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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안전’이란 자연적 혹은 인위적 위험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이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위험요인(Software Hazard)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

(IEEE 1228:1994)한다. 최근 들어 시스템 안전에 소프트웨어 역할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의 정의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내포된 위험요인(Software Hazard) 뿐 아니라 

시스템 위험요인(System Hazard)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또는 능력)로 그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기능 오동작, 성능 등의 문제는 단`순한 기능 수행 불가, 

처리 지연, 사용자 불편의 문제에 그치나,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기능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위험을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명, 인체,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야기하거나 간접적인 위해 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은 기능을 구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수준의 

관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원자력, 자동차 등 일부 도메인의 극히 일부 시스템에 한해서

만 안전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 진단 또한 물리적 설비나 

장비 점검, 보안 취약성 점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방법의 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 ․ 기업 등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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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구성� 및� 범위1

본 가이드는 안전에 밀접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시,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로서 진단이 필요한 진단영역과 구체적인 

진단 절차, 방법, 기법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는 시범적용 단계, 운영단계 등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의 시스템에 대한 진단 방법을 제시하며 개발 단계의 안전 진단 방법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등 개발 단계의 안전 활동에 대한 가이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안전성 공통 개발가이드’나 시스템 안전 표준인 IEC 615081) 등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위한 발주관리나, 산출물 형상관리, 보안 

취약성 점검 또한 본 가이드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이프사이클�측면에서�소프트웨어�안전� 진단� 범위┃

1)� IEC�61508�:�Functional�Safety�of�Electrical/Electronic/Programmable�Electronic�Safety-related�systems�(전기,�전자,�프로그램�가능한�

전자�안전� 관련� 시스템의� 기능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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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구성�및�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I 개� 요
◦소프트웨어�안전� 진단�개념,� 목적,� 소개

◦가이드� 구성,�진단절차�구조� 및� 개념도

II 소프트웨어�안전�

국내외�현황
◦국내외� 소프트웨어�안전�사고사례,� 제도화�현황� 등� 소개

III 소프트웨어�안전�진단�프

레임워크에�대한�이해�
◦진단�대상� 및� 범위,� 진단� 수행팀�구성,�진단�절차� 등� 진단�프레임워크�소개

IV 소프트웨어�안전�진단�추

진� 가이드
◦소프트웨어�안전� 진단�추진�절차� 및� 단계별�주요� 활동

V 안전기능�충분성�진단�� �가

이드

◦안전기능�충분성� 진단�개념�및�범위

◦안전기능�충분성� 진단�절차�및�각�단계별�활동

VI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품질� 안전성�진단� 개념�및�범위�

◦기능동작�정확성� 진단�절차�및�단계별�활동

◦소스코드�안전성� 진단�절차�및�단계별�활동

VII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가이드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 진단�개념�및�범위�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 진단�절치�및�단계별�활동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 진단�항목

VIII� 맺음말 ◦가이드� 결언,�기대효과

참고문헌 ◦가이드� 개발에�참고한�문헌,� 자료�목록

첨� � � 부 ◦시스템�위험�분석�기법,�테스트케이스�설계�기법,�소스코드�정적분석�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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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주요� 내용� 및� 결과2

2.1� 소프트웨어�안전�진단�영역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요인들은 비단 소프트웨어 기능의 

신뢰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지침, 안전 사고 사례 등에 기반하여 볼 

때, 안전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오동작 뿐 아니라 시스템 성능 저하, 장애로 

인한 시스템 다운,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기능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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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항공우주국(NASA)의 ‘Software Safety Standard’, IEC 61508 등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표준, 

지침 등을 분석한 결과와 제3자 시험 ․ 평가 전문 기관인 TTA가 국민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영역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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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각 이해관계자들 간 역할과 업무범위를 정의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안전�진단�추진체계┃

진단기획 ․추진자 및 사업지원 담당은 실제 진단 수행에 앞서 진단 방향성과 추진방안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진단총괄, 진단수행팀 등은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원활한 진단 수행을 위해 사업지원부서, 기술지원담당, 시스템 

사용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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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해관계자�및�주요�역할┃

2.3� 소프트웨어�안전�진단�절차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절차는 크게 진단 기획 ․ 추진, 진단 실시 및 최종 종료 단계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안전 진단을 위한 세부 영역인 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에서의 진단 수행 세부절차나 진단 항목 등이 상이하므로, 각 영역별로 진단 절차, 방법 및 

항목 등을 별도로 구성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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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안전�진단�영역에�따른�진단�실시�절차┃

○소프트웨어�안전�진단�기획 ․추진�단계별�활동
단계 세부단계 주요�활동�내용 비고

Ⅰ.�기획 ․ 추진

A.� 진단�필요성� 검토
◦안전�목표,�시스템�운영�이슈�등을�바탕으로�진단�

필요성�검토
60p

B.�진단�대상�시스템�및�진단�

영역�선정
◦대상� 시스템�조사,�선정�및�진단� 영역�선정 60p

C.� 수행방식� 선정 ◦수행�방식(자체�진단�또는�외부�진단�의뢰)�선정 63p

D.� 추진보고� 및� 승인 ◦진단� 추진(안)� 작성,� 보고� 및� 승인 64p

E.�수행방식에�따른�진단�추

진

◦수행방식(자체�진단�또는�진단�외부�의뢰)에�따른�

추진�및�진단� 총괄�담당자� 선정
6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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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능�충분성�진단�단계별�활동� �

단계 세부단계 주요�활동�내용 비고

Ⅱ.�진단실시

A.� 진단�실시�준비

◦진단�실시�준비,�수행�계획,�진단�수행�및�실시�종료�

등� 진단�영역별� 진단�실무�수행
66p

B.� 진단�수행�계획

C.� 진단�수행

D.� 진단�실시�종료

Ⅲ.�최종종료
A.� 조치�방안�수립 ◦진단� 결과�확인�및�조치방안�수립 67p

B.� 진단�최종�종료 ◦진단� 최종�종료 67p

단계 세부단계 주요�활동�내용 비고

(PRE)� 준비단계

A.�진단�목적�및�범위�정의
◦안전기능�충분성�진단�목적�정의,�안전�관련�표준,�

지침�등�준수�여부�확인�및�진단�범위(상위수준)�협의
75p

B.�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

진단� 수행팀�구성

◦진단�이해관계자�식별,�진단�지원�인력�협조�요청�

및� 진단�수행팀� 구성
77p

C.�사전�준비사항�협의�및�준

비

◦진단�사전�준비사항�협의�및�진단�환경,�산출물�등�

사전�준비
81p

(PLN)� 계획단계

A.� 시스템�예비분석
◦시스템�현황분석,�시스템�형상변경�내역�식별�및�

진단범위(상세수준)�조정 ․ 협의
84p

B.� 진단�계획�수립
◦진단�전략�및�방법�수립,�진단�참여인력�구성�등�

진단�계획�수립
89p

C.� 진단�계획�보고 ◦진단�이해관계자간�진단�계획�보고�회의�및�협의 93p

(EXE)� 수행단계

A.� 시스템�분석
◦시스템�구조,�데이터�흐름�등�상세�분석�및�시스템�

장애,�안전사고�현황� 파악
96p

B.� 시스템�위험분석
◦안전� 중요�기능,� 위험사건� 식별�및�위험원� 식별

◦시스템�위험원� 요인�분석�및�시스템�위험�평가
101p

C.� 안전기능� 도출
◦안전기능�요구사항�도출,�안전기능�현황�파악�및�

최종�안전�기능� 정리
119p

(END)� 종료단계

A.�진단�결과�분석�및�검토 ◦진단� 결과�정리�및�검토 128p

B.�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

완료
◦결과� 보고�회의�및�진단� 결과�최종보고서�완료 1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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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품질�안전성� -� 기능�동작�정확성�진단�단계별�활동
단계 세부단계 주요�활동�내용 비고

(PRE)� 준비단계

A.� 진단목적�및�범위�정의

◦기능동작�정확성�진단�목적�정의,�안전관련�표준,� �

지침� 등� 준수여부� 확인�

◦진단� 환경�확인�및�범위(상위주순)�협의

140p

B.�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

진단� 수행팀�구성

◦진단�이해관계자�식별,�진단�지원�인력�협조�요청� �

� � 및� 진단�수행팀� 구성
144p

C.�사전�준비사항�협의�및�준

비

◦진단� 사전� 준비사항� 협의� 및� 진단� 환경,� 산출물� �

� � 등� 사전�준비
147p

(PLN)� 계획단계

A.� 시스템�예비분석
◦시스템�현황분석,�시스템�형상변경�내역�식별�및�

진단범위(상세수준)�조정 ․ 협의
150p

B.� 진단�계획�수립
◦진단�전략�및�방법�수립,�진단�참여인력�구성�등�

진단� 계획�수립
152p

C.� 진단�계획�보고 ◦진단�이해관계자간�진단�계획�보고�회의�및�협의 160p

(EXE)� 수행단계

A.� 시스템�분석

◦시스템�상세분석�및�안전�관련기능�식별

◦위험�시나리오�도출�및�안전관련�기능�식별�결과�

검토

163p

B.� 테스트�설계

◦테스트케이스�및�테스트� 시나리오� 설계

◦테스트케이스�별�테스트�지원가능�여부�및�제약사항�

검토,�테스트� 수행�범위�확정

167p

C.� 테스트�수행 ◦테스트�환경�점검,�테스트� 수행�및�결과�확인 175p

(END)� 종료단계

A.�진단�결과�분석�및�검토 ◦진단� 결과�정리�및�검토 179p

B.�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

완료
◦결과� 보고�회의�및�진단� 결과�최종보고서�완료 181p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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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품질�안전성� -� 소스코드�품질�진단�단계별�활동
단계 세부단계 주요�활동�내용 비고

(PRE)�준비�단계

A.�진단�목적�및�범위�정의

◦소스코드�품질�진단�목적�정의�및�소스코드�기본�

정보�확인

◦소스코드�진단�여부�확정�및�진단�범위(상위수준)�

협의

187p

B.�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

진단� 수행팀�구성

◦진단�이해관계자�식별,�진단�지원�인력�협조�요청�

및� 진단�수행팀� 구성
196p

C.�진단환경,�산출물�등�사전

준비

◦진단�사전�준비사항�협의�및�진단�환경,�산출물�등�

사전� 준비
199p

(PLN)�계획�단계

A.� 시스템�분석
◦시스템�현황분석,�시스템�형상변경�내역�식별�및�진단

범위(상세수준)�조정 ․ 협의
201p

B.� 진단�계획�수립
◦진단�전략�및�방법�수립,�진단�참여인력�구성�등�진단�

계획� 수립
202p

C.� 진단�계획�보고 ◦진단�이해관계자간�진단�계획�보고�회의�및�협의 205p

(EXE)�수행�단계

A.� 소스코드� 진단�수행
◦진단환경�구성�및�도구�구동�확인�및�소스코드�정적� �

분석�수행
208p

B.�소스코드�진단�결과�확인�

및�정리
◦결함� 검출�결과�확인� 및� 정리 210p

(END)�종료�단계

A.� 진단�결과�검토 ◦진단� 결과�정리�및�검토 213p

B.�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

완료
◦결과� 보고�회의�및�진단� 결과�최종보고서�완료 215p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단계별�활동
단계 세부단계 주요�활동�내용 비고

(PRE)� 준비단계

A.�진단�목적�및�범위�정의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목적�정의,�기반소프트�

웨어�기본�정보�확인�및�진단�범위(상위수준)�협의
225p

B.�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

진단� 수행팀�구성

◦진단�이해관계자�식별,�진단�지원�인력�협조�요청�

및�진단� 수행팀�구성
229p

C.�사전�준비사항�협의�및�준

비
◦진단� 사전�준비사항�협의�및�사전� 준비 232p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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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항목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OS/Appl. DBMS WEB/WAS EAI

장애감지

/예방

성능� 및

모니터링

자원�모니터링 ◯ ◯ ◯ ◯
프로세스� ◯

장애로그� 현황 ◯ ◯ ◯ ◯
응답시간 ◯ ◯ ◯ ◯
세션상태 ◯ ◯

자동실행 WatchDog� ◯

설정상태

파라미터 ◯ ◯ ◯ ◯
버전/패치상태 ◯ ◯ ◯ ◯

구성/데이터�흐름 ◯ ◯ ◯ ◯
다중화 다중화

다중화�설정 ◯ ◯ ◯ ◯
다중화�운영� 상태 ◯ ◯ ◯ ◯

백업/

복구

백업

백업�설정 ◯ ◯ ◯ ◯
데이터�백업 ◯ ◯ ◯

설정파일� 백업 ◯ ◯ ◯ ◯
복구

데이터�복구 ◯ ◯ ◯ ◯
시스템�복구� 절차 ◯

단계 세부단계 주요�활동�내용 비고

(PLN)� 계획단계

A.� 시스템�예비분석 ◦시스템�현황�분석�및�진단범위(상세수준)�조정 ․협의 236p

B.� 진단�계획�수립
◦진단�전략�및�일정�수립,�진단�참여인력�구성�확정�

등�진단� 계획�수립
238p

C.� 진단�계획�보고 ◦진단�이해관계자간�진단�계획�보고�회의�및�협의 242p

(EXE)� 수행단계

A.� 시스템�상세� 분석
◦시스템�구조,�실�운영�시스템�접속�확인�등�시스템�

상세�분석
244p

B.� 진단방법�수립�및�검토 ◦진단�세부항목,�시나리오�협의�및�진단�방법�수립 245p

C.�기반소프트웨어�진단�수

행

◦진단�환경�구성,�진단�항목�및�시나리오에�따른�진단�

수행과�결과�분석
248p

(END)� 종료단계

A.�진단�결과�분석�및�검토 ◦진단� 결과�정리�및�검토 252p

B.�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

완료
◦결과� 보고�회의�및�진단� 결과�최종보고서�완료 2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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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및� 목적1

1.1� 배�경

우리 생활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활 편의는 

물론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에서도 

국민의 생활편의, 정보제공, 그리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공서에 

가지 않더라도 민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기차역에 가서 줄을 서지 

않더라도 기차표를 살 수 있다. 국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지하철 운행 현황을 원격에서 종합 관제한다.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역할 및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기간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간시스템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간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잘못 

설계되었거나 정확히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 미친다. 특히 원자력, 항공, 철도, 수자원, 

에너지, 재난구조, 보건의료 등 국민 생명이나 신체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면 이는 국민의 안전과 바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가변차로 신호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오동작하여 양방향 신호가 모두 녹색으로 표시되면 이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면 

이는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충분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에 따르면 ‘안전’이란 “자연적 혹은 인위적 위험요인이 없거나 

이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국토교통부의 국가항공안전프

로그램에서는 ‘안전’을 “지속적인 위해요인(hazard)의 발굴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하여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risk)이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1)”로 

정의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은 기본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1)�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78호�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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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Software Hazard)이 없거나, 소프트웨어가 해당 위험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2)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안전(System Safety)에 미치는 역할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의 정의는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위험요인 뿐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 위험요인(System Hazard)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또는 

능력)로 그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위험요인에 직접 연관되어 있거나 위험요인을 제어하는 데 활용 또는 위험이 발생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부적절한 대처는 위험할(hazardous) 

수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안전’을 논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기존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를 사람이 직접 제어하던 것을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거나 적시 대응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직접 제어하므로 소프트웨

어 안전 관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다. 또한, 시설 운영자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반 정보를 소프트웨어가 제공한다면 해당 소프트웨어 역시 시설을 직접 제어하지는 않지만 

위험요인을 제어하는 데 활용되므로 역시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의 대상이 된다.

소프트웨어 안전을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나 위험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도요타 급발진 

사망사고(2009), 영국 항공관제시스템 오류로 인한 항공기 운항 사고(2014년), 美 7개 주의 응급처리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응급신고처리 마비(2014년), 임진강 경보제어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인명사고(2009),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 열차 추돌 사고(2014년) 등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기능 오동작, 성능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기능 수행 

불가, 처리 지연, 사용자 불편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반면,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기능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위험을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명, 인체,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야기하거나 간접적인 위해 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은 기능을 구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수준의 관리를 

요구한다.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의 개발 과정에서는 단순히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정확히 구현되었는지 

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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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안전관리�절차�및�활동에�대한�계획�요구사항을�제시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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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이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안점을 둔 안전 

측면의 관리를 요구한다. 즉,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은 개발 초기부터 일반적인 요구사항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상황을 식별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요구사항을 함께 반영하여 개발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의 검증 요구수준 또한 높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일반적인 시스템과 달리 안전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에 주안점을 둔 안전 진단 ․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 당시 

안전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운영 과정에서 환경 변경이나 기능 확장

․ 개선 등의 이유로 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원자력, 자동차 등 일부 도메인의 아주 일부 시스템에 한해서만 

안전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에 밀접한 시스템에서 실시되고 있는 

점검 또한 물리적 설비나 장비 점검, 보안 취약성 점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시스템의 점검 방식과는 다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방법 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1.2� 목�적

시스템 안전 보장을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하나,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진단 방법에 대한 정립 부족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본 가이드는 국민 안전 보장 및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서로서, 관련 시스템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시스템 위험 및 중대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진단 영역을 세분화하고 소프트웨어 

위험요인을 진단 및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양식과 예제를 제공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자 하였으며, 진단 시 주의해야 할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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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하여 안전 진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가이드가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기본 개념과 체계를 이해하고, 실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기획, 추진 및 수행하는데 유용한 실무 지침서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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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개요� 및� 특징2

2.1� 가이드�개요

본 가이드는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 진단영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진단 절차, 방법, 기법 등을 제시한다.

┃그림� I-2-1┃ 소프트웨어�안전�진단�가이드�개요

교통, 재난관리, 식용수, 환경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되거나 국민 안전 증진에 관계된 시스템으로, 

시스템 장애 또는 오작동 시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야기할 수 있어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해 본 가이드를 적용하여 안전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본 가이드는 시범적용 단계, 운영 단계 등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의 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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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방법을 제시하며 개발 단계의 안전 진단 방법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등 개발 단계의 안전 활동에 대한 가이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안전성 

공통 개발가이드’나 시스템 안전 표준인 IEC 615083) 등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또한 시스템 개발

․ 운영 산출물의 형상관리, 보안 취약성 점검, 하드웨어 신뢰성에 관한 부분도 가이드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 I-2-2┃ 라이프사이클�측면에서�소프트웨어�안전�진단�범위

국가기관 등에서 본 가이드를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추진 시,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추진하되, 진단 대상 시스템 특성이나 기관의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진단 기관이나 대상 시스템 특성, 진단 목적 등에 따라서 진단 절차, 세부 

절차, 진단 항목 등이 달라지므로, 추진하고자 하는 진단 대상 시스템 유형, 특성, 진단 여건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진단 가이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IEC� 61508� :� 1998�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Electronic/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전자�안전�관련�시스템의�기능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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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이드�특징

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는� IEC� 61508,� 美 NASA의�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 등� 안전� 표준� 및�

지침과� TTA의� 안전�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진단� 추진� 체계,� 절차� 및� 진단영역을� 정립하고�

진단영역별로� 가이드를� 구성하여� 참조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이드의� 이해와� 적용이� 용이하도록�

산출물,�예시� 등을�제시하였으며,�실제�진단� 과정에서� 부딪힐�수�있는� 이슈,�고려사항�등도� 함께�제시하였다.

