검증 및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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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E-TST-B-02] 테스트 지원가능 여부 검토

테스트케이스가 모두 작성되면, 진단팀장은 테스트케이스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여 실제 테스트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테스트베드가 실 운영환경과 달라(예: 연동데이터 

미지원, 타 시스템 및 현장장비 등과 기능 연동 불가 등) 테스트가 불가한 것은 아닌지, 만약 

테스트베드에서 수행이 불가하다면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테스트를 위해 추가 

확보되어야 할 데이터는 없는지, 테스트를 위해 협조를 받아야 할 인력은 누구인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실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 시에는 시스템을 조작·운영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테스트 중 발생 가능한 장애를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유지보수 담당자 등이 

반드시 입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협의를 위해, 반드시 테스트케이스 검토회의가 필요하다. 

1.2.3 [EXE-TST-B-03] 테스트 수행 범위, 수행 일자 등 확정

진단팀장은 테스트케이스 수행을 위한 각종 사항들을 정리하여 확정하고, 특히, 지원이 

필요한 테스트케이스에 대해서는 수행 일정을 포함한 계획 등을 정리하여 지원 인력에게 

공유한다. 테스트베드에서 수행 불가하여 실 운영환경에서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주로 새벽시간대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시설 점검 

활동과 중첩되지 않도록 테스트 수행 범위와 일자를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일정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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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E-TST-C] 테스트 수행

테스트 수행 단계는 앞서 설계한 테스트케이스를 기반으로 테스트베드 또는 실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그림 7-3-4┃ 테스트 수행 세부 활동

1.3.1 [EXE-TST-C-01] 테스트 환경 점검

테스트 수행 전, 테스트 환경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는 경우, 기존에 

파악했던 테스트베드의 지원 가능 정도(실 운영환경과의 차이)와 이에 따른 제약사항, 테스트

베드 사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고, 실 운영환경에서 테스트 하는 경우에도 테스트 제약사항

이나 테스트 가능시간, 지원인력의 지원 가능 여부를 체크한다. 

1.3.2 [EXE-TST-C-02] 테스트 수행 및 결과 기록

진단팀장은 안전 기능 및 주요 기능을 우선적으로 테스트하여 중요한 테스트 결과를 우선 

확보한다. 진단 수행팀은 테스트 수행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 시 화면 캡처 또는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단 이해관계자 간 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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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 TC ID TC 설명 수행절차
입력값

(사전조건 포함)
기대
출력

테스트
결과

상세
결과

선로 상태 

표시
ST-01

선로가 

비점유상태 일 

때, 상태 표시

해당 선로의 

상태 확인
선로 비점유 상태

선로 녹색 

표시
P

선로 상태 

표시
ST-02

선로가 점유 상태 

일 때, 상태 표시

해당 선로의 

상태 확인
선로 점유 상태

선로 

붉은색 

표시

F

선로가 

점유되었

으나 

녹색으로 

표시됨

 표 7-3-6. 테스트케이스 양식(예) - 실행결과 기록

테스트 수행 결과는 일차적으로 테스트케이스 양식에 기록하되, 테스트케이스 내용이 방대

하므로 결함만을 추려 <표 7-3-7>과 같은‘결함리포트’를 별도로 작성한다. 결함리포트에는 

결함이 미치는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결함 심각도 

정도를 함께 기재한다. 

 표 7-3-7. 결함리포트 템플릿 및 간단한 예

번호 TC ID
SW

기능명
결함
요약

안전
구분

결함
정도

결함
설명

관련
위험

비고

1 ST-02
선로 상태 

표시

선로가 

점유되었으나 

선로 점유상태 

변경 안됨

안전 H

선로가 

점유되었으나, 

비점유상태로 

유지됨

(녹색표시)

열차 

중복진입

  · 번호 : 결함리포트 번호(예: 1, 2 또는 DF-01, DF-02)

  · TC ID : 결함이 발견된 테스트케이스 ID(예: SCHED_011)

  · SW기능명 : (optional) 결함이 발견된 SW기능명

  · 결함요약 : 결함에 대한 간략한 요약 정보

  · 안전구분 : 결함과 안전과의 관계 여부. 안전과 관련된 결함은“안전”으로, 그렇지 

않은 결함은 “비안전”으로 기재

  · 결함정도 : 결함으로 인한 안전 영향도 또는 중요도 구분(예: H, M, L)

  · 결함설명 : 결함이 발견된 상황ㆍ재연방법과 시스템 정상 동작 대비 관찰된 시스템의 

동작 설명

  · 관련위험 : 결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

  · 비고 : 결함 관련 시스템 관찰 내용(오류메시지, 시스템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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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E-TST-C-03] 테스트 결과 검토

진단팀장은 시스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기능 중요도, 안전 관련도 등을 염두하여 결함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결함은 시스템 내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모듈에 집중 분포

한다는 통계적인 사실에 따라, 발견되는 결함의 양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테스트가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검토하고 테스트가 수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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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리포트는 테스트케이스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결함이 발생한 기능, 

결함 내용, 재연방법,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결함리포트 작성 예

번
호

TC 
ID

SW기능명 결함요약 
안전
구분

결함설명

1
Sched

_011

타스크 스케줄러

-background 

task

중복된 background

task 처리 오류
안전

이미 등록된 background task와 시간이 

중첩되는 task 입력 시 task가 입력되지 

않아야 하지만, task가 입력되고 기존에 

등록된 task가 임의로 삭제됨

[설정>task>background>입력]

1. 매주 월요일 2시 ~ 4시에 백그라운드

로 구동되는 ‘taskA’ 등록

2. 매주 월요일 3시 ~ 5시에 백그라운드

로 구동되는 ‘taskB’ 등록

⇒ taskB가 등록 불가하여야 하나, 

taskB가 등록되고 taskA는 삭제됨

*[참고] background task가 아닌 일반 

task를 중복 등록 시에는 정상 동작함

2
Ctrl

_031

제어기

- event trigger

임계치 초과 이벤트 

트리거 오류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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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스코드 품질 안전성(SRC)  

소스코드 품질 진단(SRC) 절차는 아래와 같이 소스코드 진단 환경을 구성, 소스코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분석 수행, 소스코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안 도출 순서로 진행한다. 

┃그림 7-3-5┃ 세부 단계 및 주요 활동

2.1 [EXE-SRC-A] 소스코드 진단 환경 구성

┃그림 7-3-6┃ 소스코드 진단 환경 구성 세부 활동

2.1.1 [EXE-SRC-A-01] 진단 환경 구성 및 확인

진단 수행팀은 소스코드 분석을 위한 진단 환경을 구성한다. 소스코드가 동일할지라도, 

컴파일러 버전, 운영체제, 빌드환경(컴파일러 옵션) 등과 같은 컴파일 환경 등에 따라 실행

파일이 달라지므로, 진단 환경은 반드시 시스템의 개발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한다. 실행

파일의 형상과 관계없는 그 외의 설정(예: 소스코드 파일 경로, 진단결과 저장 경로, 라이선스 

설정, 잠재결함 표시 레벨 및 방법) 등도 정확히 설정되었는지 점검한다. 

룰셋 선정 및 소스코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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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환경을 구성한 후에는 진단 대상 소스코드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시험 구동하여 오설정

으로 인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한다.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소스코드 진단 시 진단

환경을 구성하는 데 수 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발 환경과 동일한 환경 구축을 

위해 시스템 개발사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2.2 [EXE-SRC-B] 소스코드 분석 수행

┃그림 7-3-7┃ 소스코드 분석 수행 세부 활동

2.2.1 [EXE-SRC-B-01] 룰셋 설정 및 소스코드 분석

계획 단계(PLN-B-01-d)에서 선정한 룰셋으로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소스코드 진단 도구의 

진단 환경을 설정한다. 헤더파일 경로(include path), 컴파일 옵션에서 지정한 정의값(define), 

Macro 구문 등을 소스코드 진단 도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설정이 완료되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스코드 진단 도구에서 제공하는 옵션을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일부 수정하여 구동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단, 진단을 위해 소스코드를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소스코드가 실제 운영되는 소스코드에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진단 도구에 따라 소스코드 규모가 큰 경우에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분석 시간이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 시 소스코드를 모듈별로 나누어 진단하면 원활히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진단환경이 정확히 설정된 경우 진단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1~3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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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E-SRC-C] 진단결과 확인 및 분석

┃그림 7-3-8┃ 소스코드 품질 개선안 도출 세부 활동

2.3.1 [EXE-SRC-C-1] 분석 결과 검토 및 개선안 도출

진단 수행팀은 소스코드 진단 도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한다. 도구에서 제공하는 결함 

중요도 또는 위험도 분류 기준을 토대로 결함을 분류 및 정리하고 실제로 결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함으로 도출된 사항(False Alarm, 오탐지 또는 노이즈)를 진단 결과에서 제거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검출된 잠재결함 중 일부는 개발자의 코딩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소스코드 진단 도구가 결함으로 도출 하였더라도 이를 확인 없이 모두 

결함으로 인지하여서는 안 된다. 권장하지 않는 잘못된 코딩 습관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모든 

룰셋에 대해 융통성 없는 수정을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시스템 생산성을 저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단 수행팀은 자체 검토를 통해 정적분석 결과를 결함 혹은 비결함으로 우선 

분류한다. 이 결과에 대해 종료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추가 정‧오탐 분류를 

수행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하도록 한다. 최종 결함들에 대해 도구에서 제시하는 코드 개선안을 

토대로 시스템 기능 특성에 맞는 개선 코드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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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코드 분석 도구는 프로그램의 실행 없이 적용된 규칙 준수 여부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오탐(false positive)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공백문 또는 무한루프문을 작성하였고, 특정 조건에서만 해당 기능이 동작하도록 

경우 구현한 경우, 정적분석 도구는 개발자 의도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결함으로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오탐’이라고 하며 이러한 오탐은 정적분석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도구를 100% 신뢰하여 분석을 수행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도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시스템 지원담당자(개발자 또는 

유지보수 담당자)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오탐’이 아니더라도 정적분석 도구 자체의 결함을 배제할 

수 없다. 검출하려는 위반사항 관련 규칙을 명확히 도구에 적용하였더라도 도구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해당 위반사항을 검출하지 못하는 미탐(false negative)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분석 도구라도 결함 없는 완벽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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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 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수행 절차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INF) 진단 단계는 응용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 

DBMS 등의 기반소프트웨어 운영현황이나 설정 등을 상세 분석, 진단항목과 방법을 수립, 

안전성 진단을 수행하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7-4-1┃ 진단 수행 단계 수행업무

1.1 [EXE-INF-A] 시스템 상세 분석 

┃그림 7-4-2┃ 시스템 상세 분석 세부 단계

제4절 기반 소프트웨어 안전성(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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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E-INF-A-1] 시스템 상세 분석 및 실 구성상태 확인

기반소프트웨어의 진단 항목 조정 및 상세한 진단 시나리오 설계를 위해 시스템을 상세 

분석한다. 시스템 아키텍처, 서브시스템 구성, 서브시스템 별 주요기능, 데이터 흐름,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계 등 시스템의 구조와 운영상태에 대해 분석하며, 안전기능 충분성 

및 소프트에어 품질 안전성의 상세 분석(EXE-FUNC-A, EXE-TST-A)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안전기능 충분성 및 소프트에어 품질 안전성은 세부 기능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고 

하면, 여기서는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 인터페이스 및 구조 관점에서 시스템을 분석한다. 

진단팀장은 시스템 내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분류하여 진단 대상과 범위를 구별하며 시스템의 주요 장애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각종 산출물 검토 및 인터뷰를 수행한다. 

-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아키텍처 설계서, 소프트웨어 설계서, 데이터 흐름도 등 

- 운영산출물 및 운영정보: 유지보수 대장, 시스템 점검 이력, 장애 및 사고 일지, 장애내역, 

장애 처리 방법, 시스템 업데이트 내역, 운영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등 

- 산출물로 확인이 불가한 그 외의 사항: 진단총괄, 기술지원 담당, 시스템 사용자(관제사, 

운전사 등)와 인터뷰 

개발 산출물에 기재된 기반소프트웨어 정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와 상이할 수 있고, 

기반소프트웨어 설정 상태 및 버전, 시스템에 설치된 자체 점검 도구의 상태를 모두 산출물로만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 운영실이나 기계실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시스템 구조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시스켐에 직접 접속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유지관리 담당자와 동석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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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E-INF-B] 진단 항목 및 방법 수립

┃그림 7-4-3┃ 진단 항목 및 방법 수립 세부 단계 

1.2.1 [EXE-INF-B-01] 진단 세부항목 조정 및 진단방법 수립 

진단 수행팀은 진단 계획 단계(PLN-B-01)에서 1차적으로 선정한 진단 항목을 바탕으로 

시스템 상세 분석으로 추가 파악한 시스템 정보 및 제약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진단항목40)을 

조정한다. 또한, 시스템 상세 분석 결과에 기반 하여 진단 방법도 보다 구체화한다. 각 진단항목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예를 들어, 로그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 대상 로그 종류, 수집 주기 및 기간, 로그 생성 방법, 로그 저장위치 등을 계획

한다.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도구 또는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진단에 필요한 옵션도 결정한다. 진단도구는 운영체제, DBMS 등의 기반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관리도구를  우선으로 활용하되, 그 외의 진단 도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구 라이선스 

정책, 도구 확보 방법, 설치 가능 환경 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시스템 

진단도구의 설치나 활용에 제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에뮬레이터를 생성하여 활용하는 

등의 대체 가능 방안도 검토한다. 

40) 진단 대상이 되는 기반소프트웨어 및 세부 진단항목은 본 절의  “2.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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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4-1. 전자연동장치의 기반 소프트웨어 진단 도구 예  

도구 구분 사용 내역
도구 사용 

대상

Hyperterminal - 콘솔 터미널 프로그램(hypertm.exe) 연동논리부

VxWorks Shell - Embedded System RTOS Config환경 진단 연동논리부

VxWorks 

Command

- memShow,version,ti,spy등 명령어를 사용하여 Task상태, 메모리 

사용, os버전, 컴포넌트 porting, 자가진단 수행 부팅 정보 등 확인
연동논리부

Window 성능 

모니터 

- Microsoft Window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제공되는 Window 성

능 모니터링 도구

표시제어부

유지보수부

진단방법 수립 시에는 진단 중 장애 발생 시의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중단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다중화하여 구성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시 시스템 절체(Failover)가 

정상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 때 절체 실패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기술지원 담당자 입회하에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며, 시스템 복구, 재기동 등의 절차를 사전에 

수립하여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절체 및 복구 테스트, 중요 프로세스의 비정상 동작 감지 또는 

자동 복구 테스트, 데이터 송수신 진단 등 별도의 절차 또는 시나리오가 필요한 사항을 식별

하고 진단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진단 시나리오 작성 시에는 진단 데이터, 진단도구, 수집 

항목, 진단 관련자, 진단 가능시간 등의 정보를 함께 기술한다. 

1.2.2 [EXE-INF-B-02] 진단 세부항목 및 방법의 검토

진단 수행팀은 진단 항목과 시나리오, 진단 방법 등을 정리하여 진단총괄, 기술지원담당 

및 시스템사용자에 검토를 요청하고 현 진단환경에서 진단 수행이 가능한지, 제약사항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준비 ․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 

수행 불가한 진단항목이나 진단 시나리오가 있다면 해당 항목을 진단 범위에서 제외할지 

혹은 수행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강구할지 여부를 협의한다. 또한, 수행은 가능하지만 진단 

장소나 시간, 수행 절차 및 범위 등에 제약사항이 있거나 사전 협조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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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시나리오에 대한 협조도 미리 구한다. 철도시스템 특성 상 철도 운영시간에는 진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부 시나리오는 철도 운행이 없는 야간에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실 운영 환경에서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장애나 시스템 복구에 대비하여 시스템 담당이나 

유지보수 담당 등 시스템 운영 지식이 풍부하고 시스템 운영 ․관리 권한을 보유한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따라서, 진단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함께 확인하여 수행가능 

여부, 지원가능 여부, 상호 스케줄 조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중 기능동작 정확성 영적에서도 담당자 입회하에 테스트가 필요한 항목들이 다수 

있으므로(EXE-TST-B-03), 기반소프트웨어 진단 시나리오와 기능동작 정확성 테스트 

시나리오의 수행 환경이 유사하다면, 함께 테스트 가능한 항목들을 선별하여 수행함으

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스케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3 [EXE-INF-C] 기반소프트웨어 진단 수행

┃그림 7-4-4┃ 기반소프트웨어 진단 수행 세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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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E-INF-C-01] 진단 환경 구성

진단 수행팀은 앞서 도출한 진단 세부 항목 및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단 환경을 준비한다. 

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접속 계정 및 권한 뿐 아니라 각 기반소프트웨어별 

접속 및 상태 확인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다. 또한, 일정 기간의 로그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 정의한 로그 수집 계획에 맞게 로깅 속성(로그 수집 기간, 주기, 로깅 항목)을 

설정하고 로그가 정상 수집되는지, 로그 수집으로 인한 시스템 부하나 저장 용량 등의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를 확인하고, 로그 분석을 위한 로그 반출 권한과 반출방법도 미리 

확인한다. 진단도구를 별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설치해보아 무리 없이 구동되는지를 

확인토록 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하여 기존에 설치된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진단에 필요한 

설정을 변경/추가해보고 기존 업무와 충돌되거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는 없는지 확인

한다. 

1.3.2 [EXE-INF-C-02] 진단 수행

진단 환경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진단을 수행하고 진단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기존에 저장된 시스템 운영로그나 장애로그에서 경고(Warning)나 오류(Error) 이벤트 내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진단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기반소프트웨어 장애시에는 

전체 시스템의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단으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미리 대비하고 복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진단을 위해 일부 

옵션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값은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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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수행 결과(예)

CPU 사용률 측정결과(예)

1.3.3 [EXE-INF-C-03] 진단 결과 분석

진단팀장은 진단 결과를 검토하여 진단이 일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진단 수행팀은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시스템 전체

적인 구조, 운영 목표,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중요도나 시급성에 따라 개선방안을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전 측면 중요도나 개선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개선사항을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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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결과 분석(예)

지원 사용률 진단 분석결과(예)

진단대상 전파 전송 서브시스템

진단항목 장애감지/예방

진단세부항목
성능 및 모니터링 > 

자원모니터링/프로세스

개선 
우선순위

상
안전중요도 중

개선용이성 상

진단대상 전파서버

진단결과

- 평균 CPU 사용률은 대략 3%로 문제없음

- 평균 Disk IO는 초당 12K 정도로 LOCAL DISK IO 대역폭을 감안하면 문제없음

- 평균 메모리 사용률은 78%로 메모리사용률이 높아 성능저하 가능성 존재

진단상세

[CPU 사용률]

[Memory 사용률]

[DISK IO]

관련위험 - 전파서버 성능저하로 신고 접수가 정상 수행되지 않는 위험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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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항목  

여기에서는 철도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반소프트웨어 중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과 같은 기반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단항목을 제시한다. 시스템의 구조나 운영환경 특성에 맞게 새로운 기반소프트웨어를 진단 

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여기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진단항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진단 

대상 기반소프트웨어에 있어 무정전 장치, 항온항습기와 같은 설비는 본 범위에서 제외한다. 

2.1 진단 대상 기반소프트웨어 

철도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응용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운영체제나 DBMS와 같은 기반소프트웨어의 운영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관리 할 뿐 아니라 응용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접근하기 

위한 플랫폼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특정 용도로 의도된 기능만을 구현

하여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임베디드 운영체제, 범용적인 상용 서버 

장비에서 동작하는 서버 운영체제, 시스템 구동과 관련된 드라이버 등을 의미한다. 시스템에 

따라 운영체제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대체로 시스템의 역할이나 목적 달성에 있어 

중심이 되는 중요한 기반소프트웨어이다.

DBMS는 데이터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이자 기반소프트웨어이다. 시스템에서 

입력, 처리하는 데이터 중 저장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 또는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는 DBM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DBMS 저장 또는 조회가 불가하거나 불안정하게 동작하는 경우 작업이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 주요 기능 장애나 성능 상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기반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응용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확인 시에는 기반소프트웨어 자체의 안전성을 진단하기 

보다는, 응용프로그램이 기반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OS를 진단할 때에는 OS 자체의 성능을 확인하기 보다는 OS 위에서 응용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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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될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능 등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DBMS를 진단할 때에는 

응용프로그램이 DBMS를 활용하는 상황(예: SQL문)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진단하여야 한다. 

아래 표는 일부 철도시스템에 대해 기반소프트웨어를 식별해 본 예이다. 

 표 7-4-2. 철도시스템과 진단대상 기반소프트웨어(예)

분류 시스템 구성
운영체제

DBMS
임베디드OS 서버OS

신호설비

폐색장치 제어부 ◯ - -

전자연동장치

연동논리부 ◯ - -

표시제어부 - ◯ -

유지보수부 - ◯ ◯

건널목정보분석장치

주제어기 ◯ - -

정보입출력기 ◯ - -

분석장치 - ◯ ◯

열차집중제어장치

(CTC/TTC)

DTS - ◯ -

주컴퓨터 - ◯ ◯
스케쥴컴퓨터 - ◯ ◯
콘솔PC - ◯ -

승강장안전문설비
안전문 제어부 ◯ - -

통합제어부 - ◯ ◯
열차번호인식기

열차번호송수신처리장치 ◯ - -

감시장치 - ◯ -

건널목 정시간 제어기 제어부 ◯ - -

건널목원격감시장치

분소장치 - ◯ -

주재장치 - ◯ -

정보분석장치 ◯ - -

열차무선반호장치

자동점검시스템

서버 - ◯ -

통신제어부 ◯ - -

처리부 - ◯ -

열차행선안내장치 중앙제어장치 - ◯ -

Ⅲ

Ⅰ

Ⅱ

Ⅳ

Ⅴ

Ⅵ

Ⅶ

Ⅷ

Ⅸ

참
고
문
헌

부

록



소프트웨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철도분야

208

분류 시스템 구성
운영체제

DBMS
임베디드OS 서버OS

역제어장치 - ◯ -

표시기 - ◯ -

열차자동방호장치

(ATP)

선로변제어유니트 ◯ - -

자동폐색제어유니트 ◯ - -

전자연동장치 ◯ ◯ -

열차자동제어장치

(ATC/O)

TWC ◯ - -

전자연동장치 ◯ ◯ -

PSD ◯ ◯ -

ATO 제어유니트 ◯ - -

전력설비

스마트급전제어장치
모장치 - ◯ ◯
자장치 ◯ - -

전력스카다

HMI - ◯ -

스카다 서버 - ◯ ◯
FEP(전처리 서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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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항목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은 안전 중요 시스템이 성능 지연이나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

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 기저에서 동작하는 기반소프트웨어가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즉, 진단 대상 시스템이 안전 미션을 수행

하기 위해 기반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적절한 상태로 구성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반소프트웨어 진단을 위한 진단 항목은 크게 장애 감지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적 대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중화 구성이 적절

한지, 유사 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백업 ․복구 조치가 갖추어져 있는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진단한다. 세부영역별 진단항목은 기반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운영체제, 

DBMS 등 기반소프트웨어 별로 세부 진단항목을 구별하여 제시한다.

 표 7-4-3. 기반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항목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운영체제

(임베디드OS/서버OS)
DBMS

장애감지

및

예방

성능 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 ◯
프로세스(Task) ◯ -

장애로그 현황 ◯ ◯
응답시간 ◯ ◯
세션상태 - ◯

자동감지 및 복구 WatchDog ◯ -

설정

OS 및 커널 파라미터 ◯ ◯
버전 및 패치 ◯ ◯

구성 및 데이터 흐름 ◯ ◯
다중화 다중화

다중화 설정 ◯ ◯
다중화 운영 상태 ◯ ◯

백업

및

복구

백업

백업 설정 ◯ ◯
데이터 백업 ◯ ◯
설정파일 백업 ◯ ◯

복구
데이터 복구 ◯ ◯

시스템 복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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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운영체제(임베디드OS/서버OS) 진단항목

여기서는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항목 중 OS 또는 진단대상 소프트웨어(어플리

케이션)의 운영기반 진단을 위해 확인해야 할 진단항목을 제시한다. 

특정 용도로 의도된 기능만을 구현한 임베디드 운영체제나 범용적인 상용 서버 장비에서 

동작하는 서버 운영체제 모두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다만, 운영체제에 어떤 

기능을 탑재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성능을 지원할 것인지 등에 따라 임베디드 운영체제와 

서버 운영체제의 규모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두 유형의 운영체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자원 모니터링, 파리미터 설정, 백업 등 일반적으로 운영체제 관리 시 공통 적용 가능한 진단

항목을 제시하되, 임베디드 또는 범용 서버 환경에서 다르게 고려할 사항을 별도로 언급하도록 

한다. 

참고로, 철도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임베디드 운영체제는 VxWorks, Embedded Linux 등이 

있으며, 신호설비의 경우, 전자연동장치, 건널목 장치, 자동열차방호장치(ATP) 등의 임베디드 

장치에서, 전력설비의 경우, 스마트 급전제어장치의 자장치 등에서 임베디드 운영체제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범용 서버 운영체제는 IBM AIX, HP-UX, Oracle Solaris와 같은 Unix 

계열, Ubuntu, CentOS, Red Hat과 같은 Linux 계열, Windows Server 2008/2012/2016 와 같은 

Windows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CTC나 TTC와 같은 신호시스템, 스마트급전제어장치의 

모장치(서버, OPC, FEP 등), 전력스카다 시스템의 FEP서버 등에 이러한 서버 운영체제(또는 

클라이언트 운영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표 7-4-4. 임베디드 운영체제 진단항목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장애감지 및 예방

성능 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프로세스(Task)

장애로그 현황

응답시간

자동 감지 및 복구 WatchDog

설정 OS 및 커널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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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감지 및 예방

장애를 조기 감지하고 예방 및 조치하기 위해서는 임베디드 장비 또는 서버 장비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의 운영체제 자원, 프로세스(Task), 통신, 어플리케이션 구동상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규정된 임계치 범위 내에서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성능 상 문제 요인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다 자세히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목표된 성능을 유지하고 최적의 

용량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CPU, 메모리, 저장 용량 등의 진단을 통해 현재 시스템 

자원 사용률 대비 가용한 용량이 적절한지를 진단하고, 증설 또는 확장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용량 부족으로 인한 성능 지연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중요 프로세스의 구동 상태를 확인하고 프로세스가 비정상 종료

되었을 경우 이를 즉각 감지하여 재기동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Watchdog이 있는데, watchdog은 개발사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운영체제 등에서 제공하는 기능(예: 스케줄러, crontab)을 활용하여 watchdog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장애감지 및 예방 설정
버전 및 패치

구성 및 데이터 흐름

다중화 다중화
다중화 설정

다중화 운영 상태

백업/복구
백업

백업 설정

데이터 백업

설정파일 백업

복구 데이터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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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파라미터 설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에 가용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라미터 설정으로 인해 어플리

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사용이 제한되어 성능 지연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빈번

하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소프트웨어 종류 및 기반소프트웨어 특성, 시스템의 성능 목표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라미터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서버 및 운영체제 

제조회사에서 오류 개선, 성능 개선 등의 이유로 배포하는 최신버전 패치의 적용이나 시스템 

구성,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주요 

진단 항목이다.

이러한 진단을 위해 운영체제가 기본 제공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CPU, 메모리, 디스크(저

장공간) 등의 자원 사용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프로세스(Task) 정상 운영 및 정상 관리

(watchdog) 여부, 로그에 특이사항은 없는지를 등을 점검한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설정값을 점검하고 데이터 흐름 차원에서 성능을 저하시키는 사안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임베디드 운영체제의 경우 자원 한계로 인해, 운영체제에 탑재된 명령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표 7-4-5. 운영체제 장애감지 및 예방 진단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성능 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CPU]

사용률을 확인하여 가용률과 용량이 적절한지, 비정상

적인 CPU 점유 현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

- 시스템이 사용하는 자원(시스템 모드 사용률),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자원(사용자모드 사용률), 

Run Queue, Active 프로세스 수 등을 확인하여 CPU 

사용률이 적절한지 검토

- 업무가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 업무 주기동안의 

CPU 사용률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특정 시점

에 CPU 사용률이 높아지는 등의 특이사항 확인

 * [참고] Peak 시간 CPU 사용률이 80% 이상이고 

서비스 지연 등이 발생할 시 CPU 증설 고려 필요

 * [참고] 임베디드의 경우 고사양의 범용 CPU 사용이 

불가하여 CPU 사용률이 다소 높을 수 있으며, 보드

제약으로 인해 자세한 CPU 운영 상태정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음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명령어, 보드 제조사에

서 제공하는 도구, 그 외 

별도 진단도구를 이용하

여 CPU, Memory, Disk, 

파일시스템 사용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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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성능 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메모리]

물리적 메모리 용량과 실제로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여 메모리 여유율이 적절한지, 비정상적인 메모

리 점유 상태는 없는지 등 확인

- 메모리 가용량이 적절한지, 메모리 점유가 비정상적

으로 계속 증가하는 특이사항은 없는지 확인

- 메모리 사용 현황 중 Page Request Rate, Swap 

out Rate 값 등을 활용하여 메모리 증설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검토

- 업무가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 업무 주기 동안의 

메모리 사용량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프로세스 종료 

시에 메모리가 적절히 반환되는지 확인

 * [참고] 메모리 가용률이 20% 미만일 시 메모리 

용량 검토 필요

 * [참고] 임베디드의 경우 보드 제약으로 메모리 확장

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명령어, 보드 제조사에

서 제공하는 도구, 그 외 

별도 진단도구를 이용하

여 CPU, Memory, Disk, 

파일시스템 사용률 측정

[Disk]

Disk 사용현황, Disk 여유공간 등을 확인하여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지 확인

- Disk에 대한 read/write처리 성능을 진단하여 과도한 

I/O발생 여부, I/O지연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 Disk가용 공간을 확인하여 Disk 공간 부족 검토

- (범용OS) 특정 물리 Disk에만 I/O가 무리하게 집중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 [참고] 논리 디스크 가용공간이 15~20% 이하인 

경우 파일 저장용량을 고려한 디스크 공간 확장 

검토 필요

 * [참고] 임베디드의 경우 보드 제약으로 디스크(저장

가능 RAM)확장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파일시스템]

파일시스템 I/O 지연 여부, 공간 사용률, 단편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성능 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 운영 환경(예: 데이터 파일 최대 크기)등을 고려하여 

파일시스템이 적절하게 선정되었고 설정되었는지 

확인 

- 파일시스템 IO 지연 여부, 공간 사용률, 단편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성능 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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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성능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Task)

프로세스(Task) 구동 현황을 확인하여 특이한 프로세

스 또는 불필요한 프로세스는 없는지 확인

- CPU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불필

요한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해당 프로세스 검토 

- 좀비 프로세스(Defunct Process) 존재 여부 확인

- (범용OS)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자동 구동하는 

프로세스이나, 시스템 운영에는 불필요하여 자원을 

낭비하는 프로세스는 없는지 확인 (예: 사용하지 

않는 FTP서비스, SSH서비스 등)