2.2.1� 진단�방법의�정립

특정 시스템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된 진단 절차 및 

업무를 체계화하여 정립하였다. 국제적인 산업안전표준인 IEC 61508, 美 항공우주국(NASA), 원자력 

등 분야의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및 지침 분석 결과와 TTA가 수행해 온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및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 내용 및 방법을 정의하였다.

진단 추진 준비 단계부터 진단 이행 및 정리 단계까지 진단 전 단계를 정립하고 각 단계별 세부 

절차와 수행방법, 수행자간 협조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2.2� 진단�수행방식에�따른�가이드�활용�용이성�고려

진단이 수행되는 방식(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수행)에 따라 가이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TTA가 안전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 유지보수 하는 방식, 기관 담당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 

등이 기관별이나 팀 또는 개인별로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개발 방식의 경우 

많은 기관들이 외부 기업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때때로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지식을 갖춘 개발자를 보유하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 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최초 

개발은 외부 기업에서 수행하되 이후 소프트웨어 수정 및 유지보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역시 소프트웨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확보 유무,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역량 정도 등에 따라 기관 내부 인력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기업(또는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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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이 추진 계획부터 진단 수행까지 전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방식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특성상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 모두를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2.2.3� 안전�진단�절차,� 방법,� 항목의�구체성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 

영역을 정립하고 각 진단 영역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진단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였다. 계획, 사전 

준비, 수행, 결과 정리 등 단계별로 세부 업무를 기술하고 각 업무별 태스크, 입력물, 산출물 등을 

예시나 산출물 양식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다.

2.2.4� 안전�진단�가이드의�실효성�제고

안전 진단 가이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많은 부분 반영하였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이 안전 진단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개발한 진단 방법을 시스템 

진단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의 진단 방법을 모색하는 등 실무적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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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구성3

3.1� 가이드�구성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Ⅰ장과 Ⅱ장에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개념, 

소프트웨어 안전 국내외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전체적인 진단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한다. 

Ⅳ장은 진단 추진부터 종료까지 총괄적인 절차를 설명하며, Ⅴ장, Ⅵ장 및 Ⅶ장은 진단 영역별 

세부 진단 수행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의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 장의 주요 

수행자 정보를 비고란에 함께 기재하였다.

○표� I-3-1.� 가이드�구성�및�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I 개� 요
◦소프트웨어�안전�진단� 개념,�목적,� 소개

◦가이드�구성,�진단절차�구조�및�개념도
-

II
소프트웨어�안전�

국내외�현황
◦국내외�소프트웨어�안전�사고사례,�제도화�현황�등�소개 -

III
소프트웨어�안전�진단�

프레임워크에�대한�

이해�

◦진단�대상�및�범위,�진단�수행팀�구성,�진단�절차�등�진단�

프레임워크� 소개
-

IV 소프트웨어�안전�진단�

추진�가이드
◦소프트웨어�안전�진단�추진�절차�및�단계별�주요�활동

진단�

기획/추진자

V 안전기능�충분성�진단�

가이드

◦안전기능� 충분성�진단� 개념�및�범위

◦안전기능� 충분성�진단� 절차�및�각�단계별� 활동

진단수행자

(안전기능� 충분성�진단)

VI 소프트웨어�품질�

안전성�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품질�안전성�진단�개념� 및� 범위�

◦기능동작� 정확성�진단� 절차�및�단계별� 활동

◦소스코드� 안전성�진단� 절차�및�단계별� 활동

진단수행자

(품질�안전성�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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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진단�절차�구조

본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 세부단계, 각 세부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태스크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I-3-1┃ 소프트웨어�안전�진단�절차�구조

구성 주요�내용 비고

VII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진단� 가이드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진단� 개념�및�범위�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진단� 절차�및�단계별� 활동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진단� 항목

진단수행자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

진단)

VIII� 맺음말 ◦가이드�결언,�기대효과 -

참고문헌 ◦가이드�개발에�참고한� 문헌,�자료� 목록 -

첨� � � 부
◦시스템�위험�분석�기법,�테스트케이스�설계�기법,�소스코드�

정적분석� 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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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은 크게 준비, 계획, 수행, 종료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로 세부 단계를 

정의하고, 각 세부단계 주요 활동내용과 필요한 입력물 및 산출물을 정의하였다. 또한, 각 세부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활동을 태스크로 정의하고 각 태스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무 수행 주체와 

이해관계자 간 역할과 책임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각 태스크 수행에 있어 필요한 템플릿을 

포함하였으며, 진단 시 발생 가능한 제약사항이나 고려사항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13

용어�정의4

∙ 안전(Safety)

  : 자연적�혹은� 인위적�위험요인이� 없거나,� 이러한�위험� 요인에�대한� 충분한�대비가�되어�있는� 상태

인명� 피해나� 시스템,� 장비,� 재산� 등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 및� 관리하여� 위험이�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유지되는� 상태

∙ 소프트웨어�안전(Software� Safety)

  : 사고를�유발할�수�있는�소프트웨어�위험요인(Software� hazard)들로부터�소프트웨어가�자유로운�상태(IEEE�

1228:1994)�및�소프트웨어�운영�과정에서�사고가�유발될�수�있는�위험요인(Hazard)을�식별하고�해당�위험요인에�

대한�대비(위험요인� 감지,�회피,� 완화,� 피해�복구�등)가�되어� 있는�상태

∙ 사고(Accident)�

  : 인명피해나�장치 ․ 시스템�등의�손상,�환경오염,�사회적�혼란,�중요�임무(mission)�실패�등을�야기하는�예기치�

않은�사건

∙ 위험사건(Hazard� Event)�

  : 사고를�초래하는�직접적�요인으로�작용하는�사건

∙ 위험원�또는�위험요인(Hazard)�

  : 사고를�유발할�수�있는�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상태

∙ 소프트웨어�위험원�또는�소프트웨어�위험요인(Software� Hazard)�

  : 사고를�유발할�수�있는�소프트웨어� 상태(software� condition)

∙ 안전�중요�소프트웨어(Safety-Critical� Software)�

  : 의도되지�않은�부적절한�동작,�동작�실패,�잘못된�순서에�따른�응답�등으로�인해�사고를�유발할�수�있는�소프트웨어,�

또는�사고�피해를�완화시키거나� 복구시키는�소프트웨어� (IEEE� 1228:1994)

∙ 위험도(Risk)�

  : 위험원(Hazard)으로�인한� 잠재적�영향.�즉,� 위험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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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평가(Risk� Assessment)�
� � :�사고로�인해�초래될�수�있는�피해정도를�위험사건�발생�확률과�결과의�심각도에�근거해�평가하는�것

∙ 발생확률(Probability)
� � :�특정기간�동안� 위험사건이�발생�할�수�있는� 가능성

∙ 결과�심각도(Severity)
� � :�사고나�위험사건이�발생하여�나타나는�결과적�인명,� 재산,� 환경상의�손실� 정도

∙ 위험분석(Hazard� Analysis)�
� � :�사고와�관계된� 위험원을� 도출하고� 그� 원인과�결과를�분석하여�위험도를�평가하는�일련의� 활동

�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 :�위험(Risk)을� 수용가능한�정도로� 최소화하거나�제거하기�위해� 적절한�조치를�취하는� 것

∙ 안전�기능
� � :�위험을�사전에� 감지,�예방하거나,�안전하게�조치(제거,�회피,� 경감,� 복구� 등)하는�기능

∙ 종합�안전�대책�기술서(Safety� Case)
� � :�제품이�명시된�안전�요구사항을�충족하고�있으며,�시스템�관련�위험이�허용�수준�이하로�감소되었음을�입증하는�

문서�집합

∙ 위험원�로그(Hazard� Log)
� � :�잠재�사고,�위험사건,�발생�요인,�위험도�정보�및�이에�대한�조치사항,�결정사항�등을�상세하게�기록해놓은�

문서

∙ 저감대책(Mitigating� Measures)
� � :�위험도를�적정�수준으로�낮추기�위해�위험요인�사전제거,�발생억제�또는�사고에�따른�피해�최소화�등을�위한�

피해� 경감�대책

∙ 안전�무결�등급(SIL,� Safety� Integrity� Level)
� � :�지정된�운영환경�및�시간�동안�안전�관련�기능이�성공적으로�수행됨을�보장하기�위한�요구사항을�등급화�

하여� 정의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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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안전�개념

2.� 소프트웨어와�안전과의�관계

3.� 소프트웨어�안전�주요�사고�사례

4.� 소프트웨어�안전�관리�현황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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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안전� 개념1

‘소프트웨어 안전’이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소프트웨

어 위험요인을 식별 및 관리하여 그 위험 정도(Risk)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안’, ‘품질’ 간의 개념을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안’은 불법적이거나 악의적인 외부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하는 반면, ‘안전’은 내부 위험요인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보안과 그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안전을 ‘보안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는 추세이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아래 표 II-1-1과 같이 보호 대상 및 위험요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품질’은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정확히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안전’은 

시스템이 위험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안전과 품질은 상호 교집합 관계에 

있어 안전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품질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표� II-1-1.� 안전,� 보안,� 품질�개념�간�비교
안�전 보�안 품�질

보호대상

(관점)

사람�신체,�생명,� 재산�피해

환경�등

시스템� 제어권� 상실/손실,� 정보� �

유출

기능�수행불가,�사용자�불편,��성능�

지연

위험발생

원인

안전�요구사항�누락�및�설계�오류,�

잘못된�구현,�부족한�검증�등�시스

템으로� 인한�위험

접근제어�오류,�취약성�내포�등으

로�인한�외부의�악의적�침입으로부

터의�위험

구현� 오류,� 부족한� 검증� 등으로� �

인한�위험

대상

시스템

오동작�시�안전사고로�연결되는� �

시스템

예)

-� 항공관제시스템

외부�침입으로�보호되어야�하는� �

시스템�또는�외부�침입으로부터� �

내부�시스템을�보호하기�위한�보안�

소프트웨어

예)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모든�형태의� 소프트웨어�

예)

-� 사무용�문서편집�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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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주안점을 둔 진단은 기존의 보안 진단과 품질 진단과는 차이점이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은 사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한다. 가령, 

사고예방 및 장애대처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 오동작 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정상동작 하는지,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등 위험상황 예방 및 대처 능력을 중점적으로 진단한다.

안�전 보�안 품�질

-� 열차제어시스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지진감지시스템

-� 침입방지시스템(IPS)

-� DDoS� 대응장비

-� 보안USB

-�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 데이터백업�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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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안전과의�관계2

시스템은 크게 안전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Not Safety Significant System)과 안전에 밀접한 시스템

(Safety-Significant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은 오동작, 설계 미흡 등의 

문제가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안전에 밀접한 시스템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안전 중요 시스템(Safety-Critical System)과 안전 관련 시스템(Safety-Related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다4). 

┃그림� II-2-1┃ Safety-Significant� 시스템�분류

안전 중요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미동작이나 오동작, 설계 누락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 경감, 복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5)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항공기를 관제하는 시스템, 원자로 안전 계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안전 관련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오동작이나 설계 누락 등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즉각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2차 또는 3차 단계를 거쳐 

4)�美 국방부(DoD),�항공우주국(NASA),�연방항공청(FAA)�등에서�공동�집필한�‘Joint�Software�System�Safety�Engineering�Handbook,�2010’을�

바탕으로�개념�재정의

5)�때때로�안전�중요�시스템의�범위를�환경에�위해를�가하거나�재산에�피해를�입히는�시스템을�포함하기도�하나,�여기서는�통상적으로�그보다�큰�

가치를�지니며�되돌리는�것이�불가능하다고�생각할�수�있는�사람의�생명과�신체로�그�범위를�한정하여�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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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안전과 관련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기질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시스템, 항공기 

테러 방지를 위한 수하물 일치 시스템6)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美 항공우주국(NASA)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 지침 등을 발간하였으며, 여기에서도 Safety Critical 소프트웨어를 

<표 II-2-1>과 같이 정의 및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달리 Safety Critical한 기능을 

직접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또는 위험상황을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험원(hazard)을 제어하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Safety Critical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II-2-1.� Safety� Critical� 소프트웨어�
∙ 위험하거나� Safety� critical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제어하는�소프트웨어

∙ 위험원�관리를� 위해� Safety� critical한�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모니터링하는�소프트웨어

∙ 안전과�관련된� 결정(decision)에�필요한�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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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제어를� 수행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동작을�검증하는�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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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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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美 원자력 위원회(NRC)에서도 일찌감치 소프트웨어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위험분석 보고서인 NUREG/CR-64307)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6)�1985년�에어인디아�182편�사고(탑승자�329명�전원�사망)와�1988년�팬암�103편�사고(탑승자�259명�전원�및�항공기�추락�지상마을�11명�사망)�

등�항공기�폭탄테러�사고�발생�후,�항공업계에서는�승객과�수하물이�일치해야�비행기가�출발할�수�있으며�탑승하지�않은�승객의�수하물이�비행기에�

있을�시�비행기를�출발하지�못하게�하는�규칙을�만들었으며,�이를�확인하기�위해�수하물과�탑승객�일치�여부를�확인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

운영하고�있음

7)� NUREG/CR-6430� Software� Safety� Hazard� Analysis



20

○표� II-2-2.� 소프트웨어가�위험원에�미치는�영향
Impact� of�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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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소프트웨어가 위험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기능 동작 

실패나 부정확한 동작, 사고 방지, 복구 등의 소프트웨어 기능 실패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안전 사고 예방, 사후조치적 측면에서 볼 때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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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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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용성), 간헐적으로 

기능이 실패하는 경우(신뢰성) 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속성에 입각하여 다양한 예외적 소프트웨어동

작 상황을 가정하고, 해당 상황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기능 요구사항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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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이 단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위험원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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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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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

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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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시스

템 오동작 및 위험에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표 II-2-4>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표 II-2-4>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능 동작 오류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지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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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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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 예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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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의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북인 ‘Software Safety Guidebook(NASA-GB-8719.13)’의 

경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소프트웨어를 설계 시 안전기능의 정의뿐만 아니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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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에서도 안전기능이 실행 시간, 메모리 사용량, I/O 데이터 전송 속도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 동작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가령, 안전기능은 어느 상황에서도 동작할 

수 있어야 하나, 오류 메시지의 과다 발생으로 인한 I/O채널 과부하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동작이 지연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분 내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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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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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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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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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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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되거

나� Overwritten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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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태스킹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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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여야�한다.�데이터를�저장할�수�없거나�다운링크(downlink)되지�않은�이전�

데이터를� 덮어�쓰는�등의� 문제가�안전� 문제를�야기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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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1508은 대표적인 안전 표준으로서 시스템 정의, 개발, 운영, 폐기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全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위험원을 식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명시하고 있다. IEC 61508 

표준에서도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 및 설계하고 위험정도에 따라 엄격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

┃그림� II-2-2┃ IEC� 61508� � 소프트웨어�안전관리�라이프사이클(구현단계)

해외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지침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중요한 기여 요인이 됨은 명백하다 하겠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안전은 기능 오동작 뿐 아니라 성능 저하,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안전 기능의 부재, 소스코드 오류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또는 하드웨어적 안전 진단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의 안전 진단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기능 동작 여부 뿐 아니라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 기능 반영 여부, 

성능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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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소프트웨어�안전�관련�국제�표준
산업공통안전표준,� IEC� 61508

IEC�61508(Functional�Safety�of�Electrical/Electronic/Programmable�Electronic�Safety-�related�

systems:�전기,�전자,�프로그램�가능한�전자�안전�관련�시스템의�기능안전성)은�철도,�자동차,�의료기기,�

원자력�등�각�도메인별�시스템�안전�표준의�공통�기반이�되는�안전�표준이다.

IEC�61508은�시스템�개념�정의,�구현,�생산,�운영,�폐기에�이르는�시스템�수명주기�전반에�걸쳐�잠재적�

위험원을�도출,� 위험도를�평가하고�허용�가능한�수준까지�위험도를�낮추기�위한�대책을�강구하는�

것이� 기본� 컨셉이다.

IEC� 61508�표준은�Part1부터�Part7까지�총�7개로�구성되어�있다.�특히�Part3에서는�소프트웨어�

측면의�안전�기능�요구사항을�도출,�관리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으며,�Part7에서는�안전�무결�등급(SIL)에�

따라�준수해야�하는�안전�기능�설계기법이나�테스트�등의�기술적인�검증�및�진단�기법을�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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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Part� 1 일반적�요구사항

Part� 2 전기/전자/프로그램�가능한�전자장치�안전�관련� 시스템�요구사항

Part� 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Part� 4 정의와�약어

Part� 5 안전� 무결�등급�결정� 방법의�예

Part� 6 IEC� 61508의� Part2와� Part3의� 적용�지침

Part� 7 기법과�수단의� 개요

<IEC� 61508� 안전관리�기본�프로세스>

∙ Concept�Definition�:�시스템�개념�정의,�EUC�및�환경�정보,�

관련�안전�규정� 등� 파악

� � *� EUC� :� Equipment� Under� Control

∙ Overall�Scope�Definition� :�EUC와�EUC�제어�시스템�간�

경계�설정,�위험원� 및� 리스크�분석� 범위�정의

∙ Hazard� and� Risk� Analysis� :�위험원(Hazard),�위험사건

(Hazardous�Situation)�식별,�및�정량적(또는�정성적)�평가를�

통한� 위험도�평가

∙ Overall� Safety�Requirements� :�위험제거/�감소를�위한�

시스템�요구사항�도출,�안전�기능�요구사항�및�안전�무결성�

요구사항�정의

∙ Overall�Safety�Requirements�Allocation�:�시스템�안전�

기능�요구사항을�시스템에�반영�및�안전�무결�등급(Safety�

Integrity� Level)을�안전� 기능에�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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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우주국의�소프트웨어�안전�가이드,� NASA-GB-8719.13

NASA� Software� Safety� Guidebook(NASA-GB-8719.13)은�안전�중요�소프트웨어(Safety-Critical�

Software)나�미션�크리티컬�소프트웨어(Mission-Critical� Software)의�안전성을�높이기�위한�개발�

프로세스,�안전�분석�활동,�검증�방법�등을�제시한�가이드�문서이다.�1996년�제정을�시작으로�2004년�

개정이� 이루어졌다.� NASA의�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NASA� Software� Safety� Standard,�

NASA-STD-8719C)에�대응하여�소프트웨어�안전을�구현하기�위한�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표준에서는�소프트웨어를�개발,�획득하는�데�있어�소프트웨어�안전�확보를�위한�일련의�활동을�

정의하고�있다.�시스템�개념�정의�단계에서부터�시스템의�안전성에�대한�소프트웨어의�기여�정도를�

평가하고�안전�기능�요구사항을�도출하여�설계에�반영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위험분석�기본�프로세스>

(출처� :� NASA-GB-8719.13)

또한,�본�표준에서는�시스템�안전�보장을�위해�사전적�예방�측면�및�사후적�대응�측면을�고려하여�

소프트웨어�안전�요구사항을�정의하도록�하고�있다.�가령,�위험상황을�조기�감지하기�위해�중요�시스템이나�

프로세스�상태를�감시하거나�시스템에�치명적�영향을�미치는�데이터�변화를�추적하는�기능,�위험상황�

감지� 시�신속한� 대응을�위한�시그널링� 기능� 등이� 대표적인�안전�요구사항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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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안전� 주요� 사고� 사례�3

3.1� 런던공항�관제장애로�인한�항공�이착륙�중단

2014년 12월 영국 런던 공항에서 관제시스

템 장애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사고8)가 발생하였다. 

히드로, 개트윅, 스탠스테드 공항 등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 이륙이 지연 또는 취소되었으

며, 에든버러, 브리스톨 등 주요 공항의 런던항 

항공기 이륙도 제한되어 영국 전역 공항으로 

그 피해가 확산되었다. 해당 사고는 햄프셔 

스와닉 관제시스템의 소프트웨어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으며, 스와닉 항공 

관제탑에서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시스템 결함

의 문제를 사전에 고지 받았으나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아 결국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항공관제시스템은 도로의 신호등과 같은 것으로 유한한 수의 항로(航路)에서 비행기 간 충분한 

안전거리(비행궤적)를 유지하여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항공관제시스템은 안전과 

직결된 시스템으로 관제시스템 오류는 항공기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항공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안전 측면의 설계, 구현 및 주기적인 점검 ․ 보완 ․ 관리가 필요하다.

8)�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서는�항공사고를�‘사고’와�‘준사고’로�구분하는데,�인명 ․ 신체�손상,�항공기�손상,�구조적�결함�등이�발생한�것을�‘사고’로,�

사고가�아니더라도� “항공기�운항에�관련되어�있으며�항공기가�안전하게�운항하는�데에�영향을�미치거나�미칠�수도�있는�것”을�항공� ‘준사고’로�

규정하고�이러한�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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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서부�공항�마비(2014)

2014년, 미국 L.A.를 비롯한 서남부 지역의 비행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 되어 여객기 27편이 

다른 공항으로 착륙, 212편의 항공편이 연착하였고, 21편은 아예 이륙을 취소하였으며 216편의 

비행기가 출발 지연되어 미 서부 공항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L.A. 항공통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제 시스템이 U2 정찰기의 고도와 속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하여 

시스템이 중지된 것이 원인이었다.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기의 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관제하는 시스템으로서 오동작 

시, 항공기 충돌과 같은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항공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안전을 

고려한 설계, 구현 및 운영 중 점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3� 미국� 7개�주� 6시간동안�응급서비스�장애

2014년 5월 미국 7개 주에서 응급서비스 지원 시스템 장애로 긴급한 응급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7개주(워싱턴 전지역,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펜실베

니아,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플로리다) 주민 1,100 만명의 응급서비스가 6시간동안 지원되지 못하였다. 

조사 결과 응급서비스 지원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 오동작에 의한 장애로 밝혀졌다.

응급환자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9)의 확보이며, 응급구조시스템의 오류는 즉각적인 

골든타임의 상실 및 생명 ․ 신체 피해로 직결되므로, 응급구조시스템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안전기능, 품질 및 기반 환경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9)� 환자의�생사를�결정지을�수�있는�시간으로,�사고�발생�후�긴급한�치료가�이루어져야�하는�시간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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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t.� Mary’s� Mercy� 메디컬�센터�의료사고(2003)�

2003년 2월, 미국 미시간 주 St. Mary’s Mercy 메디컬 센터에서 약 8,500명의 환자가 환자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망처리 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환자관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01(퇴원)”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환자 상태 코드가 “20(사망)”으로 잘못 매핑 되어 일어난 사고였다. 

실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처리가 환자, 보험회사, 사회보장 기관 

등 연계기관에 까지 전달되어 혼란을 야기하였다. 일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응급환자나 

중환자 및 입원치료 환자 정보가 잘못 매핑되어 적절한 치료 조치에 차질이 있었다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환자관리시스템, 처방관리시스템와 같은 의료 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와 달리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한 부적절한 

의료조치 또는 의료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안전한 점검 관리가 요구된다.

3.5� 보잉� 787�운항중�소프트웨어�오작동으로�비행기�우회

2014년 2월 인도 뉴델리편 보잉 787 드림라인 항공기

에서 운항 중 소프트웨어오류 발생으로 항공기가 회항하

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운항 진로를 변경해 쿠알라룸푸르

로 회항 및 비상 상황 착륙하였으며, 비행기 운항 중 

발생한 사건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다. 

해당 원인 조사 결과 보잉 787기 드림라이너에 탑재된 

조종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오류로 일부 

운항 데이터가 손실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기 소프트웨어는 탑승자의 생명에 직접적 원인을 

미치는 대표적인 안전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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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미국�동부�대�정전

2003년 8월 14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과 기술을 가진 미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전 

상태가 발생하였다. 미국 7개주 ․ 캐나다 1개주, 10개 이상의 공항 폐쇄, 22개 핵발전소가 3일간 

가동중지, 미국과 캐나다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60억 달러, 피해주민은 약 5,000만 명에 달하였다. 

본 사고는 FirstEnergy社가 사용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경보 ․ 로깅 기능 소프트웨어오류와 

전력조정 시스템의 상태관측 소프트웨어오류로 자동 송전 차단 현상이 발생하면서 EMS 가동이 

중지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망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반 시설로서 장애나 오동작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커 체계적인 

점검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특히, 최근 전력 기간망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송변전, 

관리시스템이 증가되면서 전력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점검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7� Soviet� 가스관�폭발사고(1982)

1982년 여름, 미국의 가스관 자동제어 소프트웨어 설계를 불법 반영하여 제작한 소비에트(구소련)의 

가스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非핵폭발 사고 중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사고로 

기록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에트 경제는 국가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던 가스 수출 문제로 치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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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겪게 되었다. 소비에트가 훔친 가스관 자동제어 소프트웨어는 미국 CIA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내포한 소프트웨어였으며, 해당 결함으로 인해 가스관 펌프 속도와 밸브가 오작동하였고 이로 인해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관은 전력망과 함께 국가의 주요 에너지 시설로서 가스 유출 등 위험상황 발생 시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가스 유량이나 

벨브상태 등 가스관 상황을 감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도입이 증가하면서 가스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안전 기능 설계, 개발, 점검이 필요하다.

3.8� 히드로�터미널� 5�수하물�처리�오류로�인한�대�혼잡�발생(2008)

2008년 3월, 새롭게 오픈한 영국 히드로 터미널 5의 수하물 처리 시스템 문제로 공항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 10일 동안 약 4만 2천개의 수하물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분실되었으며 500여편의 비행이 취소되었다. 한 승객이 수하물 처리 시스템에서 수하물을 

수동으로 찾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스템이 중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픈한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하루 평균 932개의 짐 분실로 영국 히드로 공항은 수천억원의 비용 손실을 

입었다.

수하물 처리 시스템의 오류는 비단 경제적 손실이나 공항 운항의 혼잡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하물 처리 시스템은 폭탄 수하물로 인해 비행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1986년 에어인디아 182편 

사고나 1988년 팬암 103편 사고 등을 계기로 탑승자 안전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수하물 처리 

시스템 역시 안정적인 항공 운항과 탑승객의 안전에 관련한 시스템으로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안전 점검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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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프트웨어오류로�인한�수감자�조기�출소(2015)

2015년, 미국 워싱턴 교정국 관할 교도소에서 수감자 수용기간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3,000명 이상의 범죄자가 조기 석방된 사실이 밝혀졌다. 소프트웨어오류로 인해 2002년부터 2015년까

지 약 13년간 약 3,200명의 죄수가 정식 석방 날짜보다 평균 55일 조기 석방 되었다. 모범수 감형 

모델은 최대 형 기간 중 3분의 1을 감형받는 제도로 무기 관련 범죄나 성범죄자와 같은 중대 범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수감자 관리 소프트웨어가 모든 범죄자에 대해 모범수 감형 

모델을 적용한 것이 오류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워싱턴 교정국은 해당 조기 출소된 범죄자 

재범이나 추가 범죄를 우려,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등 치안 조치를 강화하였다.

국민의 치안, 방범,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실종아동 예방관리, 성범죄자 관리, 안심귀가서비스, 방범CCTV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사고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할 경우 국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안전사고에 간접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시스템은 

일반시스템과 달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다 각별한 점검 관리가 요구된다.

3.10�도요타�급발진�사고(2007)

2007년 10월, 도요타의 2005년식 캠리의 급발진 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18만대가 리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요타는 2013년 10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급발진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에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약 1조 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도요타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BARR 그룹의 도요타 

급발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엔진 컨트롤 시스템(ETCS)의 소프트웨어 결함이 급발진을 일으킨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ETCS 전자제어 장치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특정 메모리 영역에서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 잘못된 제어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지라도 해당 오류 영향을 방어해주는 수단(Fail-safe)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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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ARR 그룹에서는 소스코드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밝혔는데, 차량 소프트웨어 코딩 표준인 

MISRA-C 룰 위반 건수가 8만건 이상에 달했고, 빈번한 Goto 구문 사용, 11,000개 이상의 전역변수 

사용, 낮은 모듈화로 소스코드 복잡도가 테스트 불가한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이 그것이다.

도요타 사건은 그간 하드웨어 부품에 비해 소프트웨어 안전을 소홀히 하였던 보편적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 자동차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어기능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제조업체 중심으로 개발 초기부터 소프트웨어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 

검증하는 안전관리 체계가 활발히 확산, 정착되고 있는 추세이다.

3.11�가변차로�신호등�오작동으로�인한�사고(2017)

2017년 12월 창선 삼천포 대교에 위치한 가변차로의 신호등이 오작동하여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운전자 두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차량 한 대는 

폐차하였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신호등 제어 전산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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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임진강�경보제어�시스템�오동작으로�인한�인명사고(2009)

2009년 9월, 북한의 통보 없는 급작

스런 유량방출로 인해 임진강 부근 수

위가 급상승하여 연천군 필승교 부근 

야영객 및 낚시객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수

위를 측정하고 수위 정보를 전송하는 

RTU(Remote Terminal Unit)의 고장, 

경보 방송을 담당하는 경보국과 경보제

어 시스템 서버 간 통신 오류 발생 등으

로 인해 수위별로 경보 방송 및 지역주

민에 SMS를 발송하는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0)

경보시스템은 안전사고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위험상황을 

조기 감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경보제어 시스템과 같이 안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은 

해당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해당 기능이 동작하는 다양한 예외적 상황에서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정상 동작하는지와 같은 소프트웨어 점검이 필요하다.

10)� 임진강�경보제어�시스템�오작동으로�인한�인명피해�사고�사례�분석,� 송재용�외� 4명,� 한국안전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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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안전� 관리� 현황4

미국, 유럽 등의 경우 항공, 철도, 원자력 등 산업분야별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또는 국제 규격을 제정하고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전기전자제어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하고 복잡도 

또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부품 신뢰성 수준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 미국 등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 수준의 기능 안전 요구사항을 설계개발할 

수 있도록 IEC 62279(철도)11), IEC 62304(의료장비)12), DO-178(항공)13), IEC 60880(원자력)14) 

등 분야별 표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시장에서도 안전 관련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제안요청 

단계에서 안전 등급별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표� II-4-1.� 해외�산업분야별�국제�표준�또는�규정�현황

11)� IEC� 62279� :� 2015� Railway� applications�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Software� for� railway� control� and�

protection� systems� �

12)� IEC� 62304� :� 2006� Medical� device�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13)� RTCA� DO-178� Software� Considerations� in� Airborne� Systems� and� Equipment� Certification

14)� IEC� 60880� :� 2009� Software� for� computers� in� the�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stations

15) 항공기� 기스템과� 장비� 인증에� 관한� 소프트웨어고려사항� 미국� RTCA(Radio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와� 유럽�

EUROCAE(EUROCAE(European�Organisation� for�Civil�Aviation�Equipment)에서�공동�작업한�소프트웨어개발�표준으로�미연방�항공국(FAA,�

Federal�Aviation�Administration)이�민간�항공기�소프트웨어인증을�위한�용도로�인정하며,�상용�항공기�소프트웨어�표준�인증으로�자리잡음

분야 주요�내용 국가

항공우주

∙ 고시(Advisory�Circular),�훈령(Technical�Standard�Order)�등을�제정하고�안전성�확보를�

위한�소프트웨어� 안전�표준(DO-178,� DO-278)15)� 명시� (美 연방항공국)

� � *� DO-178�항공시스템�소프트웨어�안전�표준,� DO-278�지상�시스템�소프트웨어�안전�

표준

∙ NASA에�제작,�납품되는�소프트웨어에�대한�안전�보장을�위해�NASA-GB-8719.13을�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있음� (美 항공우주국)

미국

∙ 소프트웨어개발�시�준수해야�하는�EU�규정(Commission�Reg.�No�482/2008)을�제정하고,�

각�국에서는�해당� 규정에�의거하여�자체� 법률�제정

∙ EASA16),� JAA17),� CAA18)� 기관에서� ED-12,� ED-109� 등의�규정을� 적용

� � *�ED-12�항공시스템�소프트웨어�안전�표준,�ED-109�지상�시스템�소프트웨어�안전�표준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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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철도, 원자력, 의료 등 일부 안전에 민감한 도메인을 중심으로 시설 및 기기, 용품 

등에 대한 안전 관련 법을 제정하여 안전 검사 또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개발 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및 보증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17)� Joint� Aviation� Authorities

18)� Civil� Aviation� Authority

19)�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미국�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도로교통안전청)�산하�기관

20)� UN� Vehicle� Regulations� � 1958� Agreement

21)� http://www.safe-project.eu

22)� 미국�군사�표준규격으로서�소프트웨어�개발과�문서화�요건을�수립하기�위한�목적으로�만든�규격으로� 22개의�데이터�아이템명세(DID,� Data�

Item�Descriptions)를�기술하고�있음.�DID는�프로젝트�납품�목록으로�활용되며�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테스트�계획서,�설치계획서,�시스템�명세서,�

요구사항�명세서,�설계서,� 테스트�보고서,�매뉴얼�등이�이에�해당함�

분야 주요�내용 국가

자동차/

도로

∙ 미국� NHTSA19)에서는� 연방자동차안전표준(FMVS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을�제정하여�자동차,�자동차�안전관련�부품�및�시스템에�대한�설계,�제작,�

성능� 및� 내구성�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준수하도록�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Law)에�따라�자동차�제조사가�자동차�소프트웨어를�

포함한�자동차의�설계,�테스트,�제조를�ISO26262�안전�표준에�따라�자율적으로�준수토록�

유도

미국

∙ EEC�법규�또는�UNECE�법규(58협정)20)에�따른�자동차,�자동차�시스템,�자동차�부품�등의�

인가�및�국가별�법규에�따른�형식�승인�뿐�아니라�제조물�책임법에�따른�자발적� ISO�

26262�표준� 준수�유도

∙ 소프트웨어부분의�ISO�26262�구현을�위한�가이드라인을�SAFE(Safe�Automative�soFtware�

architEcture)21)에서� 제공하여� ISO� 26262�준수�지원

유럽

철도

∙ 연방법�조례49(미국�교통�관련�법규)내에�열차�전자장치�소프트웨어�안전�요구사항�정의(美 
연방철도국)

미국

∙ 유럽�철도� 안전성�규격(EN50128)을�준수하도록�요구(유럽전기표준�위원회) 유럽

원자력 ∙ 美연방법�조례10(에너지)에�의거,�원전�소프트웨어�안전성�확보를�위한�요구사항�정의 미국

국방 ∙ 국방관련�소프트웨어�개발에�관한�표준(MIL-STD-49822))� 제정� 및� 운영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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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2.� 국내�산업분야별�안전�표준/지침�현황� �
구분 관련�표준/지침

철도

철도�안전법에�기반한�철도차량기술기준,�철도용품기술기준에�의거�전자연동장치,�AF궤도회로,�자동폐색제

어장치,�열차제어시스템�등에�대한�위험도�분석�및�안전�무결성을�보장하기�위한�안전�개발,�시험�및�

제3자� 검증�요구

의료

‘의료기기의�전기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기준’�규격에�따라�의료기기�등급제(1등급~4등급)�실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허가 ․ 심사�가이드라인’,� ‘의료용�소프트웨어�특성평가�가이드라인’,� ‘의료기기�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을�제정하고�하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심사에� 적용

원자력
디지털�계측제어�계통의�안전성�보장을�위하여�‘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6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품질보증�세부요건을� 명시

자동차 민간� 자동차�및�자동차�부품�제조회사를� 중심으로� ISO� 26262�국제�표준을�준수�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살펴보면, 주로 보안 점검에 한정되어 

있거나 재난관리 역량평가나 물리적 시설점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 

외부 공격에 대한 시스템의 방어 ․ 복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근거하여 

매년 보안 취약점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정보통신, 보건의료 분야 등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주관부처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안전 점검은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표� II-4-3.� 국내�보안/안전�점검�현황�
구분 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취약점�분석 ․평가 국가기반시설�국가기반체계�재난관리�평가

근거

법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제9조�및�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제17조,� 제18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3조의�2,�제29조,�

제26조

주요

내용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의거�지정된�시설을�대상으로�매년�

취약점� 분석�및�평가

에너지,�정보통신,�보건의료�등�국가기반시설에�대한�

재난관리�실태�및�역량� 평가

수행

주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의�전담반�구성�기준에�따라�

자체�전담반을�구성하여�운영하거나�지식정보보안�컨설

팅전문업체�등�전문기관에�위탁하여�분석 ․평가�실시

국민안전처장관은�정부합동점검단을�편성하여�재

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및�안전관리�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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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오동작 시 안전에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은 안전 중요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일반 시스템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주요 시설은 안전 

파급도가 높아 일반 시스템과 다른 관점에서의 진단이 필요하다. 일반 시스템의 경우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는지, 기능 오동작이나 사용상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나,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은 사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위험요인 진단을 주안점으로 두는 면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서는 시스템이 사고예방 및 

장애대처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성능저하 등의 

문제는 없는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정상동작 하는지, 장애 발생 시 긴급히 복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등 소프트웨어가 위험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진단할 수 있다.

○표� II-4-4.� 소프트웨어�안전�진단이�필요한�안전과�밀접한�시스템(예)
구분 안전과�밀접한�시스템(예)

에너지
전력,�수력,�원자력�등�에너지�생산,�공급,�

관리�시스템

보건

의료

응급의료,�전염병관리�등�국민�건강�및�보건�

의료�지원�시스템

정보

통신

재난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등�통신망�운영�

및�관리�시스템

재난

관리

지진,�산사태,�화재�등�재난�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지원하는�시스템

교통
항공,�철도,�도로�등�교통시설�관제,�운영�

및�관리를� 위한�시스템
환경

대기,�수질�등�환경�훼손 ․오염�감시�및�방지,�

복구�등에�활용되는�시스템

치안

방범

방범�CCTV,�아동실종방지�등�사회시설�유지�

및�범죄�예방을�위한�시스템
식용수

취수,�담수,�정수�등�식용수�공급�및�관리를�

위한�시스템

* 국가기반시설�지정� 분야23)를� 참고하여� 분류

2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의� [별표� 2]� 분야별�국가기반시설의�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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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안전�진단�영역

2.� 소프트웨어�안전�진단�추진체계

3.� 소프트웨어�안전�진단�절차

소프트웨어�안전�
진단�프레임워크에�

대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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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안전� 진단� 영역1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요인들은 비단 소프트웨어 기능의 

신뢰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지침, 안전 사고 사례 등에 

기반하여 볼 때, 안전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오동작 뿐 아니라 시스템 성능 

저하, 장애로 인한 시스템 다운,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기능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에서는 美 원자력 위원회(NRC)의 소프트웨어 위험분석 보고서인 

NUREG/CR-6430, 美 항공우주국(NASA)의 ‘Software Safety Standard’, IEC 61508 등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표준, 지침 등을 분석한 결과와 제3자 시험 ․ 평가 전문 기관인 TTA가 국민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영역을 정의하였다.