- (임베디드OS) 프로세스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는

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중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프로세스(Task) 상태 

목록 확인

장애로그 현황

운영체제 로그를 확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장애나 특이

사항 확인

- 운영체제의 이벤트 로그 또는 장애로그 등을 확인하

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 확인

- 어플리케이션이 별도의 로그를 기록하는 경우 로그

를 확인하여 특이사항 확인

* [참고] 운영체제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레벨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로그 레벨로 인해 

성능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는 없는지 확인 

* [참고] 임베디드OS의 경우 저장공간 제약으로 대개 

로그를 최소화하여 저장

시스템 에러 로그 확인

응답시간

어플리케이션의 최고 부하 발생 시점에서 응답시간이 

적정한지 확인

-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요청에 반응하는 시간이 

적정한지, 사용자 증가에 따른 응답시간 지연이 과도

하지 않는지 확인

- TCP, UDP 등 통신채널 overflow, 비정상 연결 건수 

등 확인

부하발생 도구를 이용

한 부하테스트, 부하발

생 시점의 시스템 운영 

로그 확인

자동 

감지 및 

복구

WatchDog

시스템 운영을 위한 중요 프로세스가 감시되고, 오류 

발생이나 비정상 종료 시 재기동 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

- 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 구동되는 다수의 

프로세스(task) 중, 종료 시 치명적인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 프로세스(task)를 구분하고, 

- 시스템이 해당 프로세스의 상태를 감시하는지, 장애 

시 재기동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 [참고] 특정 프로세스를 강제종료(예: kill)시키는 등의 

장애 테스트를 통해 실제 Watchdog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참고] 별도의 테스트베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 테스트 시에는 테스트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서 확인, 시스템 위험분

석, Watchdog 설정 확

인, Watchdog 동작 테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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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설정

OS 및 커널 

파라미터

성능 등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OS, 커널 

등의 내부 설정값이 적절한 지 확인

- 열 수 있는 파일 개수, 세션 연결 수, 연결지속시간 

등 성능 관련 설정값이 적정한지 확인 

- 어플리케이션 운영환경 설정값이 적정한 지 확인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상태 확인

버전 및 패치

운영체제의 버전 및 패치상태와 어플리케이션 버전 

등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

- 운영체제의 버전 및 패치 버전이 적정한지 확인(운영

체제 개발사의 지원이 유지되는 버전인지 확인)

- 운영체제 패치관리 정책에 맞게 패치가 수행되고 

있는지, 패치 시 영향도 분석이 수행되는지 등 확인

- 어플리케이션 내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구동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버전/패치상태가 적정한지 확

인

- 이중화, 다중화 등 구성과 같이 설치된 장소가 다를 

경우, 어플리케이션 간 버전 일치성 확인

OS 패치관리 정책 확인, 

운영체제 버전 확인

구성 및 데이터 

흐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의 내부 구조, 서브시스템간 

구성,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

-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에 있어 single point of failure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

- 불필요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이 옵티멀(optimal)한지 확인

- 확장성이 중요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템 추가시

의 오버헤드(예: 커넥션 복잡도, 데이터 복잡도 등) 

확인

- 시각동기화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 

간 시각 동기화가 정상 작동중인 지 확인

- 시리얼 통신, TCP/IP, DNP 3.0, Modbus 등 장치 

별 통신 구성 및 설정이 적절한지 확인

시스템 구성도 확인

시각동기화 상태 및 

로그 확인

통신 설정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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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원 모니터링

o CPU 성능 측정항목 및 주기

측정항목 내 용

CPU 총 사용률
- 시스템모드 CPU 사용율(%) + 사용자모드 CPU 사용율(%)

- 100%- idle사용율(%)

시스템모드 사용률(%) - 시스템 모드 CPU 사용률(%)

사용자모드 사용률(%) - 사용자 모드 CPU 사용률(%)

RUN Queue - 수행중이거나 대기중인 프로세스 평균

Active 프로세스 수 - CPU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갯수

     ※ CPU 측정 명령어(예) : Perfmon, sar, vmstat, iostat, ps, top, glance, procexp, nmon, spy, 

ti, RTOS 제조사 제공 명령어

o Memory 성능 측정항목 및 주기

측정항목 내 용

메모리 총 사용률 - Physical 메모리사용률(%)

버퍼캐쉬 - 시스템 및 버퍼캐쉬 메모리 사용률(%)

Page Request Rate - 초당 디스크 요청 Page 수

Swap out Rate - 수행중이거나 대기중인 프로세스 평균

메모리 Queue - CPU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갯수

     ※ Memory 측정 명령어(예) : Perfmon, sar, vmstat, iostat, ps, top, topas, glance, procexp, nmon, 

svmon, pmap, free, memshow, RTOS 제조사 도구

o 디스크 성능 측정항목 및 주기

측정항목 내 용

Peak 디스크 사용률 - PeakTime 디스크 사용률

Disk IO Busy(%) - 디스크 Read/Write 속도

Raw IO Rate - Raw Read 및 Write 초당 횟수

     ※ Disk 사용량 측정 명령어(예) : isof, pfiles, truss, filemon, procexp, promon

o 파일시스템 성능 측정항목 및 주기

측정항목 내 용

파일시스템 Rate - 파일시스템 디스크 Read 및 Write 초당 횟수

Peak 파일 시스템 공간사용률 - 파일시스템 사용률이 가장 많은 디스크의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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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베디드OS(VxWorks)명령어(예)

임베디드 운영체제 중 하나인 VxWorks의 경우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활용하여 디바이
스의 정보, 태스크(Task) 구동 현황, 메모리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다. 

▸ 명령어

종류 명령어 내용 예)

Task 관리

sp Task 생성 sp 타스크명

td Task 삭제 td 타스크명

tr Task resume tr 타스크명

ts Task suspend ts 타스크명

Task 정보

i Task 정보표시 i

ti Task 정보표시(개별) ti 타스크명

tt Stack Tree 정보 표시 tt 타스크명

checkStack Task Stack 정보 표시

w Task 보유 정보 요약

System 정보

devs 디바이스 정보 표시 devs

printErrno Error 이름 확인 printErrno(0x3800f)

version VxWorks 버전 정보

객체 정보

semShow semaphore 정보표시 semShow semid

msgQShow message 큐 정보 표시 msgQshow msgQid

memShow 메모리 정보 표시 memShow

moduleShow 모듈 정보표시 moduleShow

o (예) Task별 메모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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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로세스 목록 및 상태 확인

▸ 프로세스 목록 및 상태 확인

 o Windows 운영체제 : tasklist /svc

 

 o AIX 운영체제 : ps -ef | grep defunct

  

 o VxWorks i 명령어 또는 Linux p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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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Task) 우선 순위 및 상태 감시 (예)

 o VxWorks의 지원도구 WorkBench에서 커널 쉘 우선순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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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애로그 현황 확인

▸ 시스템 에러 로깅 상태 및 내역 확인

  o Windows 운영체제 : Event Viewer, eventvwr.msc 등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류 및 예외발생 내역을 확인하고 오류의 건수와 유형 

및 패턴을 분석하여 장애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o AIX 운영체제 : errpt

     - errpt options

     

Error

Type

P  Permanent

Error 

Class

H  Hardware

T  Temporary S  Software

I  Informational O  Operator

U  Unknown U  Undetermined



221

  o VxWorks 임베디드 운영체제 : ED&R(Error Detcction & Reoport) 확인

    - edrShow 명령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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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베디드OS 자가진단

임베디드 운영체제  부팅 시 시스템 상태에 대한 자가진단을 수행하여 프로세스 상태, 

메모리 상태, 통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예) VxWorks 자가진단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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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운영체제별 WatchDog 구동 방법

▸ Windows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러

  Windows 작업 스케줄러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또는 특정 시간에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에는 정해진 간격으로 Application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고, Application이 

이미 실행중이면 이를 새로 실행하지 않는 옵션도 있다. 이를 적절히 조합하면 프로세스가 

오류가 발생하여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 Linux 또는 임베디드 Linux 운영체제의 Crontab

   Crontab (Cron, Crond, Crontab)은 반복작업 유틸리티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한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Application의 상태를 체크하고, 체크된 조건에 따라 해당 

Application을 다시 기동하는 스크립트를 구동시키면 Watchdog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 Crontab 등록형식

*  *  *  *  *  수행할 명령어
┬ ┬ ┬ ┬ ┬
│ │ │ │ └────── 요일 (0 - 6) (0:일요일, …, 6:토요일)
│ │ │ └────── 월 (1 - 12)
│ │ └────── 일 (1 - 31)
│ └───────시 (0 - 23)
└───────분 (0 - 59)

  ◦ Process 확인 후 특정 명령 수행 스크립트 예

#!/bin/sh
SERVICE='$1'

if ps ax | grep -v grep | grep $SERVICE > /dev/null
then
    echo "$SERVICE service running"
else
    echo "$SERVICE is not running"
    echo "do something"
fi

※ [참고]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Watchdog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임베디드 운영체제의 경우 운영체제 제조사가 제공하는 Watch 

Dog Timer API를 사용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별도의 툴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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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스템 구성 및 설정 진단 방법

▸ OS 패치관리 확인
  o 측정 도구 
    - Windows : 업데이트 기록 확인

      예) instfix –i| grep ML (설치 현황 확인)
        instfix -icqk 5300-02_AIX_ML|grep (업데이트가 필요한 파일 Set)

▸ 서버 파라미터 설정 확인(예)
  물리적으로 고사양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운영체제의 파라미터 설정 상태에 
따라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들어 AIX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버 
파라미터들이 메모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분 파라미터 설명 권장값

Non-computat
ional 영역에 

대한 
Thresholds 

minperm

numperm이 minperm 값보다 작을때 
LRU(least-recently-used) 알고리즘으로 
인해 comp와 non-comp에 무작위로 paging
이 발생

minperm : 10~40
(기본값: 20)

*lru_file_repage=0일
때는 기본값 
사용해도 무방

maxperm

numperm이 maxpem 값보다 클때에는 
LRU 알고리즘이 non-comp를 우선 대상으
로 설정, 하지만 전체적인 메모리 요구량에 
따라 LRU가 comp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numperm이 maxperm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음

maxperm : 20~60
(기본값: 80)

* lru_file_repage 가 
0일때는 기본값 
사용해도 무방

여유 메모리에 
대한 

Thresholds

minfree
물리적인 메모리의 여유공간이 page 단위 값
보다 작게 되면 LRU 알고리즘이 작동

cpu 수 * 120
(기본값: 960(AIX 5.3 
이상)

maxfree
LRU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여유 page 수가 
값보다 커지면 LRU알고리즘 작동 정지

minfree + cpu 수 *  
maxpgahead  
(기본값: maxfree : 
1088(aix 5.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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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각동기화 구현(임베디드 OS)

임베디드 운영체제는 운영 스케줄에 따라 동작하기 때문에 각 요소들의 시각을 동기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GPS 서버를 통해서 DNP 및 NT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시각

동기화를 간단히 수행할 수 있다.

▸ 시각동기화 진단 예

▸ 시각동기화 설정(NTP)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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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화 

운영체제의 장애는 곧 시스템의 운영 차질로 이어지므로, 고가용성, 고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스템은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다중화 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연동장치의 

연동논리부는 고가용성과 고신뢰성이 필요하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규격)에서는 연동논리부를 이중계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Fail-Over를 위한 수동 절체 장비와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유사하게, 스마트급전제어장치의 모장치 중 핵심 설비인 서버와 

FEP의 경우 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스마트 급전제어장치 표준 규격, KRSA-3002)에서 이중화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화란 물리적이거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복수

개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서버를 다중화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서버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의 물리 서버를 구축하는데, 비용의 문제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를 2개 

구축(이중화)하는 경우가 많다. 수행 로직 측면에서 로직의 정확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삼중화 구성하여 2개 이상의 로직이 연산한 값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2 out of 3)도 있다. 

서버를 이중화 구성하는 경우, Active와 Active, 또는 Active와 Standby로 구성하고 장애 발생 시 

대기 중인 타 서버로 기능을 이관(절체, swtichover)하여 서비스가 지속 수행되도록 한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중 어떤 서버를 다중화할지는 서버의 중요도, 장애의 파급효과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거나, 규격에서 권고하는 사안에 따를 수 있으며, 서비스 다운타임의 허용치에 

따라 FT 서버(Fault Tolerant Server)를 도입할지 일반 서버장비를 도입할지도 결정하게 된다. 

운영시간 목표치의 설정은 본 가이드 안전기능 충분성 영역의 위험분석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다. 다중화는 서버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자체 등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장비가 아닌 시스템 전체에 대해 다중화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보통 

다중화보다는 DR(Disaster Recovery)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주서버와 원거리에 별도의 

예비서버를 구축(DR)하여 주서버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예비서버가 서비스를 이관받아 처리

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중화 설정이 올바른지, 다중화로 인한 데이터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장애에 따른 다중화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등에 대해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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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4-6. 운영체제 다중화 진단항목

41) Failover : 주(Primary)시스템이 장애 등으로 서비스 불가하여 부(Secondary)시스템으로 임무를 넘겨주는 것

42) Failback : 주시스템 장애로 부시스템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주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를 다시 이관

받는 것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다중화

다중화 설정

하드웨어 고장이나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인한 

서버 장애에 대비하여 서버가 다중화되어 있는지 

확인

- 규격 등에서 이중화 및 다중화를 권고한 경우, 

규격서를 참고하여 이중화 및 다중화 구성

- 서버, 스토리지 등의 안전 중요도를 확인하여 

다중화가 필요한 대상을 구분하고, 해당 대상이 

다중화 되어 있는지 확인

- 운영 목표치(예: 운영지속시간, 데이터 보존수준)에 

맞는 다중화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

- Failover41) 및 Failback42) 정책에 맞게 관련 

Config 정보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절체 과정에서 데이터의 흐름이나 서버, 프로세

스의 실행 순서들이 알맞게 설정 되었는지 확인

- 소프트웨어 절체 프로세스에서 누락되었거나 

실수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

HW/SW구성도 확인

사양서, 설계서 확인

프로세스의 실행 절차 확인

실 장비 구성 상태 확인

다중화에 구성 Config 상태 

점검

다중화 운영 상태

다중화 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 다중화 솔루션 로그, 장애 이력 등의 확인을 

통해 Failover 발생 주기, Failover 및 Failback 

정상 동작 여부 등 확인

- 다중화 프로세스 및 데몬 구동 상태 등 다중화 

운영상태 확인

- 절체 테스트를 통해 정상 절체 되는지 확인

* [참고] 

 ㆍ별도의 테스트베드가 없는 환경에서 절체 테스트 

시에는 절체 실패를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고,

 ㆍ보존되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절체 시

에도 누락이 없는지 함께 확인

다중화에 따른 운영 로그 확인

프로세스 및 데몬 상태 구동 

점검

다중화 및 절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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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버 등 시스템 다중화

▸ 다중화 구성 Config 상태 확인(예)

  o [AIX 운영체제] hacmp config점검

    * fail-over 설정 점검 : alive응답체크 주기, 응답실패횟수, 자동 failover 여부 등 

    * fail-back 설정 점검 : 자동 failback 여부 등

  o [임베디드 운영체제] MPU 모듈, 통신 모듈, 입출력 제어 모듈 확인

   * fail-over 설정 점검 : alive응답체크 주기, 응답실패횟수, 자동 fail-over 여부 등 

   * fail-back 설정 점검 : 자동 fail-back 여부 등

   

▸ 다중화 처리 로그 확인

  o 전력서버(HP-UX) 자동 절체 시 메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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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 및 복구

백업이란 서버 장애나 디스크 손상으로 인해 주요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데이터 접근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를 복제하여 별도의 저장매체(예: 디스크, 테이프)에 예비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구는 백업된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손실 이전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백업은 백업 대상에 따라 시스템 백업과 데이터 백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스템 백업은 OS 설정파일, 시스템 로그 등 시스템 영역의 파일을, 데이터 

백업은 응용프로그램 파일, 사용자 데이터 등의 파일을 백업하는 것을 말한다. 

서버 장애나 디스크 손상 시에도 정상적인 시스템 복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파일이나 

데이터 등 백업 대상, 주기, 위치를 포함한 백업 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진단한다. 

또한, 백업할 대상의 범위가 넓고 중요한 데이터가 많으며, 데이터 변경이 빈번한 경우, 백업 

솔루션 등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자동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 때에는 백업 환경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도 확인한다. 그 외에도 백업 정책에 맞게 실제 백업이 정상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백업한 데이터를 별도의 물리적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백업 데이터로 실제 복구가 가능한지도 점검한다. 임베디드 운영체제의 경우, 범용 

서버 대비 저장 및 운영하는 데이터량은 적지만, 중요한 데이터 소실 시 시스템 복구가 불가능한 

점은 동일하므로, 데이터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백업 정책을 세우고 백업‧관리하여야 한다. 

 표 7-4-7. 운영체제 백업/복구 진단항목

세부
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백업 백업설정

백업대상, 백업시각 및 주기, 백업보관기간, 복구목표 

시간 등의 정책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백업대상] 백업대상(예: 데이터, 설정파일)이 선정

되어 있는지, 백업되어야 하지만 누락된 백업 대상은 

없는지 확인

- [백업수행시각] 백업을 수행할 시간대 설정이 적정

한지 확인

 * [참고] 백업 중에는 디스크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야간시간 등을 활용하여 백업 수행하고 

백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중인 시스템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백업시작시각 설정

- [백업주기] 데이터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백업 주기

(예: 일, 주, 월)가 적정한지 확인

백업정책 확인

백업 카탈로그 (백업 Job 

등록 상태) 확인

Ⅲ

Ⅰ

Ⅱ

Ⅳ

Ⅴ

Ⅵ

Ⅶ

Ⅷ

Ⅸ

참
고
문
헌

부

록



소프트웨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철도분야

230

세부
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백업

백업설정

 * [참고]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가 같은 주기로 백업될 

필요는 없으며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주기를 달리할 

것을 권고

- [보관기간] 백업데이터의 보존연한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데이터가 

적절히 처리(예: 자동삭제)되고 있는지 확인

- [백업공간] 백업된 데이터가 안전한 공간에 저장․
관리되고 있는지, 가용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지 

등 확인

 * [참고] 백업된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와 물리적으로 

다른 디스크 및 서버에 저장하여 서버 장애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 [백업성능] 백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CPU, 메모리 

등의 자원이 충분하고 원하는 시간 내 백업이 가능한지 

확인

 * [참고] 백업대상 서버가 백업에 필요한 충분한 네트

워크 대역을 보장하여 백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

지 않는지, 저장공간 용량은 충분한지, 백업 수행 

시 백업서버의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데이터 백업

운영 중 발생하는 데이터, 로그 등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적절히 백업하고 있는지 확인

- 백업할 데이터 대상에 누락이 없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

- 일반적인 백업량 대비 데이터 백업 방식(예: 전체백업, 

증분백업)이 적절한지 확인

- 백업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백업되고 있는지 확인

 * [참고] 백업할 대상이 실제 정확히 백업되고 있는지 

백업 파일 내용을 조회하여 확인

- 필요 시 테스트를 통해 백업이 정상 수행되는지 

확인

백업 로그 및 백업 현황

(예: 백업 데이터) 확인

백업 수행

설정파일 백업

OS 설정값, 커널 설정값, 어플리케이션 설정파일을 

적절히 백업하고 있는지 확인

- 백업할 설정값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

- 백업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백업되고 있는지 확인

* [참고] 

 ㆍ설정파일의 백업 주기는 데이터 백업 주기보다 김

 ㆍ설정파일은 대개 별도의 백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백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자 실수

로 백업 날짜 등 정보가 부정확하여 복구가 되지 

백업 로그 및 백업 현황

(예: 백업 데이터) 확인

백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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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백업 설정파일 백업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백업 파일 관리가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

- 필요 시 테스트를 통해 백업이 정상 수행되는지 

확인

복구 데이터 복구

백업/복구 정책에 맞게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며, 정기

적 데이터 복구 점검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

고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실제 복구가 가능한지 복구 

테스트 수행

- [복구목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할 때까지 소요

된 시간(복구목표시간, RTO: Recovery Time 

Objective)과 재해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 데이터 손실 지표 (복구목표시점, RPO: 

Recovery Point Objective)를 관리하는지 확인

복구테스트 수행

복구 수행 로그, 이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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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백업 및 복구

백업 종류와 그에 따른 특징 및 장단점, 백업 및 복구 테스트 개념 등 백업 및 복구 진단에 있어 

필요한 관련 개념을 소개한다.

▸ 백업 방법

항목(예) 설 명

전체백업

Full Backup

-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으로 시스템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을 백업

- 복구 과정이 단순하고 복구시간이 적게 소요됨

증분백업

Incremental 

Backup

- 주기적인 날짜 간격으로 이전의 백업 후 변경된 내용만을 백업 

- 백업되는 데이터 양이 가장적음. 백업시간이 제일 빠름

- 복구시 1개의 전체백업과 n개의 증분백업이 필요

차등백업

Differential 

Backup 

- 주기적인 날짜 간격으로 전체백업 후 변경된 내용만을 백업

- 복구시 1개의 전체백업과 1개의 차등백업이 필요

중복제거백업

De-Duplication 

Backup 

- 백업파일 저장시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고 저장하는 방식

- 다른 백업 방식에 비하여 백업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 백업본들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로인해 다른 백업방식에 비해 서버 

자원을 많이 사용. 솔루션에 따라 비교연산 수행을 Source 또는 Target으로 

설정 할 수 있음

합성전체백업

Synthetic Backup 

- 증분백업 또는 차등백업 방식으로 백업을 한 후, 전체백업과 이후 누적 

백업 부분울 이용해 전체백업을 만드는 백업 방식. 

- 증분백업들을 모아 차등백업을 만드는 방식도 있음

- 다른 백업방식에 비해 복구 속도가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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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및 복구 정책 구성

항목(예) 설 명

백업 대상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파일(파라미터 파일, 로그, 시스템 프로

그램), 사용자데이터(소스파일, 응용프로그램 등), 기타(메일 및 이미지, 문서 

등) 등 백업 대상

복구 목표시간
복구목표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 복구 목표시점(RPO: 

Recovery Point Objective) 등

백업 시간
백업을 수행할 시간대 설정. 백업 중에는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야간시간 등을 활용하여 백업

백업 주기 및 

보관기간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일, 주, 월 단위로 백업주기, 시각 설정

자료의 보존연한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에 따라 보관기간 설정

백업 담당자 백업요청자, 백업수행자 등 정보

  o 백업시스템 용량, 성능 확인

    - 전용 백업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서버와 용도를 겸할 경우 또는 백업 서버 사양이 

낮거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 백업 작업에 따른 부하로 인해 시스템이 다운되어 백업이 

수행되지 않거나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백업/복구 정책을 참고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식 등을 고려하여 백업대상 서버가 필요한 

대역을 네트워크 카드가 지원가능한지, 충분한 I/O슬롯이 있는지, 저장공간 용량은 충분

한지, 백업 수행 시 다른 서버의 성능,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 백업 및 복구테스트

구분 내 용

백업테스트

ㆍ 백업시스템 상에서 백업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여 

계획한 바대로 백업 대상 파일이 목표 시간 내에 백업 수행이 완료되는지 

확인

복구테스트

ㆍ 백업 또는 복구 시 장애가 발생하거나 데이터 손상이 있을 경우 데이터 

무결성에 중대 지장을 초래

ㆍ 따라서, 가급적 주기적 복구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좋으며, 복구 테스트 

시 실 운영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 테스트 영역을 설정하여 

테스트 수행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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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DBMS 진단항목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대용량 데이터 관리, 연산 및 처리, 보안 등의 목적

으로 구성하는 기반소프트웨어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할 데이터의 양

이나 종류가 많지 않으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거나 대량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며, 예를 

들어, 철도 시스템의 경우 철도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스케줄 데이터 등을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전자연동장치의 유지보수부, 건널목정보분석장치의 분석장치, 열차집중제어

장치의 주컴퓨터 및 스케줄컴퓨터, 전력스카다의 스카다 서버 등에서 DBMS를 사용한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DBMS로는 오라클社의 Oracle, 마이크로소프트社의 MsSQL, , IBM

社의 DB2, 티맥스소프트社의 Tibero, 알티베이스社의 Altibase 등이 있다. DBMS 제품에 따라 

내부 아키텍처, 특징 및 제공 기능이 다르므로 적용되어야 하는 진단 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43), 질의문(SQL44), SP45)), DBMS의 파일 및 세그먼트 관리

현황, 복구를 위한 DBMS 관리 항목 등이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 Oracle DBMS를 중심으로 진단 항목을 제시한다.

 표 7-4-8. DBMS 진단항목

43) 스키마(schema) :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의 구조, 자료의 표현 방법, 자료 간의 관계를 형식 언어로 정의한 

구조

44)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언어

45) SP(Stored Procedure) : SQL문 중 빈번하게 사용하는 일련의 명령군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둔 명령어 셋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장애감지 및 예방

성능 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장애로그 현황

응답시간

세션상태

설정

OS 및 커널 파라미터

버전 및 패치

구성 및 데이터 흐름

다중화 다중화
다중화 설정

다중화 운영 상태

백업 및 복구 백업 백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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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백업 및 복구

백업
데이터 백업

설정 파일 백업

복구
데이터 복구

시스템 복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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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감지 및 예방

DBMS 장애에 대비하여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장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시스템 운영 중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장애가 실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장애 

시 복구를 위한 적절한 운영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표 7-4-9. DBMS 장애감지/예방 진단항목

세부
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성능 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SQL 및 SQL처리현황]

SQL 문이 처리되는 상황 모니터링 및 로그 확인을 

통해 SQL이 처리되는 시간이나 과정에서 잠재적인 

장애 요인이 없는지 확인 

- (Top 10 SQL) 가장 부하를 많이 주는 10개 SQL을 

확인하고 SQL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

- (Top 5 Wait Events) 가장 Waiting이 많은 5가지 

요인(예: free buffer waits, db file sequential read)을 

확인하여 잠재적인 성능 저하 요인이 없는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확인

* [참고] Oracle에서 발생 가능한 대기 이벤트는 일반

적인 통신이나 IO 및 디스크 읽기/쓰기를 위한 Wait, 

자원경합으로 인한 Wait, 수행할 작업이 없어서 발생

하는 Wait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자원경합으로 인한 

Wait Event가 주요 검토 대상인 경우가 많음

- DBMS가 제공하는 

  운영 정보 조회 도구 

  (예: AWR)

- DBMS가 제공 명령어

(예: lsvg, orachk)

[DBMS 운영상태]

DBMS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확인

- DBMS 프로세스 shutdown 유무/이력, lock 현황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참고] 트랜잭션 관리 미비, 데이터 쓰기 정책 오류 

등으로 인해 Lock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Lock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deadlock)에는 lock을 

해제하여야만 정상적인 DBMS 사용이 가능

- DBMS 인스턴스: DBMS 인스턴스별로 성능을 저하

시키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

[저장공간]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과 DBMS가 안정적으로 운영

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할 각종 저장공간이 적절히 관리

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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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성능 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 (저장공간관리) 데이터 파일, 데이터 테이블스페이

스46)와 인덱스 테이블스페이스47) 등의 물리적 공

간 크기가 적절한지 확인

 * [참고] 저장공간 크기 확인시에는 저장공간 사용량 

추이 고려 필수

- (저장영역) 잦은 autoextent48) 발생으로 인한 성능저

하 요인은 없는지 확인

- (Log관리) 업무 패턴 및 업무 데이터 량을 분석하여 

Redo log, Undo log, Archive log49) 등의 switch 

횟수 및 peak time을 확인하고 크기 조정이 필요하

지 않은지 확인 

- DBMS가 제공하는 운영 

정보 조회 도구 

   (예: AWR)

- DBMS가 제공 명령어

(예: lsvg, orachk)

장애로그 현황

[로그점검] 

DBMS가 제공하는 각종 로그를 통해 장애 발생 현황 

및 운영 중 실제 장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장애 요인 등을 확인

* [참고] 

 ㆍbdump: 프로세스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ㆍudump: 세션별 특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로 SQL 장애원인 분석 시 활용

 ㆍcdump: core dump

 ㆍAlert log: DBMS 시작종료 시기, 파라미터, 백그라

운드 프로세스, 사용중 스레드, 실행된 명령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모니터링 솔루션 또는 

모니터링 스크립트 확인, 

통합모니터링 화면, 장애 

로그, 덤프 등

응답시간

[응답시간]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이 적절한지 확인

- (사용자) 사용자가 요청한 SQL에 대한 처리결과가 

완료되기까지의 응답시간이 적절한지 확인

- (DBMS내부) DBMS 내부 구간별 SQL 처리시간(예: 

SQL파싱, Waiting, 내부 처리, 수행결과 리턴)이 

적절한지 확인

DBMS가 제공하는 운영 

정보 조회 도구 (예: AWR)

[대기 이벤트]

DBMS 내부의 프로세스들이 커뮤니케이션, 리소스 

경합 등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적절한지 확인

46) 데이터 테이블스페이스: DBMS에서 관리되는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

47) 인덱스 테이블스페이스: 데이터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라클 DBMS에서 사용하는 인덱스를 저장하는 영역

48) autoextent: 데이터 등이 저장되는 테이블스페이스가 부족한 경우 테이블스페이스 크기를 자동으로 확장시켜 주는 기능

49) 아카이브 로그: Oracle이 아카이브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위해 저장되는 redo log의 사본을 저장한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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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응답시간

* [참고] 

 ㆍbuffer busy waits, latch free, enqueue 이벤트 

: 필요한 리소스가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사용 중일 

때 발생

 ㆍwrite complete waits, checkpoint completed, log 

file sync, log file switch 이벤트 : 다른 프로세스의 

선행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릴 때 발생

DBMS가 제공하는 운영 

정보 조회 도구 (예: AWR)

성능 및

모니터링
세션

[Active Session] 

작업중인 세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 잘못 동작하고 있는 세션은 없는지, 비정상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세션은 없는지 확인

- Lock(latch, enqueue 등)이 걸린 세션은 없는지 

확인  

- 세션 대기 이벤트 확인: enqueue가 0에 가까워야 

함

DBMS 운영 정보

설정

OS커널 및 

파라미터

[DBMS 설정값]

데이터 저장 파일경로 및 파일명, 자원의 한계값을 

설정하는 매개변수(예: 한 세션당 가용한 메모리 최대값), 

로그파일 관리 방법 등 DBMS 구동을 위한 설정값이 

적절한지 확인

- DBMS 설정 확인 명령어 

(예: ORAchk)

[OS권장설정값] 

DBMS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OS커널 파라미터가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버전 및 패치

[버전] 

DBMS 및 운영체제의 버전이 적절한지 확인

- (DBMS) DBMS 버전에 따라 내부 구조나 지원 가능한 

기능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스템 운영에 적절한 

DBMS 버전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DBMS 

엔진 버전 및 DBMS 개발사의 서비스 지원종료

(EOS, End of Service) 여부 등 확인

- (OS) DBMS 종류 및 버전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운영

체제가 선정되어 구동되고 있는지, 운영체제 개발

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EOS, End of Service)되었

거나 종료가 예정된 버전은 아닌지 확인

- DBMS 설정 확인 명령어 

(예: ORAchk)

- DBMS 설치 OS의 패치 

상태 확인 명령어 (예: 

instfix)

[패치]

DBMS 및 운영체제의 패치 현황이 시스템 운영에 적정

한지 확인

- (DBMS) DBMS 제조사의 DBMS 권장패치가 적용되

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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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설정

버전 및 패치

- (OS) DBMS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OS패치가 적용되

어 있는지 확인

 * [참고] DBMS 및 OS의 패치가 최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패치 버전이 

적용되어 있어야 함

- DBMS 설정 확인 명령어 

(예: ORAchk)

- DBMS 설치 OS의 패치 

상태 확인 명령어 (예: 

instfix)

구성 및 데이터 

흐름

[구성]

테이블 구성, DBMS 운영을 위한 구성정보 등이 적절한

지 확인

- 데이터 테이블스페이스와 인덱스 테이블스페이스

가 서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참고] 일반적인 경우, 인덱스 사이즈는 데이터 사이

즈 대비 10~15% 가 적정하며 인덱스가 과다한 

경우 오히려 성능저하 요인이 될 수 있음

- 엔진 및 데이터파일을 저장하는 파일시스템 적절성 

등 확인

DBMS 설정 확인 명령어 

(예: ORAchk, Oracle ini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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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BMS 장애감지/예방 진단

▸ Oracle 서비스 이중화 성능 정보

  : AWR(Automatic Workload Repository)에는 일반적인 성능 정보 뿐만 아니라, Global Cache 

Transfer 통계, Interconnect Ping Latency 통계, Interconnect Throughput by Client 등의 

이중화(RAC) 성능 정보도 함께 저장된다. 