┃그림� III-1-1┃ 소프트웨어�안전�진단�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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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기능�충분성�진단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위험원을 식별하고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위험원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 기능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요구사항 대로 구현되었고 테스트를 통한 기능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 대안이 미흡한 경우에는 위험상황 발생 시 시스템이 이를 신속히 

감지, 제거 또는 완화하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스템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도출하고 해당 위험을 대비, 대처할 수 있는 안전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 추가적인 개선안을 수립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1.2� 소프트웨어품질�안전성�진단

시스템이 요구사항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게 개발되었거나 프로그램 동작의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스템이 의도와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 이로 인해 시스템 중대 장애나 

시스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품질 

안전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품질 안전성 진단은 크게 기능 동작 정확성과 소스코드 품질 진단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은 테스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능이 정의된 대로 정확히 

동작하는지, 데이터 누락이나 잘못된 데이터 입력, 사용자 오조작과 같은 이상 상황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상 동작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메모리 반환 

오류, 잘못된 연산 구문과 같은 소스코드 내 결함이 소프트웨어 오동작을 야기하는 주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자동차, 철도 등 분야 안전 표준에서는 소스코드 오류를 회피하기 위한 표준 코딩 규칙을 

수립하고 해당 규칙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 뿐 아니라 소스코드 품질 안전성 측면의 진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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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DB, 미들웨어 등 기반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스템이 안전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기능이 오류 없이 정확히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 장애나 성능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체제, DBMS, WEB/WAS와 같은 기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장애 대비 구성은 적절한지, 처리 성능의 문제 요소는 없는지,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의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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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안전� 진단� 추진체계2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각 이해관계자들 간 역할과 업무범위를 정의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III-2-1┃ 소프트웨어�안전�진단�추진체계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위해서는 크게 진단을 기획 ․ 추진하는 단계와 진단을 실제 실시하는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진단 기획 ․ 추진 단계는 본격적인 진단 실시에 앞서 진단 방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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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을 전체적으로 기획 구성하는 단계로 진단 기획 ․ 추진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진단을 외부 

의뢰하여 추진할 경우 계약부서 등 사업지원부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실제 수행하는 진단 실시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총괄, 

진단을 실시하는 진단 수행팀, 진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인터뷰 등 진단 수행팀을 지원하는 

시스템 사용자, 기술지원담당으로 기본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III-2-2┃ 소프트웨어�안전�진단�이해관계자�및�주요�역할

상임의사결정자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기획 ․ 추진부터 진단 실시, 최종종료에 이르기까지 진단 

수행 승인, 중요 이슈 결정, 진단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종료 승인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갖는 

자로 대상 시스템 운영담당 부서의 장이나 진단 기획 ․ 추진자 혹은 진단총괄자의 상임자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진단기획 ․ 추진자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취지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단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에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진단이 필요한 대상 시스템을 선정, 진단 분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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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식 등을 결정하여 진단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진단 실시단계의 주요 구성원은 크게 진단 총괄, 진단 수행팀, 진단 수행팀을 지원하는 담당인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진단 총괄자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범위와 방향성을 결정하고 진단 추진 및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역할을 수행한다. 진단 수행팀은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대상으로 진단 실무를 수행하며, 진단팀장과 진단팀원으로 구성된다. 진단팀장은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수행하는 진단 수행팀의 관리자(PM)로서 진단 전략, 절차, 세부일정 등 

구체적인 진단 방법을 계획,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진단 팀원은 진단 영역(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기반 소프트웨어 안전성)별 전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위험분석, 

테스트, 기반 소프트웨어 분석 진단 등을 수행한다.

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진단 수행팀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가령, 시스템 

구조나 특성, 개발 산출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설계 의도 파악, 시스템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나 장애 사례 수집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사용자와 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였거나 정기 ․ 비정기적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는 담당하는 

유지보수담당자나 개발자 등의 기술지원담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구성방식은 기관의 조직 특성 및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진단 총괄은 대상 시스템 관리 기관의 인력이 담당하되 기술지원담당자나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의 운영 관리 방식에 따라 기관에 소속된 내부인력 혹은 외부기관(또는 협력기업)의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진단 수행팀의 경우도 기관에 소속된 내부 인력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업 또는 외부 기관의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진단 수행팀은 가능하면 

시스템 운영자나 개발자는 그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권장한다. 美 국방부에서 발간한 시스템 안전 

핸드북24)에 따르면, 시스템 안전 분석은 가급적 시스템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부서에서 주도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만큼 진단의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진단 수행팀은 

진단 과정 및 결과가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4)� Joint� Software� System� Safety� Engineering� Handbook,� Do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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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안전� 진단� 절차3

3.1� 소프트웨어�안전�진단�절차�구성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절차는 크게 진단 기획 ․ 추진, 진단 실시 및 최종 종료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III-3-1┃ 소프트웨어�안전�진단�절차

➀ 진단�기획 ․추진
진단�기획 ․ 추진�단계는�본격적인�진단�실시에�앞서�소프트웨어�안전�진단�대상과�진단�영역(안전기능�충분성,�

소프트웨어�품질�안전성,�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을�선정하고�진단�수행방식(자체�진단�또는�외부�전문기관�의뢰)�

등�진단의�전반적인�추진계획을�수립하는�단계이다.

진단�기획에�대한�승인이�완료되고�수행방식에�따른�추진�준비가�완료되면�수행�방식에�따른�관련�사항을�

준비한다.�기관�내부�자체�인력을�활용하여�진단을�실시하는�경우,�관련�담당자�또는�부서에�진단�추진을�위한�

사전�협조를�구하고�진단을�외부�의뢰하는�경우에는�사업지원부서�협조를�받아�수행자�선정�및�계약�등을�추진한다.

➁ 진단�실시
진단�실시�단계는�진단을�위한�기획,�추진이�완료된�상태에서�진단�대상�시스템에�대하여�실제적인�진단을�수행하는�

단계이다.�본�단계에서는�진단�추진체계�구성을�완료하고,�대상�시스템에�대하여�각�진단�분야별로�진단�기술과�

지식을�보유한�진단�실무�인력이�투입되어�소프트웨어�안전�진단을�실시,�개선사항을�확인한다.�진단�실시�단계는�

크게�준비,�계획,�수행�및�종료단계로�구성되며�각�진단�분야별로�세부�절차와�활동은�상이하다.�진단�실시에�대한�

상세�내용은�다음절인� ‘2.3.2� 진단�실시’�단계에서�별도로�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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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진단 기획 ․ 추진, 진단 실시, 진단 최종종료 등 전반적인 진단 

흐름을 상위수준에서 정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IV장 진단 기획추진’, ‘제V장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제VI장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 ‘제VII장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에서 각각 

상세히 설명한다.

3.1.1� 진단�기획 ․추진
▪진단�필요성�검토,� 진단�대상�시스템�및�진단�영역�선정

진단 기획 단계는 진단 대상 시스템 및 진단 영역을 선정하고, 진단 수행방식을 선정하는 등 

진단 방향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기획, 준비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진단 기획추진자가 진단 

개념 및 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단 필요성과 목적, 기대효과를 확인한다. 기획추진자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중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파악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조사분석 하거나, 내부 진단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진단 대상 시스템을 선정한다.

아울러, 대상 시스템의 운영 현황, 안전 관련 이슈, 시스템 운영자의 요구사항, 진단 제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 영역을 선정한다. 진단 영역은 안전 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등 3개 분야를 모두 수행하거나, 일부 분야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➂ 최종�종료
진단�최종�종료�단계는�소프트웨어�안전�진단�결과�및�개선사항을�종합하여�단기,�중장기적인�조치�계획을�

수립하고�진단을�최종적으로�종료하는�단계이다.�본�단계에서는�기획 ․ 추진자�또는�진단총괄이�중심이�되어�진단�

결과�및�조치방안�수립�내역을�보고하고,�진단�의뢰�계약에�따른�사업�종료�절차�등의�진단�추진에�관한�최종�

종료� 처리를�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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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수행방식�선정�및�추진보고 ․ 승인

또한, 진단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관 내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할지, 혹은 외부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것인지 진단 수행 방식을 수립한다. 기획추진자는 진단 대상 

및 분야, 진단 수행 방식과 추진 체계 구성 방안, 진단 기간,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추진(안)을 작성하고 내부 보고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수행�방식에�따른�진단�추진

진단 수행 방식에 따라 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기관 내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 기획 ․담당자는 진단 추진(안)을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 공람하고 

진단 실시를 위한 업무 협조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다.

만일, 외부 전문 기관 또는 기업을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에 진단을 의뢰하는 

방식(예: 용역 발주, 개발 사업 내 과업으로 포함, 전문가 활용 지출)을 결정하고 수행자 선정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가령, 용역 공고 발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진단 추진(안)을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 사업 공고 및 진단 사업자 선정 등 일련의 계약절차를 수행한다. 

시스템 개발(또는 고도화) 등의 사업 내에서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공고문 내 제안요청서

에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과업 범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산 범위도 명시하도록 한다.

3.1.2� 진단�실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실시 단계는 진단 전문 인력이 실제 안전 진단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크게 

진단 준비, 계획, 수행, 종료 단계로 구성된다. 진단 영역(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에 따라 세부 진단 내용이 상이하지만 각 진단 영역 모두 준비, 계획, 수행, 

종료 단계라는 큰 흐름을 따른다. 본 가이드에서는 진단 영역별 수행 내용과 특성을 반영하여 영역별 

세부 진단 절차 및 태스크를 각각 별도로 정의하였다. 본 절에서는 ‘진단 실시 단계’에 해당하는 

준비, 계획, 수행, 종료 단계 흐름을 상위수준에서 설명한다. 



51

┃그림� III-3-2┃ 소프트웨어�안전�진단�절차

▪진단�준비

진단 준비 단계는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 진단총괄과 진단팀장을 중심으로 진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진단 총괄과 진단팀장은 대상 시스템의 진단 목적을 정의하고 진단 범위를 서브시스템 수준으로 

협의하여 정의한다. 시스템이 내 ․외부의 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거나 센서, 계측기 등 현장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경우 어느 인터페이스 범위까지 진단을 수행할지 정의하도록 한다.

또한, 진단총괄 및 진단팀장은 진단 범위를 고려하여 대상 시스템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진단 이해 관계자로는 대상 시스템 운영자, 

시스템 개발자나 운영유지보수자 등의 기술지원 인력이 해당하며, 진단 범위에 따라 연계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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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또는 유지보수자도 포함될 수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시스템 운영자, 기술지원담당 등으로부터 

시스템 구조나 특징 설명, 시스템 분석 결과 검토, 진단 결과 확인 등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 

같은 지원이 가능한 담당자를 섭외하고 사전에 업무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진단팀장은 진단 영역 및 범위를 고려하여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진단 수행팀은 <표 

III-3-1>과 같이 각 진단 분야별로 필요한 역량을 고려하여 진단 수행팀을 구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진단 수행팀을 구성할 수 있다. 진단 수행팀 규모는 시스템 규모나 

범위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진단팀장을 제외하고 각 영역별로 진단팀원을 1명~3명 규모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표� III-3-1.� 진단�수행팀�구성원�역량
구�분 역�량

진단팀장

∙기관�안전� 목표,�지침에�대한�이해

∙대상�시스템�관련�규격,�지침,� 관련�법률,� 규정에�대한� 지식

∙진단�대상� 도메인�또는� 유사�시스템에�대한�지식/경험�

∙위험분석,�테스트,�기반소프트웨어진단에�대한� 기본�방법�이해� 및� 전략�수립�능력

∙개발�산출물�및�시스템� 분석�능력

∙소프트웨어�안전� 진단�관련�실무� 경력�최소� 7년�이상� 권장

진단

팀원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개발�산출물�및�시스템에�대한�이해� 및� 분석�능력

∙위험분석�기법을� 활용한�위험원�식별,� 위험분석� 및� 위험도�평가� 능력

∙도메인� 지식�혹은�유사� 시스템에� 대한�지식�및�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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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품질�안전성�

진단

∙개발�산출물�및�시스템,�테스트� 환경에�대한� 이해/분석�능력

∙테스트케이스� 작성�관리�및�실행� 능력

∙소스코드�언어�이해 ․ 분석,�진단도구�및�룰셋�이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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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소프트

웨어�안전성�

진단

∙개발�산출물�및�시스템,�테스트� 환경에�대한� 이해/분석�능력

∙기반소프트웨어에�대한� 폭넓은�지식� 및� 시스템�진단,�장애�해결

∙진단�항목� 선정�및�진단�항목에�따른�진단� 도구�활용,� 분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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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시스템� 특성�및�진단� 여건에�따라� 역량의�세부� 요구사항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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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총괄과 진단팀장은 시스템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진단 착수일을 협의하고 진단 환경, 

산출물 등 진단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한다. 특히, 외부 인력이 진단에 참여하는 

경우 보안 규정을 확인하여 출입 허가, 장비 반입 허가 등의 미리 준비하여 진단 착수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진단�계획

진단 준비 단계는 본격적으로 진단 수행팀이 투입되어 진단 팀장 주도하에 진단 대상 시스템에 

대한 예비분석과 진단 계획 수립을 하고 진단 이해관계자들에 착수 회의를 통해 보고하는 단계이다.

진단 수행팀에서는 진단 대상 시스템에 대한 예비분석을 통해 시스템 목적, 시스템 구조, 주요 

기능 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수준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산출물을 기반으로 파악하되, 

진단 지원인력과의 인터뷰, 시스템 운영 현장 확인 등의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시스템 현황을 파악 

하도록 한다. 진단팀장은 시스템 예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진단 

내용 및 방법에 맞게 진단 전략, 추진 절차 및 일정, 참여인력 확정 등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계획서를 

작성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계획서 외에도 진단 이해관계자 간 공유하거나 합의할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계획보고 회의를 준비하도록 한다. 진단 범위와 추진 방법, 위험 평가 기준이나 안전 조치 기준 

등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공유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회의 자료로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사전에 진단 계획서와 함께 진단 이해관계자에 배포하도록 한다.

계획보고 회의에서 진단 총괄 또는 진단팀장은 진단계획서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진단 취지와 

목적, 진단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 외 진단에 참여하는 인력 간 업무 분장 사항, 요청 사항 등을 

공유 및 협의한다. 진단 범위나 환경, 안전조치 기준 등에 있어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진단 계획서에 보완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진단�수행

진단 수행 단계는 진단 수행팀이 각 진단 영역(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기반 

소프트웨어 안전성)별로 실무적인 진단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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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은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조, 데이터 흐름 등 시스템 상세 분석을 먼저 수행한다. 다만, 시스템 상세 분석 시 참고하는 

개발 산출물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주기에 맞춰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 진단을 수행하는 시점에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과 형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산출물을 기반으로 

파악하되 시스템 구조, 기능 비교, 시스템 운영자나 유지보수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을 통해 산출물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진단 대상에 대한 상세 분석이 완료되면 각 진단 영역별로 전문적인 진단 기술을 이용하여 시스템 

위험분석, 테스트, 기반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및 점검 등 진단을 수행한다.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시에는 대상 시스템이 준수하고 있는 안전관련 표준에서 제시하는 위험분석 

기법이나,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위험분석 기법(예: HAZOP, PHA, FMEA)을 활용하여 시스템 

위험원을 도출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식별된 위험에 대해 발생 빈도, 파급정도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원을 대비 ․대응하기 위한 기능적 조치 수준이 적절한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능 요구사항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은 크게 테스트베드에서 실제 기능을 테스트 하는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 방법과 소스코드의 잠재 오류를 진단하는 소스코드 정적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능이 다양한 상황, 시나리오에서도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기능동작 정확성을 

진단한다. 따라서, 기능동작 정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환경 및 테스트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소스코드 정적분석을 위해 개발언어, 개발환경 등을 고려해 소스코드 진단 도구를 

선정, 설치하고 소스코드 오류 분석을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을 통해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각 결함이 시스템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정도를 파악하고 결함 중요도에 따라 개발 

조치 범위 및 우선순위를 수립한다.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은 먼저 진단 대상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소프트웨어(예: DBMS, 

WAS, EAI) 범위에 따라 적합한 진단항목과 진단 방법을 수립한다. 시스템 접속 도구, 로그 수집 

도구, 모니터링 도구 등 진단 도구를 설치하고 관련 스크립트를 준비하는 등 진단 환경을 준비한다. 

수집된 로그 정보, 시스템 이벤트, 자원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성능, 다중화 구성, 백업

․ 복구 설정 등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진단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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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종료

진단 종료 단계는 각 진단 영역별 진단 수행 결과를 분석 및 정리하여 진단 이해관계자에 보고하는 

단계이다. 진단 수행팀은 진단결과를 정리하여 진단 이해관계자에 검토를 요청하고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진단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진단팀장은 결과 보고 회의에서 진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등을 진단 이해관계자에 설명, 공유하도록 

한다. 진단 이해관계자들은 진단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용 방안, 우선순위 

등에 대해 합의한다. 진단 팀장은 보고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진단 결과서에 반영하고 

진단 총괄의 승인을 거쳐 진단 수행을 종료한다.

3.1.3� 진단�최종�종료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실시가 완료되어 진단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기획 ․추진자 또는 진단총괄이 

중심이 되어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의 단기, 중장기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상임의사결정자에 

진단 결과 및 조치방안 수립 내역을 보고하고, 진단 의뢰 계약에 따른 사업 종료 절차 등의 진단 

추진에 관한 최종 종료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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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프트웨어�안전�진단�기획·추진�절차

2.� 각� 단계별�주요�활동�및�내용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기획�및�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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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안전� 진단� 기획·추진� 절차1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절차는 크게 진단 기획추진, 진단 실시, 최종 종료 단계로 구성된다. 가이드 

이해의 편의성을 위해 본 장에서는 진단 기획 ․ 추진 단계 및 최종 종료 단계에서 수행되는 세부 

활동을 설명하고, ‘진단 실시’ 단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진단 영역별로 별도 장에서(제V장, 제VI장, 

제VII장)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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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사항을 추진하고 진단 실시 완료 후 최종종료를 아우르는 단계라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있어 진단 기획 ․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기획 ․추진 Ⅱ�진단�실시 Ⅲ�최종종료

∙진단�필요성� 검토

∙진단�대상�및�영역� 선정

∙수행방식� 선정

∙추진�보고�및�승인

∙수행방식에�따른�진단� 추진

∙진단� 실시�준비

∙진단� 수행�계획

∙진단� 수행

∙진단� 실시�종료

∙조치�방안�수립

∙진단�최종�종료

┃그림� IV-1-1┃ 소프트웨어�안전�진단�기획 ․추진�절차

기획 ․ 추진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단이 필요한 대상 시스템을 

조사하여 선정한다. 진단을 수행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정, 수행방식을 결정하고 추진 여부에 대한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또한, 진단 수행 방식에 따라 내부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거나 외부 공고 

및 발주 계약 등 진단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진단 실시단계에서는 진단 대상 시스템을 대상으로 진단 수행팀이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안전 진단 영역별로 사전 준비, 진단 일정 및 방법 등 수행 계획, 진단 수행 

및 종료 등의 절차를 통해 수행한다.