Global Cache Transfer 상태 조회 화면

Interconnect Throughput by Client 조회 화면

▸ Oracle의 대기(Wait) 이벤트 확인

  : 아래 SQL 문으로 Oracle의 대기 이벤트 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Oracle DBMS 운영 및 장애 정보

  : Oracle은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 통계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AWR (Automatic Workload 

Repository)에 저장한다. 저장되는 통계 정보는 설정된 통계 레벨(예: BASIC, 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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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에 따라 기록되며 AWR 스냅샷 생성 시마다 ADDM(Automatic Database Diagnosis 

Monitor)가 실행되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자동 모니터링한다. ADDM은 CPU 병목지점, 

입출력 용량, 부하가 많은 SQL문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참고] 통계 레벨을 “ALL”로 설정하는 경우 운영 중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Oracle의 작업로그 및 운영모드

  : Oracle은 모든 작업을 redo 로그라는 파일에 저장하는데, redo 로그파일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개의 redo 로그파일을 만들고 이를 순차적으로 번갈아 사용한다. 

즉, 이 과정에서 로그 덮어쓰기가 발생하며 덮어쓰기 된 데이터는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의 파일에 복사해서 저장한다. 데이터를 별도 저장 관리하는 모드를 아카이브 로그 모드

(Archive log mode)라고 한다. 별도의 설정 없이 Oracle을 설치하는 경우 No Archive log 

mode로 동작하며,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는 운영 모드를 Archive log mode로 변경하여야 

한다.

Oracle 운영모드 조회 화면 

Oracle 운영모드 변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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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화

DBMS에는 로그인 정보부터 업무를 위한 주요 데이터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 DBMS의 장애는 곧 시스템 장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DBMS를 Active-Standby와 같이 구성하거나 DBMS가 제공하는 Cluster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DBMS를 다중화 할 수 있다. 다중화 구성된 DBMS가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정 현황이 적절한지, 테스트를 통해 DBMS 서버 중 일부 

서버 장애 시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다. 

 표 7-4-10. DBMS 다중화 진단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다중화

다중화 설정

[다중화 설정]

하드웨어 고장이나 DBMS 서비스 다운 등의 장애에 

대비하여 DBMS가 다중화되어 있고 관련 설정이 

적절한지 확인

- 운영지속시간, 데이터 보존수준 등 DB서버의 

운영 목표치에 맞는 다중화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

- Config 정보를 확인하여 Failover 및 Failback가 

정책에 맞게 설정이 적절한지 확인

- Oracle RAC50)를 구성한 경우 공유 디스크 관련 

설정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소프트웨어 구성도 확인 

DBMS 구성확인 명령어

[절체절차 및 설정]

시스템 운영 로직을 고려하여 절체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한 설정이 적절한지 확인

- 데이터가 동기화기 필요한 시스템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 절체 과정에서 데이터 흐름이 적절한지 확인

- DBMS 절체 프로세스에서 누락되었거나 실수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

다중화 운영 상태

다중화 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다중화 솔루션 로그, 장애 이력 등을 확인하여 

Failover 발생 주기, Failover 및 Failback 정상 

동작 여부 등 확인

- 다중화 프로세스 및 데몬 구동 상태 등 다중화 

운영상태 확인

- 절체 테스트를 통해 실제 정상 절체 되는지 확인

다중화에 따른 운영 로그 확인

프로세스 및 데몬 상태 구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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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RAC : Real Application Clusters의 약자로서, 공유 디스크를 이용하여 여러대의 서버를 마치 한 대의 서버

처럼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고가용성을 구현한 기법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다중화 다중화 운영 상태

* [참고] 

 ㆍ별도의 테스트베드가 없는 환경에서 절체 테스

트 시에는 절체 실패를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고,

 ㆍ보존되어야 하는 DB 데이터가 절체 시에도 누

락이 없는지 함께 확인

다중화에 따른 운영 로그 확

인

프로세스 및 데몬 상태 구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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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BMS 다중화

▸ 다중화 방법

   DBMS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법과 기술들이 쓰이는데, 다중화는 그중 대표적인 기술

이다. 다중화를 구성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DBMS 제조사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Active-Standby, Active-Active 형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중화 방법 설명 및 특징

Active-

Standby

- 여러대의 장비중 일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장비들은 장애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태의 구성

- 운영중인 서버에 장애 발생 하면 다른 서버들이 기능을 이어받아 처리하는 Failove

r51)가 발생하고, 이때 여분의 장비로 넘어가기까지 특정 시간(절체 시간)이 필요

- 장애를 대비한 장비들은 평상시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장애를 대비한 Standby의 준비정도에 따라 Hot, Warm, Cold Standby로 나뉨  

  

Hot Standby: Standby 장비 기동 이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

Warm Standby: Standby 장비 기동이후 설정 및 준비를 해줘야 사용 가능한 형태

Cold Standby: Standby 장비를 평소에는 정지시켜 두고 필요시 사용하는 형태

Active-

Active

- 구성하고 있는 모등 장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로, 하나의 장비가 

장애가 발생하면 나머지 장비들이 서비스를 이어받아 처리하는 구성

- 장애 발생 후 여분의 장비로 넘어가기까지 절체 시간 필요하지만 Active-Standby비

해 매우 짧은 시간만 필요

- 모든 장비들이 동시에 사용

- 일반적으로 Active-Standby비해 구성에 비해 비용과 난이도가 높음

51) 컴퓨터 서버,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예비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 시스템 대체 

작동 또는 장애 조치라고도 함 램컴퓨터 서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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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DBMS 이중화

  : 두 대의 동일한 DBMS 서버를 구성하고 1대를 Active로, 다른 1대를 Standby로 동작시켜 

Active 장애 발생 시 Standby가 대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이 HA 구성 

방식이다. 이 방식은 Active와 Standby의 데이터 동기화가 필요하며 서버의 최고 사용률이 

50%이므로 선호되는 방식은 아니다. Oracle에서는 데이터 동기화와 서버 효율을 위해 

OPS(Oracle Parallel Server, Oracle 8i 버전까지) 또는 RAC(Real Application Cluster, 

Oracle 9i 버전부터)를 제공한다. RAC 설정값은 ORAchk 명령어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RAC 설정환경의 적절성 진단을 위해서는 통계정보, 대기(waiting) 정보, 오브젝트 

핑 정보 등을 활용하여 두 서버(노드)를 연결하는 인터커넥트 간 적절성을 주요하게 확인

할 수 있다.

▸ Oracle DBMS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요 파일 다중화

  : Oracle은 DB 운영 및 상태 정보를 control file이라고 하는 파일에 기록하는데, 이 control 

file 손상 시 Oracle은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하지 못하여 구동이 불가하게 된다. control 

file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ontrol file을 다중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중화된 

파일은 디스크 장애에 대비하여 서로 다른 물리적 디스크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한다. 

▸ Oracle DBMS 트랜젝션 롤백을 위한 주요 파일 다중화

  : DBMS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 내역이 기록되는 redo log 파일 또한 control file과 마찬

가지로 다중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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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 및 복구

장애 발생 후 DBMS의 데이터 및 운영을 복구하기 위한 DBMS 백업 정책, 운영 모드 및 

백업을 위한 환경을 점검하고 실제 백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복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

하여 백업/복구 측면의 안전성을 진단한다.

특히,  DBMS는 Application이 동작하는 중간에 백업이 진행되며 이러한 방식의 백업을 

핫백업(Hot Backup)이라고 한다. 백업이 진행되는 도중 데이터가 추가, 삭제 및 변경이 

될 수 있어 일반적인 백업방법으로 처리가 어렵고, DBMS Application에서 특별한 지원이 있어

야만 가능한 방식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DBMS 제조사는 핫 백업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Oracle社의 경우 내부적으로 RMAN52)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백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7-4-11. DBMS 백업/복구 진단항목

52) Oralce의 Recovery Manager 프로그램의 이름. 백업과 복구를 위한 전용 유틸리티

세부
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백업 백업설정

백업대상, 백업시각 및 주기, 백업보관기간, 복구목표 시

간 등의 정책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백업대상] 백업대상(예: 데이터, 설정파일)이 선정되어 

있는지, 백업되어야 하지만 누락된 백업 대상은 없는지 

확인

- [백업수행시각] 백업을 수행할 시간대 설정이 적정한지 

확인

 * [참고] 백업 중에는 디스크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으므

로, 야간시간 등을 활용하여 백업 수행하고 백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백업시작시각 설정

- [백업주기] 데이터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백업 주기(예: 

일, 주, 월)가 적정한지 확인

 * [참고]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가 같은 주기로 백업될 

필요는 없으며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주기를 달리할 

것을 권고

- [보관기간] 백업데이터의 보존연한 등을 고려하여 보관

기간을 설정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데이터가 적절히 

처리(예: 자동 삭제)되고 있는지 확인

- [백업공간] 백업된 데이터가 안전한 공간에 저장 ․관리

되고 있는지, 가용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지 등 확인

백업정책 확인

백업 카탈로그 (백업 

Job 등록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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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백업

백업설정

 * [참고] 

  ㆍ백업된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와 물리적으로 다른 

디스크 및 서버에 저장하여 서버 장애가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관리

  ㆍ전용 백업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백업 

서버 사양이 낮거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 백업 작업에 

따른 부하로 인해 시스템이 다운되어 백업이 수행되

지 않거나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백업성능] 백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CPU, 메모리 

등의 자원이 충분하고 원하는 시간 내 백업이 가능한지 

확인

 * [참고] 백업대상 서버가 백업에 필요한 충분한 네트워

크 대역을 보장하여 백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지, 저장공간 용량은 충분한지, 백업 수행 시 백업

서버의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

야 함 

- [복구목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하였

을 때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복구

목표시간, RTO: Recovery Time Objective)과 재해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 데이터 손실 지표 

(복구목표시점, RPO: Recovery Point Objective)를 

관리하는지 확인

백업정책 확인

백업 카탈로그 (백업 

Job 등록 상태) 확인

데이터 백업

운영 중 발생하는 데이터, 아카이브 로그, 에러 로그 등 

DBMS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적절히 백업하고 있는지 

확인

- 백업할 데이터 대상에 누락이 없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

- 일반적인 백업량 대비 데이터 백업 방식(예: 전체백업, 

증분백업)이 적절한지 확인

- 백업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백업되고 있는지 확인

 * [참고] 백업할 대상이 실제 정확히 백업되고 있는지 

백업 파일 내용을 조회하여 확인

- 필요 시 테스트를 통해 백업이 정상 수행되는지 확인

백업 로그 및 백업 현황

(예: 백업 데이터) 확인

백업 수행

설정파일 백업

OS 설정값, 커널 설정값, DBMS 설정파일을 적절히 백업

하고 있는지 확인

- 백업할 설정값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

- 백업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백업되고 있는지 확인

 * [참고] 

  ㆍ설정파일의 백업 주기는 데이터 백업 주기보다 김

  ㆍ설정파일은 대개 별도의 백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백업 로그 및 백업 현황

(예: 백업 데이터) 확인

백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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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백업 설정파일 백업

 않고 수동으로 백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자 실수로 

백업 날짜 등 정보가 부정확하여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백업 파일 관리가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

- 필요 시 테스트를 통해 백업이 정상 수행되는지 확인

백업 로그 및 백업 현황

(예: 백업 데이터) 확인

백업 수행

복구

데이터 복구

백업/복구 정책에 맞게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며, 정기적 

데이터 복구 점검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실제 복구가 가능한지 복구 테스트 

수행

복구절차 및 이력 확인 

복구테스트

시스템 복구 절차

[절차]

DBMS의 백업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절차가 적절한

지 확인

- DBMS의 경우 단순 데이터의 복구 뿐 아니라, 복구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데이터의 의미가 달라질수 있음. 이에 

데이터들을 복구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 

절차가 절적한지도 확인

- 복구가 이후 데이터가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

- 다수의 서버를 이용해 복구하는 경우 서버들간의 복구 

순서 및 관련 절차가 있는지 확인

시스템 복구 절차서

DBMS의 백업 및 복구 진단의 핫백업과 콜드백업의 개념을 소개한다.

▸ 백업 방식

항목(예) 설 명

핫백업

Hot Backup

- Online Backup 또는 Open Backup이라고 불림

- Database 등의 Application이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백업이 수행되는 방식

- Application이 동작하는 도중에 백업이 수행되기에 Application에 핫백업 기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백업 방식이다. 대부분의 Database는 핫백업을 지원한다.

콜드백업

Cold Backup

- Offline Backup 또는 Close Backup이라고 불림

- Application이 실행되지 않을 때 백업이 수행되는 방식

참고 DBMS 백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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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실시 완료 단계는 진단 수행팀이 진단 영역별 진단 수행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진단 이해관계자들과 검토 및 보고하는 단계이다.

준비단계(PRE) 계획단계(PLN) 수행단계(EXE) 완료단계(END)

A. 진단 목적 및 범

위 정의

B.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진단 수

행팀 구성

C. 사전 준비사항 협

의 및 준비

A. 시스템 예비분석

B. 진단 계획 수립

C. 진단 계획 보고

A. 안전기능충분성 

수행

B. 소프트웨어품질

안전성 수행

C.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수행

A. 진단 결과 검토

B.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완료

┃그림 8-1-1┃ 진단 완료 단계 절차

 표 8-1-1. 진단 완료 단계 활동  

단계 절차 주요 활동

완료 단계

(END)

A. 진단 결과 검토

01. 진단결과 분석 및 정리

02. 진단결과 검토 및 보완

03 진단결과 보고서(초안) 작성

B.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완료

01. 결과 보고 회의 준비 및 개최

02. 진단 결과 보고서(초안) 보완

03. 진단 결과 최종보고서 완료

진단 수행팀은 진단 영역별 진단 결과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문서를 정리 및 

작성하고, 실무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와 함께 검토회의를 개최, 진단 결과를 검토한다. 

진단 수행팀은 1차적으로 검토한 내역을 바탕으로 진단결과 보고서(초안)을 작성한다. 

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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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팀장은 진단결과 보고서(초안)을 기반으로, 공식적인 진단결과 보고 회의를 

준비하고, 진단 경과, 진단 결과 및 개선안 등을 발표한다. 진단팀장은 보고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진단 결과서에 반영하고 진단총괄의 승인을 거쳐 진단을 종료한다.

┃그림 8-1-１┃ 진단 완료 단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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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완료(END) 단계는 실제적인 진단 수행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단 이해관계자 

간 위험분석 내용, SW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결과, 동적 테스트 및 정적 분석 결과, 

기반소프트웨어 진단 결과 등을 상호 검토하고 조치방안 등을 정리하여 공유한다. 

진단 완료 단계의 각 절차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그림 8-2-1┃ 진단 완료 단계의 절차 및 주요 활동

제2절 주요 활동 및 방법

진단 결과 분석 및 검토



253

1. [END-A] 진단 결과 분석 및 검토

┃그림 8-2-2┃ 진단 결과 분석 및 검토 주요 활동

1.1 [END-A-01] 진단결과 분석 및 정리

진단 수행팀은 진단 영역별 결과를 분석하여 문서로 정리한다. 진단 결과 문서는 

진단총괄, 기술지원 담당, 시스템 사용자 등 진단 이해관계자가 실무적 관점에서 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진단 결과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진단팀장은 효율적인 진단 결과 검토회의를 위해 진단 결과를 사전 배포

하여 진단 이해관계가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 결과 검토

회의 일자 등을 협의하여 공지하고, 별도 회의가 불가한 관계자에게는 진단 결과에 

대한 의견 회신 기한을 포함하여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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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ND-A-02] 진단결과 검토 및 보완

진단결과 검토는 진단 결과를 진단총괄, 시스템 사용자 등 다양한 진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이다.

진단팀장은 진단결과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진단 영역별 발견된 결함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한다. 기술지원 담당, 시스템 사용자들은 실무적 관점

에서 진단 결과를 검토하며, 진단총괄은 진단 결과가 최초 계획하였던 진단 목적, 진단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보완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

진단팀장은 진단총괄을 비롯한 시스템 사용자 및 기술지원 담당 등 진단 이해관계자

들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진단결과를 보완한다. 만약, 추가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한 경우 각 이해관계자들과의 일정을 협의하여 추가 진단을 수행하고, 해당 결과 

또한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

 표 8-2-1. 진단 영역별 진단결과 검토 체크리스트(예)

진단영역 번호 내용

안전기능 

충분성

1 도출된 위험원과 그 원인이 타당하게 분석 되었는가?

2 위험평가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는가?

3 안전기능 요구사항이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 현황 및 현장 상황에 부합되는가?

4 제시된 안전기능 요구사항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가?

5
도출된 안전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가 고려사항 및 제약사항은 없는가? 

다른 대체 방안은 없는가?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1 결함 내역에 결함이 아닌 사항이 결함으로 잘못 판단된 부분은 없는가?

2 식별된 테스트 대상 기능의 안전/비안전 분류 내용이 적절한가?

3 테스트 결함 분류 기준에 따른 결함 정도 판단이 적절한가?

4 테스트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과 수정 가능 여부 및 조치 방향성은 무엇인가?

5 단시간 내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함 재발 방지/완화 방안은 무엇인가?

6 소스코드 분석을 위해 적용된 룰셋의 적절성 및 누락된 부분은 없는가?

7 소스코드 정적분석으로 검출된 위반사항들의 오탐 여부는 없는가?

기반 

소프트웨어

안전성

1 제시된 기반소프트웨어 개선사항이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2 기반소프트웨어 개선사항에 대해 고려사항 및 제약사항은 없는가?

3
제시된 기반소프트웨어 개선사항이 기관의 시스템 운영 정책이나 지침, 운

영환경 제약사항 등에 대치되는 사항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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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ND-A-03] 진단결과 보고서(초안) 작성

진단 수행팀은 진단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보완하여, 진단 목적 및 범위, 

추진 절차 및 방법, 진단 수행 경과, 진단 참여자 등 진단 추진 기본 사항과 영역별 

진단 결과가 기재된 진단 결과 보고서(초안)을 작성한다. 진단 결과보고서(초안) 작성 후, 

진단 수행팀의 내부 검토를 수행하고, 특히, 진단팀장은 진단결과 검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이나 보완사항이 누락없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Ⅲ

Ⅰ

Ⅱ

Ⅳ

Ⅴ

Ⅵ

Ⅶ

Ⅷ

Ⅸ

참
고
문
헌

부

록



소프트웨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철도분야

256

2. [END-B]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완료

┃그림 8-2-3┃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완료 주요 활동

2.1 [END-B-01] 결과 보고 회의 준비 및 개최

진단총괄은 진단결과 보고 회의 참석 대상자를 식별하고 회의 개최를 공지한다. 

진단결과 보고 회의 참석자는 진단에 참여한 기술지원 담당, 시스템 사용자, 진단 

수행팀 등 진단 이해관계자를 기본으로 하고 추후 시스템 개선 역할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 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단총괄은 

관련 부서 인력의 교대 근무,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출장 등을 고려하고, 

상위 의사결정권자가 참석하여 시스템 개선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진단팀장은 진단결과 보고 회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공식적인 최종 진단결과 

보고 회의이므로 가급적 진단 전반 내용과 추진 경위, 진단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회의 자료를 구성한다. 위험분석 결과, 안전 기능 요구사항, 주요 테스트 

내용 및 결함 내역, 진단 항목 및 시나리오, 주요 개선사항 등 진단 영역별 발견된 

진단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한다.



257

진단총괄은 결과보고 회의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없는지 확인 하고, 

결과보고 회의에서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추가적으로 논의 및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의제로 준비한다.

진단총괄은 예정된 일자에 결과보고 회의를 개최한다. 진단결과 보고 회의는 진단 

이해관계자 간 실무 검토하였던 진단 결과를 최종적으로 상호 공유하고 공식적으로 

진단 실시 단계를 종료하기 위한 회의이다. 진단총괄은 진단 추진 내역을 설명하고, 

진단팀장은 진단 최종 진단 결과를 보고한다. 진단팀장은 진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등을 진단 이해관계자에게 설명‧공유하고, 진단 결과의 적정성, 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안 및 개선안의 적용 가능성, 개선 우선순위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 참석자

들은 최종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의견이나 이견, 합의사항이 있다면 이를 

논의한다. 

2.2 [END-B-02] 진단 결과 보고서(초안) 보완

진단 수행팀은 결과보고 회의 내용,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진단 결과서(초안)을 보완

하고 진단총괄에게 최종 진단 결과 보고서 검토를 요청한다. 진단총괄은 최종 진단 

결과서를 검토하고 추가적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 승인한다.

2.3 [END-B-03] 진단 결과 최종보고서 완료

진단팀장은 진단총괄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최종 진단 결과보고서를 진단총괄

에게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종료하며, 진단 수행팀은 진단 현장에서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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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진단 결과서

진단 결과서 주요 구성(예)

목차 주요 내용

1. 개요

진단 목적, 대상 및 범위, 진단 환경 및 제약사항을 명확히 기술

 1.1 목적

 1.2 대상 및 범위

 1.3 진단 환경

 1.4 제약사항

2. 진단체계 및 일정
추진 체계 및 진단 이해관계자별 역할, 추진 일정 및 일정별 주요 수행 내역 

기술
 2.1 추진체계 

 2.2 진단 일정

3. 진단 절차 및 방법

진단 영역별 진단 항목(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절차, 수행 방법, 기준* 

등 기술

* 위험도 기준(안전기능 충분성), 결함 기준(룰셋 기준(소스코드 품질) 등

4. 진단 결과

- 안전기능 충분성 : 위험분석 결과, 조치가 필요한 안전기능 요구사항 등 기술

-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 기능동작 정확성 : 결함 내역, 결함 중요도 등 기술

  · 소스코드 품질 : 결함 목록, 조치 방안 등 기술

-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 진단항목별 확인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술

[붙임자료]

- 안전기능 충분성 : 시스템 위험분석서, 위험원 목록, 위험분석서, 안전기능 요구  

  사항 목록

- 소프트웨어 품질

  · 기능동작 정확성 : 진단 대상 기능을 식별한 시스템 기능리스트, 테스트  

     케이스 목록, 결함리포트, 결함 별 위험 및 안전 중요도 분석 상세결과 등  

     붙임

  · 소스코드 품질 : 진단 시 적용한 룰셋 설명, 코딩 규칙 위반사항 상세 분석 결과  

     등 붙임

-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 진단항목별 상세 확인결과 등 붙임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활동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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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종료 단계는 진단 결과 및 개선안에 따른 단기또는 중장기적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진단 의뢰 계약에 따른 사업 종료 절차 등 진단 추진에 대한 

최종 종료 처리를 하는 단계이다. 

 표 9-1-1.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종료  단계

단계 세부단계 주요 활동(태스크)

Ⅰ. 진단 기획

(1) 타당성 검토
A. 진단 필요성 검토

B. 진단 대상 시스템 조사 및 선정

(2) 추진방안 수립
A. 진단 수행 방식 결정

B. 담당자 선정

(3) 추진방안 보고 및 승인
A. 진단 추진 방안 작성

B. 진단 추진 방안 보고 및 승인

Ⅱ 진단 실시

(1) 진단 실시 준비

※ ‘‘진단실시’ 단계 세부 절차 및 태스크는 '제5장 진단 

준비', '제6장 진단 계획', '제7장 진단 수행', '제8장 진단  

완료' 참고

(2) 진단 수행 계획

(3) 진단 수행

(4) 진단 실시 종료

Ⅲ. 진단 종료

(1) 조치계획 수립 -

(2) 진단 종료 -

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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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계획 수립

조치방안 수립 단계는 진단 결과 최종 확인된 안전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진단총괄을 중심으로 진단 기획 ․ 추진자, 시스템 이해

관계자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용이성 및 

가능성, 시급성 등을 논의한 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2. 진단 종료

진단총괄 또는 진단 기획 ․ 추진자는 최종 진단 수행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정리하여 

내부 의사결정자에 보고하고, 최종 종료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공식적으로 진단을 

종료한다. 진단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 진단 수행팀 지원 협조를 종료하고, TF팀

으로 구성된 경우 이를 해체한다. 외부 계약에 의해 추진한 경우 진단 수행 내용 

및 결과가 계약 내용 및 수행계획서 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최종 확인하고 계약 

종료를 처리한다.

제2절 주요 활동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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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한 고속열차부터 든든한 시민의 발이 된 지하철까지, 

철도 산업은 국민의 생활에 깊이 자리한, 국가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철도의 지연이나 

시스템 장애는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불편이나 간접적인 안전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철도 사고는 국민 안전에 매우 직접적인 위해 요소가 된다. 철도는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금까지는 여느 기간산업이 그러하였듯이 차량 등의 

하드웨어나 시설 위주로 관리되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역할 증가로, 철도 

시스템의 안전 확보에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빼놓고 논할 수 없게 되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 부품이나 장비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 명령을 받아들여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도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 소프트

웨어의 수정, 운영 환경의 변화, 운영 절차의 변경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개발 당시의 

안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안전을 지속 관리하고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하물며,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

웨어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라면, 운영 단계에서의 세심한 관찰과 진단은 더욱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세부적인 

진단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의 시스템 

안전 표준 및 지침 등을 참고하고 실무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및 컨설팅 수행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진단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0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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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산업 분야에서도 IoT 기술 등과 같은 최신의 기술들을 시스템에 반영함으로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 및 하드웨어 장비․시설 위주의 

안전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초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철도시스템의 오랜 수명주기 특성과 소프트웨어 

유연성의 특성으로 오랜 운영기간 동안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변경 요인은 더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철도 관제를 위주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었다면, 최근에는 무인화, IoT 등 

최신 기술의 적용과 같이 소프트웨어가 더욱 방대하고 깊숙하게 활용되고 있어, 앞

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철도 관련 발주기관, 철도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기업이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진단을 수행 하는 데 있어, 본 진단 가이드가 기본 프레임

워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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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시스템 위험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분석 기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위험 분석 시, 시스템 특성, 접근방향, 수행시점 등에 따라 기법을 선별하여 

진단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수의 분석 기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Fault Tree Analysis (FTA)
∙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
∙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HAZOP)
∙ Operation and Support Hazard Analysis (O&SHA)
∙ Event Tree Analysis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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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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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능 요구사항 수립
Fault Tree 적절성을 평가하고 도출된 이벤트 발생 원인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그림 1┃ FTA를 이용한 위험분석 절차

부록 1 위험분석 기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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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TA 기법을 이용하여 위험분석을 하는 경우 <그림 2>와 

같은 고장트리(Fault Tre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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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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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FTA에서 사용되는 게이트 종류

게이트명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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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FTA에서 사용되는 이벤트 종류

이벤트명 기 호 설명

최상위 & 중간 이벤트
Fault Tree 전개에서 사각형으로 표기하는 이벤트로서, 중간 

혹은 최상위 이벤트를 표기

비전개 이벤트
Fault Tree 전개에서 마름모로 표기하는 이벤트로서, 분석 정보

의 부족으로 더 이상 분석 전개가 불가능 한 경우 표기

기본 이벤트
Fault Tree에서 원으로 표기하는 이벤트로서, 가장 근본 원인

이 되는 사건 혹은 문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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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MEA(Failure Mode Effects and Analysis) 기법

FMEA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기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모드

(Failure Mode)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일부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자동차, 전기ㆍ전자, 기계 등 산업분야 대부

분에서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분석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FMEA는 시스템,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특화되어 고장모드를 식별 및 분석하는 구체적이고 널리 

통용되는 지침이나 표준은 없지만, 소프트웨어 설계 문제를 발견하는 데 소프트웨어

-FMEA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FMEA는 귀납적 방법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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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여 해당 결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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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선정 및 분석
분석할 시스템을 선정하고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 등을 통해 소프트

웨어 분석을 수행

ê

‚ 기능별 고장모드 도출 서브시스템, 기능을 나열하고 각각의 잠재 고장모드를 도출

ê

ƒ 고장모드별 영향 및 원인 파악

각 고장모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고장모드에 의해 발생 가능

한 영향 분석. 고장 발생도(Frequency) 및 고장 위험도(Severity)를  구

함

ê

„ 고장모드별 검출 방식 파악 고장모드별 검출방식을 확인, 고장 검출도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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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책 도출

┃그림 3┃ FMEA를 활용한 위험분석 절차

소프트웨어의 특성은 하드웨어와 다르다. 하드웨어는 주로 노후화/제품의 마모, 

제품 재질의 불량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구성요소(컴포넌트 또는 

모듈) 내부의 제어 로직 문제, 데이터 처리 문제 등의 결함으로 오동작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고장모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동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고장모드의 식별은 소프트웨어-FMEA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소프트웨어-FMEA는 수행 목적 및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IEEE 1633에서는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모드를 요구사항 분석, 설계, 테스트, 운영 단계 등과 같은 

관점에서 FMEA를 수행할 수 있도록 FMEA 유형을 세분화 하였으며, 이러한 유형 

세분화는 관점 별로 발생 가능한 고장모드를 식별하는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소프트웨어-FMEA 수행에 따른 유형과 주요 발생원인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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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소프트웨어-FMEA 유형

소프트웨어-FMEA 
유형

적용 가능 분야 주요 고장 원인

Functional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시스템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아야 할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Interface 인터페이스 명세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동기화되지 않았거나 호환 가능