종료단계에서는 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단기 ․ 중장기적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진단 

의뢰 계약에 따른 사업 종료 절차 등 진단 추진에 대한 최종 종료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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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단계별� 주요� 활동� 및� 내용2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기획추진은 진단에 대한 첫 밑그림을 그리고 실제 진단 실시를 위한 사항을 

추진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진단 기획추진자를 중심으로 진단 취지 및 기대효과 등 진단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단 대상 시스템을 선정하며, 진단 영역과 진단 수행 방식(자체 진단 또는 외부 전문기관 

의뢰) 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진단 수행방식에 따른 진단 의뢰 등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방향성 

및 진행 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부서 간 협조, 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

○표� IV-2-1.� 소프트웨어�안전�진단�기획 ․추진�단계별�활동�
단계 세부단계 주요�활동(태스크)

Ⅰ.�기획 ․ 추진

A.� 진단�필요성�검토 ∙ 진단� 필요성�검토

B.�진단�대상�시스템�및�진단�영역�

선정

∙ 대상� 시스템�조사� 및� 선정

∙ 진단� 영역�선정

C.� 수행방식�선정 ∙ 수행� 방식(자체�진단� 또는�외부�진단� 의뢰)� 선정

D.� 추진보고�및�승인
∙ 진단� 추진(안)� 작성

∙ 진단� 추진(안)� 보고�및�승인

E.� 수행방식에�따른�진단� 추진
∙ 자체� 진단�추진�또는� 진단�외부�의뢰� 추진�

∙ 진단총괄�및�진단팀장�선정�

Ⅱ.� 진단실시

A.� 진단�실시� 준비
※� ‘진단실시’�단계�세부�절차�및�태스크는� ‘제V장�안전기능�

충분성�진단’,� ‘제VI장�소프트웨어품질�안전성�진단’,� ‘제VII장�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참고

B.� 진단�수행� 계획

C.� 진단�수행

D.� 진단�실시� 종료

Ⅲ.�최종종료
A.� 조치�방안� 수립 ∙ 진단� 결과�확인�및�조치방안�수립

B.� 진단�최종� 종료 ∙ 진단� 최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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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획 ․추진�단계
기획 ․ 추진 단계는 진단 취지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단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 수행방식에 

따른 추진(안)을 보고 및 승인을 얻는 등 진단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 기획 및 추진하는 

과정으로 5가지 세부 단계로 구성된다.

□ I-A.� 진단�필요성�검토
▪ I-A-01.� 진단�취지,� 필요성�등�검토

진단 기획추진자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진단 ․ 기획 추진자는 먼저 기관의 안전 목표 및 지침, 기관 내 최근 안전 

이슈, 안전 진단 사례 등을 파악한다. 기관 및 시스템 특성, 안전 이슈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방법이 시스템 안전성 개선에 적합한 방법인지, 진단으로 인한 기대효과성, 진단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진단 기획 ․추진자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이 추구하는 목적, 진단하는 분야, 수행 절차 등 ‘소프트웨

어 안전 진단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프로젝트 기획 

능력 및 부서 간 협조 ․ 협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스템 운영부서의 실무자 또는 기관 

내 안전 진단을 전사적으로 총괄하는 담당자 중에서 위와 같은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진단 기획추진자로 

선임할 수 있다.

□ I-B.� 진단�대상�시스템�및�진단�영역�선정
▪ I-B-01.� 대상�시스템�조사�및�선정

진단 기획추진자는 기관(또는 소속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중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시스템을 조사한다. 기본적인 대상 시스템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즉, 시스템 운영 목적 상 시스템 오동작, 성능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시 국민 생명, 건강, 재산, 

환경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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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부서나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목적, 주요 

기능, 파급도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또는 기관 내 수요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소요를 파악할 수도 있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시스템의 중요도, 시스템 오동작 ․ 장애 시 파급도, 복구 ․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중요도 평가 결과, 안전 이슈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진단 대상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표� I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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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02.� 진단�영역�선정
진단 기획 ․ 추진자는 대상 시스템의 안전 목표 및 이슈, 운영상태(예: 시범운영 단계, 개보수 

예정), 제약사항 등을 고려,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진단 영역을 선정한다.

진단 대상 시스템의 이해관계자(예: 시스템 사용자, 개발자, 유지보수자)를 파악하고 대상 시스템과 

관계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요구사항을 수집한다. 면담, 인터뷰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 중 발생했던 

안전 사고 사례, 중대 장애, 운영상 애로사항,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진단이 필요한 영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구성하는 영역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으로 이루어진다 .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 관점에서 볼 때, 위 세 가지 영역의 진단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진단을 수행하는 기간이나 인력, 수행 환경 등의 제약사항에 따라 진단 영역별 그 효과 

또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단 기획 ․ 추진자는 현 상황에서의 제약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단 영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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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진단�영역�선정�기준(예)
진단�시기별�진단�용이성,�효과성을�고려한�진단�권장�기준(예)를�제시한다.�단,�본�기준은�진단�각�

기관의�상황�및� 특성을�고려하여� 계획을�수립하도록�하며,� 본�기준이� 절대적�기준은�아니다.

진단�시기별�효과성에�따른�진단�영역�선정기준(예)

진단�시기

진단�영역

비고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안전성

기반
소프트웨어
안전성

신규�시스템�개발�또는�시스템�

개보수에� 따른�

통합�시험 ․ 시스템�시험�단계

● ● ●
안전�기능�설계반영,�결함�수

정,�기반소프트웨어�개선사항�

반영�용이

운영�개시� 전

시운영�단계
● ● ●

안전�기능�설계반영,�결함�수

정,�기반소프트웨어�개선사항�

반영�용이

시스템�운영�중�

정기적/비정기적� 점검�단계
○ ◐ ● 안전�기능�설계반영�및�결함�

개선사항�반영에�다소�제약

시스템�운영�중�유지보수

(프로그램�패치)를�위한�점검�

단계

◐ ● ● 안전�기능�설계반영�다소�제

약

시스템�업그레이드/고도화를�

위한�기존�시스템�분석�단계
● ◐ ●

안전기능�설계반영,�기반소

프트웨어�개선�사항�등�반영�

용이

※ 권장수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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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수행�방식�선정

▪ I-C-01.� 수행�방식(자체�진단�또는�외부�진단�의뢰)� 선정

진단 기획 ․ 추진자는 진단 대상 시스템 및 진단 영역을 고려하여 실제 진단을 수행하는 방식을 

선정한다. 진단기획 ․ 추진자는 각 진단 영역별로 요구되는 진단 수행자 역량25), 가용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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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단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하고자 하는 대상 시스템 및 진단 영역에 

적합한 내부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진단 기획 ․ 추진자는 진단 영역별로 요구되는 진단 

수행자의 역량을 갖춘 진단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내부 인력을 통해 진단이 가능한 영역은 어느 

영역인지, 진단하고자 하는 기간 내 내부 진단 인력의 투입을 위한 관련 부서 협조가 가능한지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자체 진단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진단 기획 ․ 추진자는 내부 

전문 진단 인력 및 해당 인력이 소속된 부서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영역 전체 또는 일부 진단 영역에 대해 외부 전문 기관(또는 기업)에 진단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 대상 시스템 및 진단 영역에 대한 전문 진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기업)을 조사한다. 또한, 진단하고자 하는 영역, 진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가용 예산 확보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진단을 외부 전문 기관(또는 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뢰 방식을 결정 한다. 가령,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용역발주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거나, 대상 시스템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 공고문 

내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과업지시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25)� <표� III-3-1>�진단�수행팀�구성원�역량�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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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추진�보고�및�승인

▪ I-D-01.� 진단�추진(안)� 작성

진단 기획 ․ 추진자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취지와 필요성, 진단 방향성을 정리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추진(안)을 작성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수행코자 하는 대상 시스템 및 진단 영역, 

진단 수행 방식을 기술하고 전체적인 진단 시기 및 기간, 추진 절차에 따른 일정을 상위수준에서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진단 수행방식에 따른 진단 실시 조직 구성 방안26)을 제시하도록 한다. 자체 진단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앞서 ‘수행방식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내부 전문 진단 

인력 보유 현황 및 안전 진단 인력 투입 명단(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외부 기관(또는 기업)에 진단 영역 전체 또는 일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진단 의뢰 

방식(예: 전문가 활용,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별도 발주 계약, 개보수 사업 내 과업으로 포함하여 

발주 계약) 및 소요 비용,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진단 추진(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 I-D-02.� 진단�추진(안)� 보고�및�승인
진단 기획 ․추진자는 내부 상임 의사결정자에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추진(안)을 보고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상임 의사결정자는 진단 추진 여부 및 

추진에 관한 이슈 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갖으며 부서장 또는 진단 기획 ․ 추진자의 상임권자가 내부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다.

26)� ‘<그림� III-2-1>�소프트웨어�안전�진단�추진체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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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 수행방식에�따른�진단�추진
▪ I-E-01-A.� 자체�진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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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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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서의 지원 협조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진단 기획 ․ 추진자는 기관 내 진단 전문 인력 및 

해당 인력이 소속된 부서에 최종 승인된 진단 추진(안)을 바탕으로 진단 대상 시스템, 진단 영역, 

추진 절차 및 기간, 지원 협조 사항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본격적인 진단 실시에 앞서 사전 합의 

및 협조를 구한다.

단, 진단 참여 인력 구성 확정 및 상세한 업무 범위는 ‘진단 실시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본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진단 추진방향 및 추진 기간, 진단 참여 인력의 구성안에 따른 소요 인력 

지원 등에 대한 부서 간 사전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 I-E-01-B.� 진단�외부�의뢰�추진

진단 기획 ․ 추진자는 내부 계약처리 지침 및 방법을 확인하고 사업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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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추진자는 사업 제안서를 검토하고 사업책임자와의 미팅을 통해 사업제안 내용이 소프트

웨어 안전 진단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주요 과업 내용이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누락 

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진단팀장을 포함하여 진단 인력 구성(안)에 포함된 인력이 

진단 전문가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진단에 적합한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적합한 인력을 투입하여 효과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진단 실시’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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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진단 내용 및 범위가 세부적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이에 맞게 참여인력이 

구성이 변경, 확정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다.

▪ I-E-02.� 진단총괄�및�진단팀장�선정

자체 진단 또는 진단 외부 의뢰 방식에 따른 추진이 완료되면 진단 실시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진단을 총괄 또는 실무적으로 관리할 진단총괄과 진단팀장을 먼저 선정하도록 한다.

진단 총괄은 진단 실시 단계에서 이해 관계자(또는 부서)에 지원 협조를 요청, 진단 수행 체계를 

구성하고 진단 계획, 추진경과,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승인 권한을 갖는다. 또한, 진단팀장은 진단 

수행팀의 관리자(PM)로 진단 전략 및 방법을 계획, 진단 수행 및 진단 결과 산출 등 진단 실무 

관리를 담당한다.

진단 기획 ․ 추진자가 진단총괄을 동일하게 담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진단 대상시스템 운영 ․ 관리 

책임을 갖는 담당자가 진단총괄을 담당할 수 있다. 진단팀장은 자체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 전문 진단 인력 중에서 진단 팀장을 선임하도록 하며, 외부 기업(또는 기관)에 진단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 진단 인력 구성(안)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팀장을 확정한다.

선정된 진단총괄 및 진단팀장은 진단 실시에 앞서, 진단 추진(안), 제안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 기획 의도와 취지, 진단 대상 및 영역, 각자의 담당 역할 및 업무 내용을 파악한다. 진단 총괄 

및 진단팀장은 당초 계획된 진단 기간 내 진단이 원활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진단 실시 

일자를 협의하여 확정한다.

□� II.� 진단�실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실시 단계는 진단 대상 시스템의 진단 영역(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품질 

안전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별로 진단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진단 실시 단계에서는 진단총괄자가 진단 실시에 대한 추진 전반의 권한과 책임을 갖으며, 진단 

기획 ․추진자는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계약사항에 위반 사항이나 이슈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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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시 지원하도록 한다. 기관 특성에 따라, 진단 기획 ․ 추진자가 진단총괄자와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다.

□ III.� 최종종료
▪ III-A-01.� 조치�방안�수립

조치방안 수립 단계는 진단 결과 최종 확인된 안전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진단 실시 단계’를 총괄 관리한 진단총괄자를 중심으로 진단 기획 ․ 추진자, 시스템 이해관계자 

간에 개선 조치가 필요한 내역을 확인하고 개선 용이성, 시급성 등에 따라 단기, 중장기적인 조치계획을 

협의하여 수립한다.

▪ III-B-01.� 진단�최종�종료

진단 최종 종료 단계에서 진단총괄자 또는 진단 기획 ․ 추진자는 최종 진단 수행 결과 및 조치계획 

수립 내역을 정리하여 내부 의사결정자에 보고하고 최종 종료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공식적으로 

진단을 종료한다.

진단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 진단 수행팀 지원 협조를 종료하고, TF팀으로 구성된 경우 이를 

해제한다. 외부 계약에 의해 추진한 경우 진단 수행 내용 및 결과가 계약 내용 및 수행계획서 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최종 확인하고 계약 종료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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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 안전기능�충분성�진단�절차

3.�진단�절차별�주요�활동�및�진단�방법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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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1.1� 진단�목적�및�필요성

소프트웨어 설계 시, 운영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개발된 

시스템은 아무리 설계대로 개발되었다 할 지라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내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만일 시스템이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안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할 

지라도 설계한 바와 다르게 구현되거나, 개발자 실수에 의한 누락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도 소프트웨어 패치/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운영 환경 변경, 설계 의도와 다른 

사용, 소프트웨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 생성(예: 가용 디스크량 변화, 이용자 증가, 

시스템 확장) 등 최초 구축 시와 소프트웨어 형상 또는 운영 환경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포함하여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단계에서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IEC 61508, IEC 62279, ISO 26262 등 시스템 안전 표준에서도 안전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운영, 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V-1-1┃ Accident와� Hazard� :� Swiss� chee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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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스템이 다양한 위험원을 대비해 소프트웨어 안전기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해당 기능이 

위험원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에 적절한지, 보완되어야 할 안전기능은 없는지 등을 점검 ․ 확인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은 다양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위험도를 평가, 위험정도에 

따른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 도출하는 활동이다.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의 가장 큰 장점은 시스템 운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장애나 사고를 

파악하고 시스템적으로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위험원을 미리 식별,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등 고도화 시 이 같은 안전기능을 

반영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1.2� 진단�체계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은 시스템이 다양한 위험원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위험에 예방 ․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은 상위수준에서는 준비, 계획, 수행 및 종료 등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단계는 진단 준비, 시스템 예비분석, 진단계획 수립, 착수 보고, 시스템 현황 분석, 위험분석 

등과 같은 세부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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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2┃ 안전기능�충분성�진단�체계

또한,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이해관계자는 진단총괄, 진단 수행팀(진단팀장 및 진단팀원), 진단 

지원 인력(기술지원담당, 시스템사용자)으로 구성된다. 진단 총괄은 진단 실시단계에서 진행상황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진단 계획, 결과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권한을 

갖는다. 진단 수행팀은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위험분석을 통해 

위험원을 식별 및 위험도를 평가하고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등 진단 실무를 수행한다. 

진단 지원 인력은 진단 대상 시스템을 운영, 관리 또는 개발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시스템 관련 

담당자로서, 진단에 필요한 산출물 및 진단 환경을 제공하고 시스템 분석과 위험분석을 위한 시스템 

설명, 예비위험분석 활동, 인터뷰, 면담 등을 지원한다.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절차 및 방법, 진단 이해관계자 역할 및 역량 등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에 

관한 상세 내용을 제2절 및 제3절에서 소개한다. 제시된 진단절차 및 방법은 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상황이나 시스템 특성에 맞게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수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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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능�충분성� 진단� 절차2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준비 단계, 계획 단계, 수행 단계, 

종료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RE�준비단계 PLN�계획단계 EXE�수행단계 END�종료단계

∙진단� 목적/범위�

정의

∙진단�수행팀�구성�

∙사전� 준비사항�

협의� 및� 준비

∙시스템�예비분석

∙진단계획�수립�및�

보고

∙시스템�분석

∙위험분석� 및� 위험도�

평가

∙안전기능� 충분�여부�

확인

∙결과� 검토

∙결과� 보고�및�

보고서�완료

┃그림� V-2-1┃ 안전기능�충분성�진단�절차

준비단계에서는 진단 목적, 범위 등을 협의하고 진단 이해관계자를 식별하여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는 

등 진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리 및 준비한다.

계획단계에서는 시스템 예비 분석을 수행하고 추진 전략, 방법, 일정 등 세부적인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계획을 보고 및 공유한다.

수행 단계에서는 시스템을 상세히 분석하고 시스템과 관계된 위험원을 식별한다. 식별된 위험원의 

발생 원인 분석, 위험도 평가 등을 수행하고 시스템의 안전기능의 확보 상태를 진단하도록 한다.