하지 않는 경우

Detailed
아키텍처 명세서, 상세 설계서,

소스코드

요구사항 및 설계 요건에 따라 설계에 미반영 되거나 

설계 사양이 소스코드에 미반영된 경우

Maintenance
설계 사양 및 소스코드 변경 

내역
설계 또는 Code 변경이 새로운 고장을 발생하는 경우

Usability
소프트웨어 일관성 및 사용 

편의성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최종 

사용자가 시스템 고장을 유발하는 경우

Serviceability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편의성

잘못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업데이트로 인해 시스템

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Vulnerability
해킹 등 외부로 부터의 보호 

능력

- 소프트웨어가 외부에서의 제어로 인해 잘못된 기능

을 수행하는 경우

-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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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소프트웨어-FMEA 선정 시 고려사항

고장모드 내용

Functional

Interface

Detailed

M
aintenance

Usability

Vulnerability

Serviceability

Faulty functionality
SW가 잘못된 기능을 제공하거나 요구되는 기

능의 수행을 실패하는 고장모드
○ ○ ○

Faulty timing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 일부가 너무 

일찍 실행, 너무 늦게 실행되거나 소프트웨어

가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느리게 응답 하는 고

장모드

○ ○

Faulty 

sequence/Order

특정 이벤트가 잘못된 순서로 시작되거나 전혀 

시작되지 않는 고장모드
○ ○ ○ ○ ○

Faulty Data
처리 또는 송/수신 데이터의 오류 또는 손상, 

잘못된 단위 등의 고장모드
○ ○ ○ ○ ○

Faulty error 

detection/

Recovery 

SW가 고장/장애를 감지하거나 복구하지 못하

는 고장모드
○ ○ ○ ○ ○

False Alarm
문제가 없는데도 고장/장애를 경고하는 고장

모드 
○ ○ ○ ○ ○

Faulty 

synchronization

시스템의 일부가 동기화되지 않았거나 통신하

지 않는 고장모드
○ ○

Faulty logic
로직 처리에 있어 특정 조건상에서 SW가 잘못

된 응답을 하는 고장모드
○ ○ ○ ○

Faulty Algorithms/ 

Computations

특정 수식 및 공식에 있어 가능한 모드 입력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고장모드
○ ○ ○ ○

Memory 

Management

소프트웨어의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너무 느

리게 실행되는 고장 모드
○ ○ ○

User Makes mistake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이나 입력

을 막지 못하는 고장모드
○

User can't recover 

from mistake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입력 또는 작업으로 복구

되지 않는 고장모드
○

Faulty user 

instructions

사용 설명서에 잘못된 지시 사항이 있거나 소

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지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

User misuses or 

abuses  

불법 사용자가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합법적인 

사용자가 시스템을 오용하고 있는 경우
○ ○

Faulty installation

소프트웨어 재설치 또는 다운 그레이드가 필요

한 소프트웨어를 부적절하게 설치하거나 설치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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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FMEA 유형에 따라 발생 가능한 고장모드를 식별한 후, 위험의 심각도

(Severity), 발생가능성(Frequency), 검출도(Detection) 등을 고려하여 식별한 고장모드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철도 시스템의 고장모드의 위험 수준 평가 시 심각도, 발생빈도 검출도 

등의 기준은 IEC 62278 표준에서 참조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의 

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고장모드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특성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고장모드에 대한 위험평가 시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 판단 기준의 예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진단 대상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을 재정의하여 활용할 수 도 있다.

 표 6. 소프트웨어 고장모드 심각도 기준(예시)

심각도 기준

1

- The results are not accurate

- The Results cause an overflow

- No results are generated when the selected model should generate results 

- The software crashes prior to generating a result, or results are generated when the model 

should not be used

- The results of the wrong model are displayed

2
- The software takes too long to generate a result or the user has to perform too much 

manual labor to use the software

3 - Any other defects

 표 7. 소프트웨어 고장모드 발생가능성 기준(예시)

발생가능성 기준

1 - Likely

2 - Reasonably Probable

3 - Possible

4 - Remote

5 - Extremely un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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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시키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심각도 수준을 

재정의한 예시이다.

 표 8. 소프트웨어 고장모드 심각도 재정의(예시)

심각도 기준

1 - Safety Hazard or loss of equipment

2
- Persistent loss of temperature control or temperature isn’t controlled with in 5% of desired 

temperature 

3
- Sporadic loss of temperature control or temperature isn’t controlled with in 1 degree but 

less than 5% of desired temperature

4 - Inconvenience or minor loss of temperature control

각 기능의 고장모드는 <표 4-3-3>과 같은 질의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다. FMEA 기법을 활용하여 <표 4-3-4>와 같은 항목에 대한 위험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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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FMEA 주요 분석 항목(예)

항목 기본 질의어

고장 모드

(Failure Mode)

시스템의 규정된 기능이 손실되는 상황을 일탈상황으로 보고 고장모드로 간

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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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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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본 질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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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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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고장심각도( Failure Severity) X 고장 검출

도(Failure Detection) 

권장조치

(Recommended Action)
잠재적인 고장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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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MEA - 발생도, 위험도, 검출도 기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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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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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도 수준 등급 정의
운용시간 당 
발생빈도

빈번함

(Frequent)
6 빈번/연속적 발생 가능 ≥ 

종종 발생

(Probable)
5 재난이 종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100 < to ≤ 1

가끔 발생

(Occasional)
4 시스템 수명 기간 동안 가끔 발생할 것으로 예상 1 < to ≤  

발생 가능

(Remote)
3 시스템 수명기간 동안 간혹적으로 발생함   < to ≤  

발생 가능성 없음

(Improbable)
2 재난이 예외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to ≤  

가능성 극히 희박

(Incredible)
1 발생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함 <  

※ IEC 62278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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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MEA - 발생도, 위험도, 검출도 기준(예) 계속

FMEA 검출도 기준

빈도수준 등급 정의

절대적으로 불확실

(Absolute Uncertainly)
10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하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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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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스템 소스코드 품질진단을 위해 소스코드 정적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철도 

안전 관련 국제 표준인 IEC 62279 코딩 규칙, MISRA-C 코딩 규칙, IEC 61508-3 코딩 

규칙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해당 표준에서 제시하는 코딩 

규칙의 세부내용들을 소개한다.

□ IEC 62279 코딩 규칙

IEC 62279(Railway applications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Software for railway control and protection systems) 국제 표준은 철도용 전기 설비의 

통신 및 신호 처리 시스템과 제어 및 보호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관련 규격으로 

철도 분야의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험, 검증 및 유지보수 등 준수해야 일련의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 IEC 62279 국제 표준 권고 코딩 규칙

IEC 62279 : 2015

세부규칙(Rule) 설명

Coding Standard 코드의 일관성 유지와 프로그래밍 오류 방지를 위해 코딩 표준 준수

Coding Style Guide 개발과정의 오류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코딩 스타일 요구

No Dynamic Objects 동적 객체 사용 제한

No Dynamic Variables 동적 변수 사용 제한

Limited Use of Pointers 포인터 사용 제한

Limited Use of Recursion 증명 및 검사 불가한 재귀호출 사용 제한

No Unconditional Jumps 조건 없는 점프문 사용 제한

Limited size and complexity of Functions, 
Subroutines and Methods

함수 및 서브루틴, 메소드의 복잡도, 크기 제한

Entry/Exit Point strategy for Functions, 
Subroutines and Methods

함수 및 서브루틴, 메소드의 진입점 및 출구점 개수 제한

Limited number of subroutine parameters서브루틴 파라미터 개수 제한

Limited use of Global Variables
여러 곳에서 동시 접근 가능한 전역변수 사용 제한, 필요한 경우 접근 
관리 수행

부록 2 소스코드 정적분석 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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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2279 표준 기반 룰셋(예)

룰셋 ID 설명

IEC 62279_01 변수 사용 전 값 할당 검사

IEC 62279_02 미사용 변수 검사

IEC 62279_03 기록한 변수를 읽었는지 검사

IEC 62279_04 특정 함수 내에서 특정 파라메터를 사용하기 전 검사

IEC 62279_05 함수의 모든 파라메터가 읽기 전용인지 검사 

IEC 62279_06 문자 상수는 반드시 쓰기 접근이 불가능해야 함

IEC 62279_07 함수의 반환값이 검증되었는지 검사 (함수 호출 인자로 사용된 경우 검증으로 간주 안함)

IEC 62279_08 goto 문장 사용 금지

IEC 62279_09 함수의 직간접적인 재귀호출 금지

IEC 62279_10 comment 비율 검사

IEC 62279_11 파일의 코드 라인 수(LOC) 제한

IEC 62279_12 모듈의 수행 가능한 경로의 수 제한

IEC 62279_13 함수의 최대 nesting depth 제한 

IEC 62279_14 함수 복잡도(cyclomatic complexity number) 제한

IEC 62279_15 함수의 코드 라인 수(LOC) 제한 

IEC 62279_16 함수가 하나의 exit point 를 가졌는지 검사

IEC 62279_17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 제한

IEC 62279_18 division by zero를 방지하기 위한 제수 검증 여부 검사

IEC 62279_19 변수의 타입 크기를 벗어나는 상수 할당금지

IEC 62279_20 동적 메모리 할당 금지

IEC 62279_21 반복문에는 loop를 종료하기 위해 최대 하나의 break 문이 사용되어야 함

IEC 62279_22 변수 선언 시 초기화 여부 검사

IEC 62279_23 함수 내 도달 불가능한 코드 사용 금지

IEC 62279_24 swith문 안에 case, default 절이 아닌 문장이 존재하면 안됨

IEC 62279_25 Switch label(case, default)을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문장이 switch 문인지 검사

IEC 62279_26 문장이 있는 모든 switch 절이 break문으로 끝나는지 검사

IEC 62279_27 switch문에 default절 존재 검사 

IEC 62279_28 switch 의 default 절은 마지막 절에 위치하는 지 검사 

IEC 62279_29 switch문이 하나 이상의 case 문을 가졌는지 검사

IEC 62279_30 비교 조건식의 연산 결과가 항상 같게 나오는 표현식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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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RA-C:2012 코딩 규칙

MISRA-C(Guidelines for the use of the C language in critical System)는 영국 자동차 

산업 협회인 MISRA(Motor Industry Software Reliability Association)에서 개발된 C 

프로그래밍 개발 표준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의 코드 안전성, 호환성, 신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된 개발 표준 이지만 현재는 높은 소프트웨어 

신뢰성이 필요한 우주, 항공, 의료장비, 국방, 철도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 MIRA-C 코딩 규칙

MISRA C : 2012

룰셋 ID 설명

MISRA_01_01 소스파일이 ANSI C 표준을 준수해야 함 

MISRA_01_02 정의되지 않았거나 서술되지 않은 특성을 신뢰하여 사용 금지

MISRA_01_03
다양한 언어 (그리고/또는) 컴파일러는 오브젝트 코드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정의된 인터

페이스 표준이 있을 때 사용해야 함

MISRA_01_04 컴파일러와 링커는 외부 식별자에 대해 31자가 넘지 않음을 체크해야 함

MISRA_01_05 부동 소수 구현은 정의된 부동 소수 표준을 따라야 함 

MISRA_02_01 어셈블리 코드는 캡슐화 되고 분리(isolated)되어야 함

MISRA_02_02 C 스타일 주석만 사용해야 함

MISRA_02_03 중첩된 C 스타일 주석 사용 금지

MISRA_02_04 코드 섹션은 주석처리 금지

MISRA_03_01 모든 구현 시 정의되는 행동은 문서화해야 함

MISRA_03_02 문자 집합과 그 해당 인코딩은 문서화 되어야 함

MISRA_03_03
정수 나눗셈의 구현은 반드시 주어진 컴파일러에서 결정되고 문서화 되며, 고려되어야 

함 

MISRA_03_04 모든 #pragma 지시자는 기록되고 설명되어 있어야 함

MISRA_03_05 의존성이 있는 경우, 구현 시 정의된 동작과 비트 필드의 패킹은 문서화 되어야 함

MISRA_03_06 모든 라이브러리도 MISRA 표준을 준수하고 검증되어야 함

MISRA_04_01 ISO C 표준에 정의된 escape 문자만 사용해야 함

MISRA_04_02 삼중자(trigraph) 사용 금지

MISRA_05_01 식별자(외부연결과 내부연결)가 31자 안에서 구분 가능한지 검사

MISRA_05_02
외부 범위(extern scope) 의 식별자와 같은 이름의 식별자를 내부 범위(internal scope) 

에서 선언 금지

MISRA_05_03 typedef 이름은 유일한 식별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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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 C : 2012

룰셋 ID 설명

MISRA_05_04 태그 이름은 유일한 식별자이어야 함

MISRA_05_05 정적 변수와 정적 함수 이름은 시스템 내에서 유일해야 함

MISRA_05_06
서로 다른 이름 공간(name space)에서 같은 이름의 식별자를 정의해서는 안됨 (단, 구조체와 

유니온의 멤버 이름은 제외)

MISRA_05_07 식별자 이름의 재사용 금지

MISRA_06_01 문자 값의 사용 및 저장 이외의 용도로 plain char 타입 사용 금지

MISRA_06_02 숫자 값의 사용 및 저장 외의 용도로 signed, unsigned char 타입 사용 금지

MISRA_06_03 기본 타입 대신 typedef 로 재정의 되어 크기와 부호를 알 수 있는 타입을 사용해야 함

MISRA_06_04 비트 필드(bit-field)는 unsigned int 또는 signed int 타입으로 정의해야 함

MISRA_06_05 signed int 타입의 비트 필드의 비트 사이즈 제한

MISRA_07_01 0이 아닌 8진수 상수와 8진수 escape 문자열 사용 금지

MISRA_08_01 함수의 정의와 호출 전에 함수의 원형을 선언해야 함

MISRA_08_02 객체나 함수의 선언 또는 정의 시 타입을 명시해야 함

MISRA_08_03 함수의 선언과 정의에서 사용된 반환 타입과 형식인자의 타입이 동일해야 함 

MISRA_08_04 객체나 함수가 한번 이상 선언된다면, 타입은 모두 호환 가능해야 함

MISRA_08_05 헤더파일에 객체나 함수 정의 금지

MISRA_08_06 함수는 파일 범위(file scope)에 선언되어야 함

MISRA_08_07 하나의 함수에서만 접근하는 객체는 해당 함수의 블럭 범위(block scope)에 정의되어야 함

MISRA_08_08 외부 연결(external linkage)을 갖는 객체나 함수는 오직 하나의 파일에서만 선언되어야 함

MISRA_08_09
외부 연결(external linkage)를 포함하는 식별자는 정확히 하나의 외부 연결 정의를 가져야 

함

MISRA_08_10
하나의 파일에서 객체와 함수의 모든 선언과 정의가 외부 연결(external linkage)일 필요가 

없다면 내부 연결(internal linkage)를 가져야 함

MISRA_08_11 내부 연결(internal linkage)를 가지는 객체나 함수의 선언과 정의에서 static을 사용해야 함

MISRA_08_12
외부 연결(external linkage) 배열의 사이즈는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초기화를 통해 묵시적

으로 정의 되어야 함

MISRA_09_01 모든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값이 할당되어 있어야 함

MISRA_09_02
배열과 구조체를 0이 아닌 값으로 초기화 시 brace는 저장 공간의 구조와 일치하도록 사용되

어야 함

MISRA_09_03
Enumerator 리스트에서 모든 멤버가 명시적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면 "="은 첫 번째가 아닌 

멤버의 명시적 초기화에 사용되어서는 안 됨

MISRA_10_01 정수형 타입의 표현식의 값을 다른 근본 타입(underlying type)으로 묵시적 변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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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 C : 2012