종료단계는 진단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위험분석 결과 및 안전기능 도출 결과 등을 상호 검토 

및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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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1.� 안전기능�충분성�진단�단계�활동
단계 세부단계 주요�활동(태스크)

(PRE)� 준비단계

A.� 진단� 목적�및�범위�정의

◦진단� 목적�정의

◦안전� 관련�표준,� 지침�등�준수�여부� 확인

◦진단� 범위(상위수준)� 협의

B.� 진단� 이해관계자�식별�및�

� � � 진단�수행팀� 구성

◦진단� 이해관계자�식별

◦진단� 지원�인력�협조� 요청

◦진단� 수행팀�구성

C.� 사전� 준비사항� 협의�및�준비

◦진단� 사전�준비사항�협의

◦진단� 환경,�산출물�등�사전�준비

◦사전� 준비�상태�확인

(PLN)� 계획단계

A.� 시스템�예비분석

◦시스템�현황분석

◦시스템�형상변경�내역�식별

◦진단범위(상세수준)�조정�및�협의

B.� 진단� 계획�수립

◦진단� 전략�및�방법�수립

◦진단� 참여인력� 구성�확정�및�역할� 분담

◦진단� 계획서(초안)�작성

C.� 진단� 계획�보고

◦계획보고�회의� 준비�및�개최

◦진단� 계획서(초안)�보완

◦진단� 계획서�배포

(EXE)� 수행단계

A.� 시스템�분석
◦시스템�구조,� 데이터�흐름� 등� 상세�분석

◦시스템�장애,� 안전사고� 현황�파악

B.� 시스템�위험분석

◦안전� 중요�기능�식별

◦위험� 사건�식별

◦위험원�식별

◦시스템�위험�분석

◦시스템�위험�평가

C.� 안전기능�도출
◦안전기능�요구사항�도출

◦안전기능�현황� 파악�및�최종�안전� 기능�정리

(END)� 종료단계

A.� 진단� 결과�검토

◦진단� 결과�정리�및�공유

◦진단� 결과�검토

◦진단� 결과�보고서(초안)� 작성

B.� 결과� 보고�및�보고서� 완료

◦결과� 보고�회의�준비� 및� 개최

◦진단� 결과�보고서(초안)� 보완

◦진단� 결과�최종보고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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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절차별� 주요� 활동� 및� 진단� 방법3

3.1� 준비�단계(PRE)

준비 단계는 진단 목적, 범위를 협의하고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는 등 진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정리 및 준비하는 단계이다. 준비단계는 크게 3가지 세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세부 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V-3-1┃ 준비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 PRE-A.� 진단목적�및�범위�정의

┃그림� V-3-2┃ 진단목적�및�범위�정의�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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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01.� 진단�목적�정의�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27)은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을 수행하는 목적을 정의하도록 한다.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의 기본적인 목적은 시스템에 잠재하는 위험원을 도출하고, 파급정도를 고려하여 위험원을 

사전 예방하거나 그 피해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진단 목적은 진단을 수행하는 시점이나 진단 결과의 활용 계획 측면에서 더 세분화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면,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 계획에 반영할 추가 안전기능 도출이 주 목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선 하고자 

하는 기능 요구사항을 상세히 정의하고 안전 파급도, 변경 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개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타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시스템을 확장을 앞둔 시점인 

경우에는 시스템 연계 또는 확장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이 무엇이 있으며, 

해당 위험원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될 수 있다.

▪PRE-A-02.� 안전관련�표준,� 지침�등�준수�여부�확인

진단 대상 시스템이 개발 단계에서 적용한 규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적용한 표준, 지침이 존재하는 

경우 표준 준수성 확인을 포함하여 진단을 수행할지, 안전 관련 표준에 따라 개발되어 위험분석을 

수행한 산출물이 있는 경우 본 진단에 기 위험분석 산출물을 활용할지 등에 따라 진단 범위와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표준이나 지침을 준수한 시스템인 경우, 준수한 표준이나 

지침 종류와 준수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산출물 목록을 확보 하도록 한다.

27)�진단�총괄과�진단�수행팀장은�진단�기획 ․ 추진단계에서�미리�선정하였으며,�이로�인해�본격적인�진단�실시�단계�초기부터�신속하게�업무�진행이�

가능함(‘IV.� 소프트웨어�안전�진단�기획�및�추진’의� ‘2.1� 기획 ․ 추진단계� >� I-E-02.� 진단총괄�및�진단팀장�선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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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03.� 진단�범위(상위수준)� 상호�협의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은 진단 목적, 시스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진단 범위를 상위 수준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진단 범위는 서브시스템 레벨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이 기관 내 ․ 외부의 

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거나 센서, 계측기, 중계기 등 각종 현장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경우 상위수준으로 연계 범위까지 고려하여 진단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추후 필요 시 

진단계획 단계에서 시스템 예비분석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PRE-B.�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진단� 수행팀� 구성

┃그림� V-3-3┃ 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진단�수행팀�구성�세부�활동



78

▪PRE-B-01.� 진단�이해관계자�식별

진단 총괄과 진단 팀장은 진단 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진단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도록 한다. 

진단 이해관계자는 진단을 전반적으로 추진 ․ 관리하는 진단총괄, 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진단 수행팀, 

진단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진단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

원활한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 대상 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스템 

사용자나 기술지원 담당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하는 담당자를 의미하며, 기술지원 담당은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유지보수 하는 담당자, 시스템을 

개발한 담당자가 해당된다. 기술지원 담당은 진단에 필요한 산출물이나 진단환경을 제공하고, 시스템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구조, 주요 기능 등의 시스템 정보, 장애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분석 

인터뷰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을 직접 운영 또는 활용하는 실무자가 해당된다.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 전체 기능 중 활용이 빈번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기능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흐름(비지니스 로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원 식별 및 위험도 평가 등 위험분석을 

위한 인터뷰를 지원한다.

┃그림� V-3-4┃ 안전기능�충분성�진단�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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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1.� 진단�이해관계자�역할�및�주요업무�
역할 주요업무

진단� 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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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단�전략�및�계획� 수립

� -� 개발 ․ 운영�산출물� 등을�활용한� 시스템�분석

� -� 시스템�위험원�식별�및�위험분석,� 위험도�평가

� -� 위험�경감�전략� 등� 안전�기능�요구사항�도출� 및� 시스템�안전� 기능현황� 파악

� -� 진단�결과�정리� 및� 보고

진단�지원�인력

� -� 진단에�필요한�정보(예:� 개발산출물,� 시스템�운영� 정보)� 제공

� -� 시스템�분석을�위한�시스템�설명�및�인터뷰

� -� 진단�환경(진단� 장소,�장비� 등)� 제공

� -� 예비위험분석,� 위험도�평가,�안전기능�보유�현황� 파악�지원�

� -� 위험분석� 및�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결과�검토� 및� 피드백

▪PRE-B-02.� 진단�지원�인력�협조�요청

진단 총괄은 식별된 진단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가 소속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원활한 

협조요청을 위하여 진단 목적과 범위, 대략적인 진단 일정, 지원인력의 주요 업무를 포함한 간략한 

인력 지원 협조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한다.

▪PRE-B-03.� 진단�수행팀�구성

진단팀장은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을 수행할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진단 수행팀은 진단 

팀장과 진단팀원으로 구성되며, 진단 팀장은 진단 전략을 수립, 절차, 방법, 추진일정 등 진단 전반을 

계획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진단팀원은 진단 대상 시스템 분석, 위험분석,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등 진단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진단팀장은 진단 수행팀 구성 시, <표 V-3-2>와 같은 역량 조건을 고려하여 진단 팀원을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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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진단 수행팀 규모는 시스템 규모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표� V-3-2.� 진단�팀원의�필요�역량
구분 역량�조건

진단�팀원

-� 개발�산출물�및�시스템에�대한�이해�및�분석�능력

-� 위험분석�기법을�활용한�위험원�식별�및�분석�능력

-� 도메인�지식�혹은�유사�시스템에�대한�지식�및�경험�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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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역량� 조건은�시스템� 특성�및�기관� 특성에�따라� 달라질�수�있음�

미 국방부에서 발간한 시스템 안전 핸드북28)에 따르면, 시스템 안전 분석은 가급적 시스템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부서에서 주도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만큼 진단의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진단팀장은 진단 과정 및 결과가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8)� Joint� Software� Systems� Safety� Engineering� Handbook,� D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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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 사전�준비사항�협의�및�준비

┃그림� V-3-5┃ 사전�준비사항�협의�및�준비�세부�활동

▪PRE-C-01.� 사전�준비사항�협의

원활한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을 수행하는 환경,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산출문서, 

시스템 담당자의 설명 및 인터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진단팀장과 진단 총괄은 진단에 필요한 

사항과 진단 착수일을 상호 협의하고, 사전 준비사항 및 준비 기한 등에 대해 협의한다.

진단에 필요한 산출물들은 시스템 분석 및 위험분석에 활용되는 기반 문서로서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유지보수 이력서, 시스템 운영 ․ 관리 지침, 장애 이력 등이 해당된다. 예비위험분석서, 

종합안전대책기술서(Safety Case), 안전요구사양서 등 시스템 안전 분석과 관련된 산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산출물 준비 목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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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3.� 진단에�활용�가능한�시스템�산출물(예)29)
개발�산출물(예) 운영�산출물(예)

-� 시스템(HW,� SW,�네트워크)�구성도

-� HW/SW�목록,�설치�결과서

-� 시스템/소프트웨어�요구사항서�명세서

-� 시스템/소프트웨어�기능�명세서

-� 시스템�위험�분석서/안전분석서

-� 시스템�아키텍처�설계서

-� 소프트웨어�상세�설계서

-� 업무(비즈니스)�프로세스�흐름도/설계서

-� 타�시스템�연계�인터페이스�설계서

-�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 시스템�백업�및�복구�계획서

-� 단위/통합/시스템/인수/성능(부하)�시험�계획서/결과서

-� 시험�테스트케이스/시나리오

-� 시스템�업그레이드�후�인수테스트�항목�및�방법

-� 이중화�테스트�계획서/결과서

-� 백업/복구�정책/계획서/시나리오

-� 시스템�변경내역서/대장(형상변경�내역서)

-� 시스템�사용자/관리자�매뉴얼(운영�매뉴얼)

-� 기타(제안요청서,�제안서)

-� 시스템(운영체제)�로그

-� 시스템�장애�유형�및�관리�대장

-� 유지보수�내역서

-� 정기점검�결과서

-� 모니터링�툴�및�모니터링�시스템�

-� 시스템�모니터링�체계�및�절차

위험분석�관련�산출물(예)

-� 예비위험분석서

-� 시스템�위험분석서

-� 서브시스템�위험분석서

-� 인터페이스�위험분석서

-� 운영�및�지원�위험분석서

-� 시스템�안전�요구사양서

-� 종합안전대책기술서(Safety� Case)

사전 준비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단팀장은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 종류나 

상태, 진단 환경, 진단 시 제약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전질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진단팀장은 진단 총괄과 상호 협의한 사전 준비사항 결과(제공 내용, 준비 기한, 제공 형태 등)를 

간략히 문서로 정리하여 사전 준비상태 점검 시 활용하도록 한다.

29)� ‘IEC�60880:2006�Nuclear�power�plants�� Instrumentation�and�control�systems� important�to�safety��Software�aspects�for�computer-based�

systems�performing� category�A� function의�Annex� F(Typical� list� of�Software� documentation)’�및� ‘CBD�소프트웨어�개발�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NIA,� 2011)’에서�제시된�소프트웨어�개발�산출물을�바탕으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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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4.� 진단�사전�준비사항�협의를�위한�사전�질의서(예)�
구분 번호 내용

산

출

물

1 시스템�개발�시�준수한�표준,� 지침�등이�있는가?� 해당�문서�제공이�가능한가?

2
보유하고�있는�시스템�산출물에는�어떤�것이�있는가?�제공�가능한�문서�범위는?(가능�시,�산출물�

목록� 확인)

3
산출물의�현행화�정도는�어느�정도�인가?�산출물이�현행화�되어�있지�않은�경우,�시스템�현�상태�

파악을�위하여� 활용할�수�있는� 자료는�무엇이�있는가?

4
시스템�관련�장애,�사고에�대한�내역�기록�및�조치�경과�산출물이나�별도�위험분석�산출물을�보유하고�

있는가?

5
산출물을�기관�내부(또는�해당부서)에서�모두�보유/관리하고�있는가?�외부�기관(또는�타�부서)에�

사전� 협조를�구하고�요청해야�할�자료는� 없는가?

6
산출물의�열람�및�활용에�제약사항(예:�DRM�의무설치,�출력제한,�보안상�문세�제공가능�범위)은�

없는가?

진단

환경

7 주요�진단�지역/장소는�어디인가?�진단�기간�동안�장소(예:�회의실,�인터뷰�장소)�지원이�가능한가?

8 진단환경�활용� 시� 제한�사항(예:� 활용�시간,� 규모,� 네트워크� 사용�제약)은�없는가?

9
장비�반입에�대한�보안�승인,�사전�조치�내역,�장비활용�규약(예:�장비활용�범위,�허용�범위�소프트웨어,�

시건/잠금장치�사용여부)은�어떻게�되는가?

10
시스템�분석을�위해�시스템에�접속하여�확인이�가능한가?�어느�범위까지�가능한가?�(예:�비즈니스�

플로우에�따른�시스템�동작�상태�확인,�특정�시나리오에�따른�시스템�반응�결과�확인�가능�여부)

진단

지원

11
진단�인력이�타�부서�또는�외부�인력인�경우�신원확인�등�보안출입을�위해�사전�준비할�사항은�

없는가?

12
시스템�설명,�인터뷰,�시스템�접속�등의�지원이�모두�기관�내부�인력으로�지원�가능한가?�협조가�

필요한�외부�기관(또는�기업)�인력은� 없는가?

13
진단�지원을�받기�위한�협조�절차,�지원�가능�기간,�시간상�제약사항(예:�순환근무에�따른�인터뷰�

지원일자/시간�제약)이� 어떻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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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02.� 진단�환경,� 산출물�등�사전준비

진단 총괄은 사전 준비사항 파악 결과를 토대로 진단 환경, 산출물 등을 준비한다. 진단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진단장소(예: 회의실)를 미리 확인하고 진단 수행팀에 제공해야 할 산출물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특히, 타 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산출물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준비 기한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관 외부 인력이 진단 수행팀에 참여하는 경우 진단 총괄은 기관 보안규정에 따른 신원확인, 

출입 허가, 장비 반입 허가, 산출물 권한 승인 절차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PRE-C-03.� 사전�준비상태�확인

진단총괄 및 진단팀장은 진단 착수 전에 사전에 협의하였던 준비사항을 기반으로 준비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시스템 산출물(개발 산출물, 운영산출물, 장애/유지보수 산출물)을 전달 받아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단환경(진단 장소, 네트워크 상태, 시스템 접속 가능한 환경), 

보안 허가 등이 충실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3.2� 계획�단계(PLN)

진단 수행팀은 협의된 일자에 진단을 착수하고, 시스템 예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진단 이해관계자에 공유한다.

┃그림� V-3-6┃ 계획�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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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N-A.� 시스템�예비분석
진단 수행팀은 진단 계획 수립에 앞서 시스템 특성을 상위 수준에서 파악하는 예비분석 활동을 

수행한다. 시스템 예비분석은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진단 전략 및 방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V-3-7┃ 시스템�예비분석�세부활동

▪PLN-A-01.� 시스템�현황�분석�

시스템 현황 분석의 일차적인 목적은 진단 전략, 방법 등을 계획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기본사항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위험 분석 범위를 협의하기에 앞서 전체 시스템 기능에서 주요 

업무 목표나 안전과 관련된 중요 기능을 식별하는 것이다.

진단 수행팀은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 운영자 매뉴얼 등 진단 착수 시 전달받은 시스템 산출물을 

검토하여 시스템 운영목적, 시스템 구조, 주요 기능, 데이터 흐름, 외부 연계 시스템 등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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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위수준에서 파악한다. 관련 산출물이 미흡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나 개발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여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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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5.� 시스템�현황분석�질의서(예)
번호 내용

1 시스템�운영�목적� 및� 주요�임무는� 무엇인가?

2 시스템에서� 가장�주요한� 기능�또는�서브시스템은�무엇인가?

3 시스템이�어떻게�구성되는가?�타�시스템과�연계�관계가�있는가?

4 시스템�구축�시기� 및� 업그레이드�이력�또는� 계획이�어떻게�되는가?

5 시스템을�운영하는�기간� 및� 시간은�언제인가?

6 시스템을�운영,�유지보수�하는�담당자�내역�및�역할,� 주요�임무는�무엇인가?

7 시스템이�운영되는�환경(자연적,� 기술적,� 물리적�환경)은� 어떻게�되는가?

8 시스템과�관련한�주요�사고나�장애를� 분석하여� 보유하고� 있는가?

9 시스템�장애�시�어떤� 결과가�초래될�수�있으며� 그� 영향�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10 시스템�운영자� 입장에서� 시스템과� 관련한�장애� 중� 어떤�장애가� 치명적이라고�생각하는가?

11 시스템의�운영�조건(정상�운영조건,�제한�운영조건,�유지보수조건,�긴급/비상대응�조건)이�어떻게�구성되는가?

예비 분석 결과는 추후 시스템 상세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리스트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등 문서 형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기능 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과 

서브시스템별 기능 및 세부 기능 등 2~3단계 수준으로 간단히 작성한다.

○표� V-3-6.� 기능리스트�양식(예)
서브시스템 기능 세부기능 기능�설명

가급적 기능 분석은 시스템 발주서, 제안서,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기능 정의서, 기능목록 등을 

기반으로 하되 정상 운영 모드의 기능 뿐 아니라 제한운영 모드, 유지보수 모드 등과 같은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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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모드의 기능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기능�운영�모드� (예) >

∙정상운영�모드� :� 정상적인� 운영�상태에서의�동작� 모드

∙제한운영�모드� :� 시스템의� 구성요소,�일부�기능의�고장,� 기능�저하�등으로�인한�제한� 동작�모드

∙유지보수�모드� :� 시스템의� 구성요소를�유지보수�하기�위한� 모드

∙긴급/비상대응�모드� :� 긴급�사고나� 재난�상황�또는� 발생�이후의� 비상�대응하기�위한�모드

또한, 진단 수행팀은 진단 대상 시스템이 안전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 되었거나 위험분석이 기 

수행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 수행된 이력이 있는 경우 위험분석이 위험분석 산출물을 

진단에 활용가능 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표� V-3-7.� 위험분석�산출물�검토�사항
번호 내용

1 기�위험분석�수행�범위가�진단하고자�하는� 시스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가?

2 대상�시스템의�운영�목적과�주요�기능,�안전�업무와�연관도를�확인�했을�때�누락된�위험원은�없는가?

3 시스템� 구성,�기능� 상� 변경된�사항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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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한� 표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위험분석이�수행�되었는가?

7 위험분석이�제품� 생명주기� 동안�반복�수행되며�업데이트�수행� 되었는가?

8 위험원� 로그(Hazard� Log)를�통해� 위험원이� 지속적으로�추적�및�관리되고�있는가?

9 요구되는�수준으로�안전�대책이�어떻게� 적용되었으며�그�결과는�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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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험분석 산출물 검토 결과는 추후 진단 계획 수립 시, 위험분석 결과를 일부 활용한 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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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및 활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활용 가능한지, 또는 위험원 분석을 전체적으로 새로 수행할지 

등 진단 전략 수립에 반영한다.

▪PLN-A-02.� 시스템�형상�변경�내역�식별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의 주요 형상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전달받은 시스템 

산출물 대비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일치성을 반드시 확인한다. 시스템 형상 변경 내역에 대한 

산출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순히 전달받은 산출물을 기반으로 위험분석을 수행 

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산출물이 시스템의 주요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었는지, 현재 형상과 상이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 활용 가능 범위를 식별하고 산출물이 

현재 형상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략(예: 인터뷰 및 면담, 시스템 

접속 분석, 대체 가능한 운영산출물 확보)을 수립해야 한다.

▪PLN-A-03.� 진단�범위(상세수준)� 조정�및�협의

진단 수행팀은 진단 대상 시스템의 볼륨(규모) 측면과 진단 내용 측면을 포함하여 진단 범위를 

상세수준으로 협의한다.

진단 수행팀은 진단 대상 시스템 볼륨(규모) 측면에서, 준비단계에 상위수준으로 협의하였던 

시스템 진단 범위 대비 추가, 조정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시스템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된 

시스템 정보와 제약사항, 전체적인 진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단 범위를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시스템 현황 분석 정도에 따라 서브시스템 내부 모듈이나 기능 레벨 수준까지 상세하게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안전 관련 표준이나 지침을 준수한 경우, 표준 또는 지침 준수성 여부 확인을 진단 범위에 

포함할지, 사고 기여 요인 측면에서 어느 요인 측면까지 위험 분석을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하도록 한다. 사고 기여 요인은 인적 ․ 관리적 요인30), 외부 ․ 환경적 요인31), 기술적 요인32)으로 

30)� 인적 ․ 관리적�요인�예� -� 상황�판단이나�의사결정�오류,� 절차나�규정�위반

31)� 외부 ․ 환경적�요인�예� � 기후악화,�자연재해�또는�테러�등의�불법�행위

32)� 기술적�요인�예� -� 기능결함,�시스템�구성�오류,� 성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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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능하다. 위험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고 기여 요인 범주가 진단 이해관계자 간에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분석 시 고려할 사고 기여 요인 범주(예: 기술적 요인 측면에 대해서만 위험분석 

수행, 외부 ․ 환경적 요인은 배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 PLN-B.� 진단�계획�수립

┃그림� V-3-8┃ 진단�계획�수립�세부�활동

▪PLN-B-01.� 진단�전략�및�방법�수립

진단 수행팀에서는 시스템 개발 ․ 운영 산출물의 확보 정도와 현행화 상태, 위험분석 기 수행 

유무, 위험분석 산출물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진단 전략과 방법을 수립한다.

‣ 진단 전략 수립

위험원 식별 및 위험분석을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 ․운영 산출물이 상당 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현행화가 미흡하여 현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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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물을 토대로 한 시스템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개발사 제안서, 구축보고서와 같은 기초 산출물을 통해 시스템을 개략적 수준에서 파악하고, 질의서 

등을 활용하고 시스템 관계자와의 인터뷰, 면담 비중을 늘리도록 한다.

진단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위험분석을 기 수행한 결과가 있는 경우, 위험분석 산출물 검토

(‘PLN-A-01’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신규로 위험분석을 수행할지, 일부 범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위험분석을 수행할지 등의 진단 전략을 수립한다. 기존 위험분석이 진단하고자 하는 시스템 범위를 

포함하여 이루어졌고, 시스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추적 ․ 갱신 된 경우에는 기존 위험분석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진단 대상 시스템에 대한 위험분석을 전혀 수행한 적이 없거나 미흡하고, 

진단 범위와 기 위험분석 범위가 상이하거나 시스템 변경에 따른 추가적 위험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위험분석을 수행한다.

‣ 진단 절차 수립

또한, 진단 수행팀은 대상 시스템 특성, 시스템 산출물의 상세화 정도, 진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단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 IEC 61508, IEC 62279와 같은 기능 안전 표준에서는 보편적으로 

개념정의, 범위정의, 위험원 및 위험분석, 안전 요구사항 명세, 안전 요구사항 할당 절차로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안전기능 충분여부 진단 절차 또한 보편적 위험분석 절차에 

따라 시스템 개념 및 특성 분석, 위험원 식별, 식별된 위험원에 대한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안전 

요구사항 도출 단계로 구성된다.

‣ 위험분석 기법 선정

진단 수행팀은 진단에 활용할 위험분석 기법을 선정한다. 진단팀장은 진단 대상 시스템에 관해 

확보한 산출물, 분석 가능한 범위와 깊이, 진단 수행팀의 기법 활용 경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진단에 활용할 위험 분석 기법을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33)IEC 62425와 같은 일부 표준에서는 

안전무결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험분석 기법을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안전 

33)� IEC� 62425:2007� Railway� application�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Safety� related� electronics� systems� for�

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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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준이나 지침을 참고하여 기법을 선정할 수도 있다.

┃그림� V-3-9┃ 안전무결�등급에�따른�위험분석�기법(IEC� 62425)34)�

‣ 위험도 평가 기준 및 조치 기준 준비

진단 수행팀은 진단 결과에 대한 이해 관계자 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에 필요한 위험도 

평가 기준 및 개선 조치 기준 등을 미리 수립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위험도 평가 기준은 도출된 

위험원의 위험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해당 위험원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의할 수 있다. 개선 조치 기준은 도출된 위험원 중 조치가 필요한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기준으로서 위험도를 기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령, 위험도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가장 낮은 등급의 경우에는 개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수 있다.

‣ 진단 일정 수립

34)� IEC� 62425:2007� Railway� applications�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Safety� related� electronics� systems�

for� sign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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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현황 분석 시 파악한 시스템 규모, 특성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진단 일정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스템 예비분석, 진단 계획 수립 및 보고, 시스템 분석, 시스템 위험분석, 안전기능 

충분 여부 확인,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일련의 진단절차별 소요일자를 고려하여 추진 일정을 

수립한다.

계획보고 일자, 중간보고 일자, 결과보고 일자와 같은 공식 보고 일자를 진단 총괄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시스템 설명, 인터뷰, 질의면담, 시스템 접근과 같이 진단 수행팀 이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활동의 경우 희망하는 일자, 시간, 횟수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만일,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이외에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 진단, 기반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각 진단 분야별 진행 절차에 맞게 세부 일정을 수립하되 계획보고, 중간고보, 

결과보고 등의 공식 보고 일정은 가급적 동일하게 추진되도록 한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단 분야별로 시스템 분석 일정, 인터뷰, 면담 등 진단 지원 인력 활용 일정을 합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PLN-B-02.� 진단�참여인력�구성�확정�및�역할분담

진단팀장은 진단 총괄과 협의하여 진단팀, 진단 지원 인력 등 진단 참여인력 구성을 확정 및 

역할 분담을 한다.

앞서 준비단계에서 진단 이해관계자를 1차적으로 식별하고 진단 지원 협조 및 진단팀 구성을 

수행한 바 있다. 진단팀장은 진단 범위 및 진단 방법을 고려하여 1차 식별 및 구성한 참여인력 

대비 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협조가 필요한 진단 팀원, 진단 지원 인력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단 

총괄과 협의하여 인력 구성을 확정한다.

또한, 구성된 진단 팀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각 팀원별로 수행해야 할 진단 영역, 역할 등을 분담하고, 

기술지원담당, 시스템 사용자와 같은 진단 지원 인력의 지원 사항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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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B-03.� 진단�계획서(초안)� 작성

진단팀장은 진단 목적 및 범위, 진단 이해관계자 간 역할, 진단 일정 등 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진단계획서(초안)를 작성한다. 진단계획서는 진단 계획 보고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공유, 검토되는 

문서이므로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 PLN-C.� 진단�계획�보고
진단 총괄, 진단 수행팀, 시스템 사용자 등 진단 이해관계자 간 진단 계획 보고 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합의(Consensus)를 이루도록 한다.

┃그림� V-3-10┃ 진단�계획�보고�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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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C-01.� 계획보고�회의�준비�및�개최

진단총괄과 진단 수행팀은 진단계획 및 진단 제약사항, 지원 요청 사항 등 이해관계자 간 공유 

및 합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계획보고 회의를 준비한다.

진단총괄은 진단 계획 보고 회의 장소, 일정을 협의하고 참석자 범위를 선정(예: 진단총괄, 진단 

수행팀, 기술지원담당, 시스템 사용자, 외부 연계 기관 담당자)를 하여 사전에 회의를 공지 및 참석을 

요청한다. 필요 시, 진단 계획서 등 진단 보고 회의 자료를 참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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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한다. 

진단팀장은 진단계획서를 기반으로 진단 범위, 진단 절차 및 일정 등의 계획을 설명한다. 또한, 

진단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역할에 따른 업무분장 내역, 지원 요청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한다.

아울러, 위험도 평가 기준 및 위험 조치 기준은 본격적인 진단 수행 시 위험도를 일관되게 평가하고 

조치 대상 범위를 선정하는 기준 데이터로 활용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도록 한다.

▪PLN-C-02.� 진단�계획서(초안)� 보완�

진단 수행팀은 계획보고 회의 내용 및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단계획서 초안을 보완하여 진단총괄에 

제출한다. 진단총괄은 진단계획서를 검토하여 누락되었거나 모호한 사항은 없는지, 계획보고 회의에 

합의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진단팀장은 진단총괄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진단 계획서를 최종 보완한다.

▪PLN-C-03.� 진단�계획서�배포

진단팀장 또는 진단총괄은 검토 ․보완된 진단 계획서를 진단 보고 회의에 참석한 진단 이해관계자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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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행�단계(EXE)

진단 수행 단계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상세 분석을 시작으로 시스템 위험원을 식별하고 이를 

감지, 회피,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이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 단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 상세분석, 시스템 위험분석, 안전기능 도출 등 3개의 서브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V-3-11┃ 수행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보편적인 위험분석 절차는 개념정의, 범위정의, 위험원 및 위험분석, 안전 요구사항 명세, 안전 

요구사항 할당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가이드에서 제안하는 안전기능 충분여부 진단 수행 방법 

또한 보편적인 위험분석 절차를 따른다. 진단 대상 시스템의 개념과 특성 등을 분석하고 위험원을 

식별한 후, 식별된 위험원에 대한 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흐름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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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12┃ 위험분석�절차�및�안전기능�충분�여부�진단�절차

□ EXE-A.� 시스템�분석

┃그림� V-3-13┃� 시스템�분석�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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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A-01.� 시스템�구조,� 데이터�흐름�등�상세�분석

진단 수행팀은 본격적인 시스템 위험분석에 앞서 진단 대상 시스템의 기능, 운영환경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시스템에 잠재된 위험원을 도출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기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상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 상세 분석 활동을 통해 시스템의 물리적 ․ 논리적 아키텍쳐, 상세 기능, 내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계, 비즈니스 시나리오, 서브 시스템 간 데이터 흐름 등 시스템을 면밀히 

파악한다.

시스템 분석을 위해서는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아키텍쳐 설계서, 소프트웨어 설계서, 데이터 

흐름도와 같은 개발 시 작성된 산출물과 유지보수 대장, 시스템 점검 이력, 장애 ․ 사고 일지 등의 

운영 산출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반면, 시스템 산출물이 충분하지 않거나 현행화가 미흡한 경우에는 산출물을 통한 시스템 상세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전달받은 산출물을 기초 자료로 하여 시스템 현황 파악을 위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기술지원담당자, 시스템 사용자 등과 인터뷰 면담을 반복 수행하거나 시스템 

운영실 동반 모니터링, 시스템 접속 확인 등을 통해 시스템을 분석하도록 한다.

시스템 분석 내용은 이후 시스템 위험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분석 결과를 기능 

블록도나 순차 다이어그램, 서브시스템 분석서 등 문서형태로 정리할 것을 권장한다. <표 V-3-8>과 

같은 서브시스템 분석서를 활용할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과 서브시스템별 기능, 데이터 

입출력 관계 등을 상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V-3-8.� 서브시스템�분석서(예)
서브시스템 입력관계 출력관계

ID
서브
시스템

기능
설명

서브
시스템

기능 서브
시스템

기능

L1 L2 L1 L2 L1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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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기능 식별번호

∙ 서브시스템 :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 기능 : 서브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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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참고 | 시스템�구조,�데이터�흐름�분석
기능�블록도나�순차�다이어그램을�활용하여�서브시스템�구성,�내 ․ 외부�데이터�흐름을�직관적으로�

분석�및�정리�할�수�있다.�특히,�순차�다이어그램을�이용하여�위험분석을�수행할�때�특정�소프트웨어기능의�

오류가�다른�소프트웨어기능에�어떤�영향(Effect)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시스템�기능�블록도(예)

순차�다이어그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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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A-02.� 시스템�장애,� 안전사고�현황�파악�및�사고�유형�정의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였던 시스템 장애 이력이나 사고 내역을 확인한다. 

유지보수정기점검 대장이나 장애내역서, 운영실적 등의 산출물, 유사 시스템의 장애사고 사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등과 인터뷰를 수행하여 확인한다.

진단 수행팀은 장애 ․ 사고 내역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 운영자, 기술지원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장애 ․ 사고의 발생원인, 직간접적 영향, 피해규모, 이후 조치 내역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유사 시스템의 장애사고 사례를 참고로 하여 추가적인 유사 장애, 사고는 없었는지, 추후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발생한다면 예상되는 그 피해내용과 규모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표� V-3-9.� 시스템�장애,� 안전사고�현황�파악을�위한�인터뷰�질의(예)
번호 내용

1 주요�시스템� 장애,�안전사고�내역은?

2 시스템�장애,�안전사고에�대한� 발생�전조가� 있었는가?

3 시스템�장애,�안전사고의�발생� 원인이�무엇이었는가?�

4 장애,�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시스템(또는�서브시스템,� 기능,� 구간� 등)은� 무엇인가?

5 운영자의� 실수,�오류가�장애,� 안전사고에�어느�측면에서�영향을�미칠�수�있는가?� 그� 파급도는?

6 시스템�장애,�안전사고�발생�시�영향� 받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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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안전사고�발생� 시� 이를�감지,� 제거,� 피해를�감소하기�위해�어떤� 방책이�수립되어있는가?�

10 위험에�대한� 방지�기능이� 실패하거나�잘�못�동작한� 경우는�없는가?

11 유사�도메인(또는�시스템)에서�발생한� 장애,�사고가�본�시스템에서도� 발생할�가능성이�있는가?

12 유사�도메인(또는�시스템)에서�발생한� 장애,�사고가�본�시스템에�발생한다면�그�결과는�무엇인가?

진단 수행팀은 장애사고 내역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과 관련한 사고 유형을 정의하도록 

한다. 기관에서 정의한 사고 유형 목록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되었거나 도출된 

사고 유형이 있으면 추가하여 정리한다.



102

□ EXE-B.� 시스템�위험분석
시스템 위험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이나 시스템 운영에 있어 중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원을 시스템 레벨에서 도출하고 해당 위험원의 발생원인, 파급 영향 등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V-3-14┃ 시스템�위험분석�세부�활동

▪EXE-B-01.� 안전�중요�기능�식별�

진단 수행팀은 진단 대상 시스템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기능을 식별하도록 한다. 

안전 중요(Safety-Significant) 기능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 민감(Safety-Critical) 

기능과 치명적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Safety-Related) 기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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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15┃ 안전�관련�기능�식별35)�

위험분석 초기에 안전 중요 기능을 식별하는 것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건(Hazard Event)이

나 시스템 위험원(System Hazard)을 식별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와 같은 산출물과 시스템 분석 시 작성한 

기능 목록 등을 기반으로 각 기능에서 문제 발생 시(예: 기능 미완료, 기능 미동작, 오동작, 기능 

수행 시 인터럽트 발생, 동작 시간이나 동작 순서에서 벗어남) 해당 문제가 안전에 미치는 결과를 

검토하여 안전 중요 기능을 식별한다.

○표� V-3-10.� 안전�관련�기능�식별(예)
철도관제시스템�안전�관련(Safety� Related)� 기능�식별(예)

열차�번호,� 위치�표시�기능 제어권�설정�기능

신호기�상태� 표시�기능 현장� 설비�상태�표시� 기능

궤도�점유�상태� 표시�기능 전력� 공급�상태�표시� 기능

스케쥴�설정� 기능 시스템�구동/재구동� 기능

안전 중요 기능을 식별하는데 다음과 같이 FHA(Functional Hazard Analysis)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FHA는 시스템이 보유한 기능 중 그 기능의 손실 또는 제한, 오동작 시 그 결과와 파급정도를 

분석하여 안전 중요 기능을 식별하는 기법으로 발생가능성(Probability)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35)� Joint� Software� Systems� Safety� Engineering� Handbook,� Do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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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11.� FHA� 분석�양식(예)
ID 서브시스템 기능 인터페이스 기능오동작�결과 안전�중요�기능�여부 관련�사고

▪EXE-B-02.� 위험�사건�도출�

진단 수행팀은 사고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사건 즉, 위험 사건

(Hazardous Event)를 도출한다. 사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그룹, 대상 기관의 안전 목표, 사고 

내역 등을 통해 위험 사건을 도출한다. 또한, 앞서 식별한 안전 중요 기능 목록을 토대로 해당 

기능이 오동작하거나 기능 제한 상태인 경우, 사용량 증가나 운영자 부주의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 사건을 도출할 수 있다.

○표� V-3-12.� 위험사건�식별을�위한�고려사항
∙대상�기관에서�정의하는�안전� 목표�

∙기관에서�정의하는�사고�정의� 및� 사고�유형

∙기존�사고� 내역�및�사례

∙시스템� 운영�목적�및�특징(중요�기능)

∙사고�발생� 시� 영향을�받는� 그룹(대상)

∙잠재적� 위험도가� 높은�장소,� 환경,� 상황�

○표� V-3-13.� 위험사건�식별(예)
사고유형36) 위험사건 사고유형 위험사건

열차충돌

진로� 오설정

열차탈선

진로�오설정

오진입(운전�취급) 운전�취급� 결함

주행/운행장치�결함 주행/운행장치�결함

관제� 시스템�오류 선로�결함

36)� EXE-A-02�활동에서�정의한� ‘사고유형’�및� EXE-B-01�활동에서�추가적으로�도출된� ‘관련사고’를�기반으로�기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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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B-03.� 시스템�위험원�식별�

위험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위험요인 즉, 시스템 위험원(System Hazard)37)을 식별한다. 

시스템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위험원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 위험원을 식별하는 활동은 시스템 안전성 확보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V-3-16┃ 사고와�위험사건,�위험원�및�원인�간�관계

시스템 위험분석은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단 수행팀은 

앞서 수행한 시스템 분석, 사고 유형 정의, 위험사건 식별 활동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7)� 사고(또는�위험사건)를�유발하거나�초래할�수�있는�의도치�않은�조건�또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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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14.� 시스템�위험분석을�위해�필요한�정보
∙ 시스템의�운영� 목적�및�기본�개념

∙ 시스템의�구성� 및� 구동환경

∙ 대상시스템� 최상위�기능� 식별

∙ 개념적�수준에서�시스템� 아키텍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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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시스템 위험원을 식별할 수 있다. PHA 

방법은 본격적인 시스템 위험분석에 앞서 위험분석 초기에 시스템 내 어떤 위험원이 존재하는지, 

위험원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이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상위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PHA 활동은 크게 ‘분석 항목 정의 및 워크시트 준비’, ‘PHA 수행 방법 교육’, ‘PHA 수행’, 

‘PHA 수행결과 검토’ 과정으로 구성된다.

‣ 분석 항목 정의 및 워크시트 준비

진단 수행팀은 PHA에 분석할 항목을 협의하여 정의하고, PHA 수행 시 활용할 워크시트를 준비한다.