룰셋 ID 설명

실수형 타입(floating type)의 표현식의 값을 다른 타입으로 묵시적 변환 금지

MISRA_10_MISRA_10_
0203

정수형 타입의 complex 표현식의 값은 표현식의 근본 타입(underlying type)보다 작고 
부호가 같은 타입으로만 cast를 허용함

MISRA_10_04
실수형 타입(floating type)의 complex 표현식의 값은 작거나 같은 실수형 타입으로만 
cast 되어야 함

MISRA_10_05
Bitwise 연산자인 ~와 <<가 unsigned char 또는 unsigned short 타입에 적용될 경우, 
그 결과는 즉시 피연산자의 근본 타입(underlying type)으로 cast되어야 함

MISRA_10_06 모든 unsigned 타입의 상수에는 U 접미사를 사용해야 함

MISRA_11_01 함수 포인터 타입과는 정수형 타입을 제외한 어떤 타입 간에도 변환이 일어나선 안 됨

MISRA_11_02
오브젝트의 포인터와는 정수형 타입, 다른 오브젝트의 포인터 또는 void 포인터를 제외
한 어떤 타입간에도 변환이 일어나선 안 됨

MISRA_11_03 포인터 타입과 정수형 타입간에 cast 금지

MISRA_11_04
특정 타입을 갖는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다른 오브젝트 포인터 타입으로 변환 
금지

MISRA_11_05 포인터로 다뤄지는 const나 volatile을 제거하는 casting 금지

MISRA_12_01 C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존하지 말고 연산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함

MISRA_12_02 표현식의 값들은 표준이 허용하는 어떠한 평가순서대로 평가해도 결과가 같아야 함

MISRA_12_03 Sizeof 연산자에 부작용(side-effect)을 포함하는 표현식 사용 금지

MISRA_12_04 논리 연산자 && 와 || 의 오른쪽 피연산자에 부작용(side-effect) 포함 금지

MISRA_12_05 && 과 || 의 피연산자가 primary-expression 이어야 함

MISRA_12_06 &&와 ||와 ! 연산자의 피연산자는 effectively boolean 이어야 함

MISRA_12_07 피연산자의 근본 타입(underlying type)이 signed라면 bitwise 연산자 적용 금지

MISRA_12_08
Shift 연산자의 오른쪽 피연산자는 왼쪽 피연산자의 근본 타입(underlying type)의 비트 
길이 보다 작아야 함

MISRA_12_09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는 unsigned 근본 타입(underlying type) 표현식에서 사용 금지

MISRA_12_10 Comma 연산자 사용 금지

MISRA_12_11 부호없는 정수 타입 상수 식의 평가가 wrap-around를 일으키면 안 됨

MISRA_12_12 부동 소수점 값의 bit 표현 사용 금지

MISRA_12_13 Increment(++), decrement(--) 연산자는 수식 내에서 다른 연산자와 혼용 금지

MISRA_13_01 Boolean 값을 가지는 표현식의 내부에 대입 연산자 사용 금지

MISRA_13_02
피연산자가 effectively boolean 타입이 아니라면 값이 0인지 검사는 명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MISRA_13_03 부동 소수점 표현식은 equality 또는 inequality 검사에 사용 금지

MISRA_13_04 for 문의 제어 표현식에 실수 타입의 객체 사용 금지

MISRA_13_05 For 문장(statement)의 초기화, 제어, 증감 표현식이 모두 loop 제어와 관련 있는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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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13_06 반복 횟수를 세기 위해 for문 내에 사용된 정수 변수는 loop 내에서 수정 금지

MISRA_13_07 값이 항상 같은 boolean operation 사용 금지

MISRA_14_01 도달 불가능한 코드 사용 금지

MISRA_14_02 부작용(side-effect)이 없고 제어흐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문장(statement) 사용 금지

MISRA_14_03
전처리 전에 사용되는 null 문장(statement)은 다른 문장와 혼용 금지. NULL 문장 뒤의 첫번

째 문자는 공백이어야 하고 그 뒤에 주석이 올 수 있음

MISRA_14_04 Goto 문장(statement) 사용 금지

MISRA_14_05 Continue 문장(statement) 사용 금지

MISRA_14_06 반복문에는 loop를 종료하기 위해 최대 하나의 break 문이 사용되어야 함

MISRA_14_07 하나의 함수는 함수의 끝에 하나의 exit point를 가져야 함

MISRA_14_08 switch, while, do while, for 문장(statement)의 body는 복합문이어야 함

MISRA_14_09 if 문(else if 또는 else 포함)의 body는 복합문이어야 함

MISRA_14_10 모든 if ... else if 문은 반드시 else 문으로 끝나야 함

MISRA_15_00 switch 문 안에 case, default 절이 아닌 문장(statement)은 존재하면 안 됨

MISRA_15_01 switch label(case, default)을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문장(statement)은 switch 문이어야 함

MISRA_15_02
문장(statement)이 있는 모든 case 또는 default 구문은 조건문이 없는 break문으로 끝나야 

함

MISRA_15_03 switch 문의 마지막 절이 default 절이어야 함

MISRA_15_04 switch 문의 조건식에는 effectively boolean 값이 들어가면 안 됨

MISRA_15_05 모든 switch 문은 하나 이상의 case 절을 가져야 함

MISRA_16_01 함수의 인자 수는 가변적으로 정의되서는 안 됨

MISRA_16_02 함수의 직/간접적인 재귀 호출 금지

MISRA_16_03 함수의 프로토타입(prototype) 선언 시 형식 인자는 모두 식별자가 주어져야 함

MISRA_16_04 함수의 선언에 사용된 식별자와 정의에 사용된 식별자가 서로 같아야 함

MISRA_16_05 함수에 형식 인자가 없는 경우 void 타입 형식 인자로 선언해야 함

MISRA_16_06 함수 호출 시 인자의 개수는 형식 인자의 수와 일치해야 함

MISRA_16_07
포인터 인자가 가리키는 오브젝트가 함수의 프로토타입(prototype)에서 변하지 않으면 base 

type 을 const로 선언해야 함

MISRA_16_08 Non-void return 타입 함수의 모든 출구는 하나의 명시적인 return 구문을 가져야 함

MISRA_16_09
함수 식별자는 주소 값(&가 붙은 형태)으로 사용하거나, 괄호화된 형식 인자 리스트(식별자 

뒤에 ()을 붙임)로 사용해야 함

MISRA_16_10 만약 함수가 에러 정보를 반환한다면, 반환된 에러 정보는 검사되어야 함

MISRA_17_01 포인터 연산은 배열이나 배열의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에만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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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17_02 포인터 뺄셈은 같은 배열의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함

MISRA_17_03
포인터 타입에 대한 >, >=, <, <= 연산은 같은 배열의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함

MISRA_17_04 포인터에 접근할 때는 배열 인덱싱 형태만을 사용해야 하며, 포인터 값 연산은 금지함

MISRA_17_05 2레벨을 넘어가는 포인터는 사용 금지

MISRA_17_06
자동 할당 공간을 사용하는 객체를 대상으로, 주소에 할당된 객체가 삭제 된 이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객체에는 할당 금지

MISRA_18_01 모든 구조체와 유니온 타입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타입인지 검사

MISRA_18_02 메모리 영역이 오버랩 되어있는 두 오브젝트 간의 복사 금지

MISRA_18_03 메모리 영역을 관련성 없게 재사용하면 안됨

MISRA_18_04 유니온 타입 사용 금지

MISRA_19_01 #include 앞에는 다른 preprocessor directive나 주석만 허용

MISRA_19_02 헤더파일의 이름에 standard character가 아닌 것은 포함될 수 없음

MISRA_19_03 #include 다음에 오는 형태는 " 파일명 " 나 <파일명> 이어야 함

MISRA_19_04
C 매크로는 괄호 초기화문, 상수, 괄호 문장, 타입 지정자, 저장 클래스 지정자, 
do-while-zero 구조에 대해서만 확장해야 함

MISRA_19_05 블럭 내에서 #define, #undef 사용금지

MISRA_19_06 #undef 사용 금지 

MISRA_19_07 함수 형태의 매크로 대신 함수를 사용해야 함

MISRA_19_08 함수 매크로 사용시에 모든 인자를 전달해야함

MISRA_19_09 함수 매크로 사용시 인자 부분에 Preprocessor directive가 들어가면 안 됨

MISRA_19_10
함수 매크로의 정의에서 각 형식 인자들은 괄호에 의해 감싸져야 함(단, #이나 ##의 피연
산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MISRA_19_11
모든 매크로 식별자는 사용되기 전에 defined 되었는지 검사(#ifdef, #ifndef, defined() 
는 제외)

MISRA_19_12 하나의 매크로 정의 시 최대 한 번의 # 또는 ## 전처리 연산자가 사용되어야 함

MISRA_19_13 # 또는 ## 과 같은 전처리 연산자 사용 금지

MISRA_19_14 Defined 전처리 연산자는 두 가지 표준 형태 중의 하나로 사용해야 함

MISRA_19_15
헤더 파일이 중복되어 include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되어있어야 함
(#ifndef, #endif)

MISRA_19_16 Preprocessor directive가 전처리기에 의해서 제거되도 구조는 여전히 의미있어야 함

MISRA_19_17 모든 #else, #elif, #endif는 이들과 관련있는 #if, #ifdef와 같은 파일 내에 위치해야 함

MISRA_20_01
표준 라이브러리에 예약된 식별자, 매크로 그리고 함수는 defined, redefined 또는 
undefined 할 수 없음

MISRA_20_02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매크로, 객체, 함수들의 이름 재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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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20_03 라이브러리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 값이 올바른지 검사해야 함

MISRA_20_04 동적 힙 메모리 할당 금지

MISRA_20_05 에러 지시자(error indicator) "errno" 사용 금지

MISRA_20_06 stddef.h 의 매크로 'offsetof' 사용 금지

MISRA_20_08 signal.h 의 신호 처리 기능 사용 금지

MISRA_20_09 입/출력 라이브러리인 stdio.h 는 제품 코드에서 사용 금지

MISRA_20_10 stdlib.h 의 함수 atof, atoi, atol 사용 금지

MISRA_20_11 라이브러리 stdlib.h 의 함수 abort, exit, system, getenv 사용 금지

MISRA_20_12 라이브러리 time.h 의 시간 조작 함수 사용 금지

MISRA_21_01

런타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함

 (1) 정적 분석 도구와 기법

 (2) 동적 분석 도구와 기법

 (3) 런타임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명확한 소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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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1508-3 코딩 규칙

IEC 61508 국제 표준은 전기, 전자 및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의 기능 안전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서 그 중에서도 Part 3인 IEC 61508-3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요구

조건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SIL 레벨에 따라 필요한 설계, 코딩 표준, 

분석 및 시험 기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모든 안전 관련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 관련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된다.

‣ IEC 61508-3 국제 표준 권고 코딩 규칙

IEC 61508-3 : 2010

세부규칙(Rule) 설명

Use of coding standard to 

reduce likelihood of errors

- 모듈화, 캡슐화, 상속, 다형성 등에 대한 코딩 협의

- 일부 구성(예:goto, equivalence, recursion 등)의 사용 제한 협의

- 코드 레이아웃 협의

No dynamic objects
- 불필요하거나 비식별 메모리 중첩 방지, 자원 병목현상 방지 위해 동적 변서 

또는 동적 오브젝트 사용 제한No dynamic variables

Online checking of the 

installation of dynamic 

variables

- 실행 중 동적 변수 및 오브젝트 할당이 기존 변수, 데이터 등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할당 전에 메모리 비어있는지 확인

Limited use of interrupts
- 실행 기능의 핵심 부분(예: time critical, critical to data change 등)에 인터럽

트 사용 제한

Limited use of pointers - 포인터의 범위와 형태를 체크한 경우에만 포인터 사용

Limited use of recursion - recursion을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 사용

No unstructured control flow in 

programs in higher level

languages

- 모듈화, 캡슐화, 상속, 다형성 등에 대한 코딩 협의

- 일부 구성(예:goto, equivalence, recursion 등)의 사용 제한 협의

- 코드 레이아웃 협의
No automatic type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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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1508-3 코딩 룰셋(예)

룰셋 ID 설명

IEC 61508_01 특정 함수의 특정 인자로 검증되지 않은 객체 사용금지 

IEC 61508_02 특정 함수의 특정 인자로 오는 상수 값의 범위 검사 

IEC 61508_03 함수 호출시 인자의 개수와 파라미터의 개수가 일치 하는지 검사 

IEC 61508_04 함수 매크로 사용시 파라미터와 인자의 개수가 일치 하는지 여부검사 

IEC 61508_05 변수의 타입 크기를 벗어나는 상수 할당금지 

IEC 61508_06 Boolean Type의 변수에는 Boolean 타입의 변수와 0, 1 이외의 값 사용금지 

IEC 61508_07 변수 사용 전 값 할당검사 

IEC 61508_08 division by zero를 방지하기 위한 제수 검증여부 검사 

IEC 61508_09 const나 volatile을 제거하는 명시적 변환금지 

IEC 61508_10 범위를 벗어난 값으로 shift 연산자를 사용 하였는지 검사 

IEC 61508_11 문자값의 사용 및 저장외의 용도로 plainchar 타입 사용금지 

IEC 61508_12 숫자값의 사용 및 저장 외의 용도로 signed, unsigned char 타입 사용금지 

IEC 61508_13 평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장 사용금지 (sequence point detection)

IEC 61508_14 함수 매크로의 파라미터가 괄호로 감싸졌는지 검사

IEC 61508_15
매크로 identifier는 사용되기 전에 defined 되었는지 검사 #ifdef, #ifndef, defined는 

제외 

IEC 61508_16 지역변수의 주소는 return문에 사용금지 

IEC 61508_17 지역변수의 주소가 자신의 scope을 넘어서는 변수에 할당금지 

IEC 61508_18
함수 prototype에서 포인터 타입의 parameter가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object를 수정

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면 포인터는 const로 선언되어야함 

IEC 61508_19 문장이 있는 모든 switch 절이 break문으로 끝나는지 검사

IEC 61508_20 switch문이 하나 이상의 case 문을 가졌는지 검사

IEC 61508_21 switch문의 마지막 절이 default절 이어야 한다

IEC 61508_22 비교 조건식의 연산 결과가 항상 같게 나오는 표현식 사용 금지

IEC 61508_23 조건문에서 bitwise 연산자 (&,|) 사용 금지

IEC 61508_24 else if 가 있다면 else가 반드시 있는 지 검사

IEC 61508_25 switch, while, do-while, for, if의 body가 복합문으로 되어있는지 검사

IEC 61508_26 non-void return type의 함수에서 명시적 return이 존재하는지 검사 

IEC 61508_27 직,간접적인 재귀호출 금지

IEC 61508_28 exit 함수 사용 금지

IEC 61508_29 동적 메모리 할당 금지

IEC 61508_30 동적 변수 또는 동적 객체 설치에 대한 온라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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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508_31 조건식으로 검사되지 않은 포인터 사용 금지

IEC 61508_32 함수복잡도(cyclomatic complexity number) 제한 

IEC 61508_33 goto 문장 사용 금지

IEC 61508_34 for문의 초기화, 제어, 증감 expression은 모두 loop 제어와 관련 있는지 검사

IEC 61508_35 함수의 최대 nesting depth 제한

IEC 61508_36 헤더파일에 전역변수 정의 금지

IEC 61508_37 헤더파일에 함수정의 금지

IEC 61508_38 함수의 코드 라인 수(LOC) 제한

IEC 61508_39 함수가 하나의 exit point를 가졌는지 검사

IEC 61508_40 함수의 파라미터는 함수와 연관된 것만 선언되었는지 검사

IEC 61508_41 longjmp 함수, setjmp 매크로 사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