○표� V-3-15.� PHA�분석�항목�및�워크시트�양식(예)

ID
사고/
위험
사건

시스템�
위험원

시스템�위험원�
설명

원인 영향 위험도 경감대책 위험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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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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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A 수행 방법 교육

초기 시스템 위험원 식별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원 목록이나 사고 리스트 이외에도 

운영자들에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 운영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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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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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하도록 한다. 위험사건(또는 사고)과 관계된 시스템 위험원 도출을 주 목표로 하여 상위수준에서 

발생 원인, 파급 영향 등을 논의하여 워크시트를 작성한다. PHA 활동에서 누락된 시스템 위험원은 

이 후 시스템 위험 분석에서도 누락될 수 있으므로, 위험원 도출 시 발생빈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시스템 위험원을 도출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공유한 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라 

위험도 평가는 정성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PHA 단계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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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16.� PHA�수행�결과(예)

ID
사고/
위험
사건

시스템�
위험원

위험원�설명 원인 영향
위
험
도

경감대책
위
험
도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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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탈선/

충격

및

승객/

승무원�

사상

I

관제�MMI�

표시오류�해결

열차궤도점유�

신호�이중화

III
해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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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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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시스템�위험원과�연관된�서브시스템/기능�식별
시스템�위험원�식별�결과는�해당�위험원에�영향을�미치는�서브시스템�및�기능을�식별하는데�활용할�

수�있다.�이는�시스템�위험원에�대한�서브시스템�및�기능의�추적성을�확보하고�안전에�밀접한�서브시스템/기

능을�식별하는데�유용하다.�또한,�이후�진행하는�시스템�위험분석에서�시스템이�보유한�기능이나�서브시스

템의� 오동작,� 기능� 실패� 등의� 문제와�연관된�시스템� 위험원을�파악하는데�도움이� 된다.

시스템�위험원과�연관�서브시스템/기능�식별(예)

ID
시스템�위험원
(System�
Hazard)

위험원�설명
(Hazard� Description)

원인
(Cause)

영향
(Effect)

관련�서브시스템�
/기능

서브
시스템

기능

HZ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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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시스템

신호상태�

감시/제어�

관제화면

표시

시스템

진로표시

... ... ... ... ... ... ...

 � ∙ ID� :� 시스템� 위험원� ID�

� � ∙ 시스템�위험원� :� 시스템� 위험원�기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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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D’,� ‘시스템위험원’,� ‘위험원�설명’,� ‘원인’�및� ‘영향’�항목�내용은�PHA�워크시트의� ‘ID’,� ‘시스템�

위험원’,� ‘위험원�설명’,� ‘원인’� 및� ‘피해/영향’� 내용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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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B-04.� 시스템�위험�분석

PHA를 통해 식별된 시스템 위험원은 이후에 상세한 시스템 위험분석으로 이어진다. 시스템 

위험분석은 PHA 활동을 통해 도출된 상위수준의 시스템 위험원별로 각 위험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그림� V-3-17┃ 시스템�위험분석38)

시스템 위험분석은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이벤트나 기능 오동작 또는 기능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영향)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제어, 피해 감소 등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8)� Joint� Software� Systems� Safety� Engineering� Handbook� :� Graphical� Depiction� of� Software� Hazard� Anlaysis� (Do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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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17.� 시스템�위험분석�시�고려해야�할�이벤트/기능�실패�유형39)
Events/Fail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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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위험분석은 SHA(System Hazard Analysis), SSHA(Subsystem Hazard Analysis),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TA(Fault Tree Analysis), HAZOP(Hazard & 

Operability Review)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어느 특정한 방법 한가지만을 

활용하기 보다는 위험분석 기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기법을 적용하거나, 서로 다른 기법을 

절충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진단 수행팀은 표 V-3-18과 같이 각 위험분석 기법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종류 및 각 

정보의 상세 수준을 고려하여 현 진단 상황에 적합한 위험분석 기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앞서 계획단계에서 고려한 바와 같이, 진단 대상 시스템이 안전 표준이나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되었고 

해당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위험분석 기법이 있는 경우, 해당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39)� NASA-GB-8719.13� NASA� Software� Safety� Guidebook,� NAS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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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18.� 시스템�위험분석�기법(예)�및� 요구정보/수행결과
기법 설명 요구되는�정보 수행결과

SHA

시스템의�상위�기능을�식

별하고,�상위�기능�수준에

서�발생�가능한�위험원�식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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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능�

식별

-�시스템� 수준�위험원� 도출

-�시스템�수준의�위험원에�대한�안전�대책�

도출

SSHA

서브시스템�및�각�서브시

스템�간�시스템�기능�이해

를�바탕으로�잠재�위험요

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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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영향�식별

-�서브시스템�수준의�위험원� 도출

-�서브시스템�수준의�위험원에�대한�안전�

대책� 도출

FTA

의도하지�않은�사고,�사건

으로부터� 출발하여� 해당�

사고,�사건이�발생가능한�

원인을� 분석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제어/데이터� 흐름도

-�시스템� 기능�정의서

-�사고�사건�이벤트�기반의�위험원�분석

-�사고,�사건을�유발할�수�있는�관련�기능�

식별

-�사고�사건�이벤트�기반의�위험원에�대한�

안전�대책�도출

FMEA

시스템에�속한�서브�시

스템,�모듈�단위�기능�요구

사항을�바탕으로�고장모

드(Failure� mode)� 식별�

및�그�영향�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아키텍처�정의서�및�구성

도

-�기능�동작�모드에�따른�기능�정의

서

-�시스템�기능�및�기능별�동작�모드�식별

-�기능의�고장모드�식별�및�고장에�따른�

영향�분석

-�기능별�고장모드에�따른�위험�경감�대책�

도출

HAZOP

안내어(Guilde�Word)�분

석을�통한�다양한�위험

상황�도출�및�발생�원인�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아키텍처�정의서�및�구성

도

- 시스템�운영�환경�특성�및�조건

-�시스템� 기능�정의서

-�시스템의�안전�관련� 기능�식별�

- 안내어�도입을�통한�다양한�위험원�도출

-�시스템�위험원에�대한�안전�대책�도출

본 절에서는 FMEA 기법에 HAZOP 기법의 안내어(Guide Word)를 적용한 위험분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첨부1. 시스템 위험분석 기법’에서 대표적인 시스템 위험분석 기법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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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FMEA 기법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컴포넌트 또는 기능들에 대해 다양한 일탈(Deviation) 

상태 즉, 고장 모드(Failure Mode)를 도출하고, 그 영향(Effect)을 확인하는 분석 기법이다. HAZOP 

기법의 대표적 특징인 안내어를 활용하면 각 기능의 고장모드 식별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 ‘관제화면시

스템’의 ‘진로표시’ 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고장모드를 도출하기 위해 ‘Wrong’, ‘None’, ‘Late’와 

같은 안내어를 사용할 경우 각각 ‘잘못된 궤도회로 상태 화면 표시(Wrong)’, ‘궤도 회로 상태 화면 

미표시(None)’, ‘궤도회로 상태 화면 표시 지연(Late)’과 같이 다양한 고장모드를 식별할 수 있다.

○표� V-3-19.� FMEA�분석서(예)

번
호

서브
시스템

기능
안
내
어

고장
모드

원인 영향

관련�
시스템
위험원/
위험사건

위험도

안전
수단

위험도

빈
도

심
각
도

위
험
도

빈
도

심
각
도

위
험
도

∙ 번호 : 일련 번호

∙ 서브시스템 : 위험분석 대상 기능이 포함된 서브시스템

∙ 기능 : 위험분석 대상 기능

∙ 안내어 : 각 기능별 고장유형 도출을 위한 안내어 

∙ 고장모드 : 기능에 안내어를 적용하여 도출된 고장모드

∙ 원인 : 고장모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해당 고장 발생 원인

∙ 영향 : 해당 기능 고장(오작동)이 미치는 영향/피해

∙ 관련 시스템위험원/위험사건 : 해당 기능 고장(오작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위험원/위험사건

  (※ PHA를 통한 시스템 위험원 식별 시 도출된 위험원을 기본으로 하되, FMEA 분석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

∙ 위험도 : 식별된 위험원(고장모드)에 대한 위험 정도



114

∙ 안전 수단 : 위험을 예방, 제거,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

∙ 위험도 : 식별된 위험원(고장모드)에 대한 안전수단 조치 후의 위험도

○표� V-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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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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21.� 시스템�위험�분석서(예)

ID
시스템�
위험원

위험원�
설명

관련�서브
시스템�및�기능 안

내
어

고장
모드

원인

위험도
조치�
대상�
여부

안전
기능
요구
사항

위험도

현재상태

서브
시스템

기능
빈
도

심
각
도

위
험
도

빈
도

심
각
도

위
험
도

∙ ID : 시스템 위험원 ID

∙ 시스템 위험원 : 시스템 위험원 (※ PHA 및 FMEA를 통해 도출된 시스템 위험원)

∙ 위험원 설명 : 시스템 위험원에 대한 상세 설명(또는 위험 상황) 기술

∙ 관련 서브시스템 및 기능 : 해당 위험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서브시스템/기능 

(FMEA 분석서 내 서브시스템 및 기능)

∙ 안내어 : 각 기능별로 다양한 고장모드를 도출하기 위해 적용하는 안내어

∙ 고장모드 : 각 기능에 안내어를 적용해 도출한 고장 유형

∙ 원인 : 고장모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해당 고장 발생 원인

∙ 위험도 : 식별된 위험원(고장모드)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

∙ 조치 대상 여부 :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안전 조치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

∙ 안전기능 요구사항 : 위험원을 통제하고 이로인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안전기능 요구사항  

∙ 위험도 :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후의 위험도 예상 결과

∙ 현재 상태 : 현재 해당 위험원에 대한 안전기능 조치 상태

▪EXE-B-05.� 위험도�평가�및�조치�대상�식별

위험도 평가 단계에서는 시스템 위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위험원 및 발생 원인들을 토대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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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평가한다. 위험도 평가 결과는 현재 시스템의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현재의 안전 수준보다 

높거나 최소한 동등하도록 안전 목표를 수립 또는 재설정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

위험도 평가 시 계획 단계에서 진단 이해관계자 간 미리 합의하였던 위험도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위험도 판단 기준은 운영기관 및 시스템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위험원의 발생빈도(F, Frequency) 및 심각도(C, Criticality)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위험도(R,� Risk)� =� 심각도(C,� Criticality)� X� 발생빈도(F,�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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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위험도�평가�기준(예)�
위험도�평가는�사고�통계나�이력을�기반으로�한�정량적�평가가�바람직하나,�사고�발생빈도와�심각도에�

대한�정량적�데이터가�확보되어�있지�않거나,�정량적�평가가�어려운�경우�시스템�관련�이해관계자�

간�협의된� 기준을�토대로�정성적� 평가를�수행할�수�있다.

특히,�소프트웨어의�경우�HW장치나�부품과�달리�고장률,�오작동�발생�빈도�등의�정량적�산정이�어렵다.�

따라서�운영기간�동안�소프트웨어�오작동�빈도,�소프트웨어�신규�개발�여부,�소프트웨어모듈의�복잡도�

등을� 반영하여�발생빈도를�판단할� 수�있다.

심각도�기준(예)

심각도(C) 내용 분류�기준(예)

I 치명(Catastrophic) 생명의�위험,�시스템�손실� :�다수의�사망�혹은�다수의�심각한�부상

II 심각(Critical) 심각한�상처,�시스템� 손상� :� 1인�사망,� 1인의�심각한�부상�등

III 상당(Marginal) 가벼운�부상,�시스템�손상� :� 1인�가벼운�부상,�시스템�손상�가능성

IV 무시(Negligible) 가벼운�부상� :� 시스템의�손상이� 없는�경우

발생빈도�기준(예)

빈도(F) 내용 분류�기준(예)

A 자주(Frequent) 빈번하게� 발생됨

B 종종(Probable) 운용�기간�동안에�여러�회�발생됨

C 가끔(Occasional) 운용�기간�동안에�가끔�발생됨

D 거의�발생하지�않음(Remote) 운용�기간�동안에�가끔�발생할�가능성� 있음

E 없음(Improbable) 발생�가능성이�전혀�없음

위험도�매트릭스(예)

심각도
�발생도

치명 심각 상당 무시

I II III IV

자주 A R4 R4 R4 R3

종종 B R4 R4 R3 R2

가끔 C R4 R3 R3 R2

거의없음 D R3 R3 R2 R1

없음 E R2 R2 R1 R1

* R1에서� R4로� 갈수록� 위험도�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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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위험원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완료되면 안전 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보완할 시스템 위험원을 

식별한다. 안전 조치 기준은 위험도 등에 따라 위험원에 대한 안전 조치 여부 및 범위, 조치 방법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 것이다. 가령, 표 V-3-22와 같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단계(R4)에 해당하는 

위험원의 경우 안전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가장 낮은 단계(R1)에 해당하는 위험원은 

안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표� V-3-22.� 안전�조치�기준(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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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V-3-23.� 시스템�위험분석�결과�및�조치�대상�식별�결과(예)

ID
시스템�
위험원 위험원�설명

관련�서브
시스템�및�기능

안내어
고장
모드 원인

위험도

조치�대상�
여부서브

시스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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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불필요

프로토콜

오류
C II R3 조치필요

Late

FEPOL로

부터� 신호

수신지연

시그널링

시스템�

부하발생

D II R3 조치필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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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위험도�조치�기준� � 위험원�허용�판단�원칙
심각도�기준(예)

GAMBAB�원칙은� “Globalement�Au�Moins�Aussi�Bon”의�약자로서,� “Globally� at� least� as�good”�

즉,�“전반적으로�최소한�동등하게”�원칙을�의미한다.�시스템에서�기술적�또는�운영상�변경이�이루어질�

경우,�이�때�해당�시스템의�안전은�적어도�변경�이전�보다�동등하거나�그�이상이어야�한다는�원칙이다.�

가령,�“어떤�시스템이�달성한�위험도가�신규�시스템의�사용으로�초과되지�않는다면�동등한�안전수준이�

달성된�것으로�본다”라는�원칙을� 위험도�허용�시� 판단� 원칙으로�적용할� 수�있다.

ALARP�원칙

ALARP�원칙은�“As� low�as�reasonable�practicable”의�약자로서,�영국,�호주,�네덜란드�등의�나라에서�

위험도�허용�원칙으로�적용되고�있다.�산정된�위험도가�최대�한계(허용불가�영역)�이상이라면�이�영역에�

해당하는�시스템�기능의�운영은�허용되지�않는다.�반면,�위험도가�허용�가능한�영역�이하라면,�해당�

위험은�사소한�수준으로�보고�추가적인� 조치� 활동을�취하지�않아도� 된다.

중간�영역이�ALARP�영역에�해당하는�영역으로서,�위험도�경감을�위한�제어�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제어�대책을�수립�시,�위험도�경감�비용이�실질적인�수준을�넘어서�지나치게�높거나�달성된�위험도�

감소� 효과가�시간,� 문제� 및�노력면에서�낮은�수준이라면�잔류�위험도는�허용될�수�있다.

<ALAR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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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 안전기능�도출
안전기능 도출 단계에서는 시스템 위험분석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위험원에 대하여 

이를 감지,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어떤 안전기능이 필요한 지,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안전기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V-3-18┃ 안전기능�도출�세부�활동

▪EXE-C-01.� 안전기능�요구사항�도출

안전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 조치가 필요한 대상으로 식별된 위험원의 위험원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안전 수단이 강구 될 수 있다. 안전 수단은 교육, 훈련, 유지보수 점검, 품질관리, 

검증/테스트, 안전기능 구현 등 위험원을 제어,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의미한다. 위험원을 

제어,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유지보수 점검 등 인적, 관리적 측면의 안전성 향상도 가능하나, 

안전기능40)을 시스템에 보완하여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40)�시스템이�보유한�기능의�오작동,�기능�불충분�등으로�인해�발생�가능한�잠재적�위험을�방지,�제어,�그�영향을�경감시키기�위한�기능적�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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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 시, 관련 지침, 표준 규격이나 국내외 유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적, 사후적 관점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험원 회피, 제거를 위한 예방적 관점의 기능 요구사항과 피해 경감, 확대 차단, 복구 

등 사고로 인한 피해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 관점에서 기능 요구사항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 V-3-19┃ 예방적�관점�및�사후�위험경감�측면의� Safeguards(Bowtie� 모델)41)

위험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수립하는데 있어 표 V-3-24와 같은 접근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차단, 예방하거나 발생 빈도를 줄이는 전략이나 

위험원을 제어, 제한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41)� Bowtie:� Visual� Aid� to� Reduce� Spurious� Trips� and� Nuisance� Alarms,� ACM� Automation� In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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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24.� 위험도�경감을�위한�안전기능�요구사항�도출�접근�전략
구분 내용

제거
위험요인의�근원을�없애는� 것

예)� 동력�차단모드인�경우에만�유지보수�모두로�전환이� 가능함

차단
위험요인을�차단하기�위해� 방어기재를�두는�것

예)� 시스템에� 유효범위�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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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통과�할�경우� 차량�자동�정지�

제한
위험사건�발생�이후� 제한�모드로� 기능�동작�

예)� 시스템�오류� 발생�시�제한된� 성능으로� 운영

피해�경감
위험사건�발생으로�인한�피해� 확대�방지를� 위한�조치

예)� 시스템�성능� 지연�또는�중단을�대비한� 시스템�이중화,�시스템�백업/복구

다음 표 V-3-25과 같이 시스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가령, 주요 프로세스 중단으로 인한 시스템 중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프로세스 

상태를 감시(Timeout/Watchdog)하여 재구동(Reset)하거나, 중요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 또는 데이터 전송 경로를 복수(Redundancy)로 하고 데이터 비교 로직을 추가하는 등의 메커니즘을 

안전 요구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표� V-3-25.� 시스템�위험을�경감하기�위한�안전�메커니즘(예)
유형 설�명

Fault� Detection� &�

Diagnosis
내 ․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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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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26.� 시스템�위험분석�결과(예)� � 안전기능�요구사항�도출

ID
시스템�
위험원

위험원�설명

관련�서브
시스템�및�기능

안내어
고장
모드

원인

위험도

조치�대상�
여부

안전기능
요구사항

위험도

비고
(REQ_ID)

서브
시스템

기능
빈
도

심
각
도

위
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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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신호

상태

감시/

제어

Wrong

FEPOL로

부터�잘못된�

신호수신

메시지�값�

오류
C III R3 조치필요

메시지�값

검사
D III R2

HA01-

REQ1

메시지�

순서�오류
D III R2

협의하에

허용�가능

메시지�

순서�검사
D III R2

HA01-

REQ2

None

FEPOL로부

터�신호

수신실패

통신단절 D IV R1
조치

불필요

조치

불필요
D IV R1 -

프로토콜

오류
C II R3 조치필요

프로토콜�

검사�및�

재전송

D III R2
HA01-

REQ3

Late

FEPOL로부

터�신호

수신지연

시그널링

시스템�

부하발생

D II R3 조치필요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D IV R1
HA01-

REQ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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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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_ID 안전기능�요구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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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으로�

체크하여� 메시지�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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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위험�경감을�위한�안전기능�설계�방법(Technique/Measure)
IEC� 61508,�NASA-GB-8719.13�등의�표준,�가이드�등에서는�위험정도에�따라�위험을�경감시키기�

위한�다양한�설계�기법을�제시하고�있다.�안전기능�요구사항�도출�시,�관련�지침,�표준�규격이나�국내외�

유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안전기능�요구사항을�참고하여� 반영할�수� 있다.

IEC� 61508-3� 소프트웨어� Architecture� Design� (Table�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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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02.� 현황�파악�및�최종�안전기능�요구사항�정리

시스템 위험원에 대한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이 완료되면, 도출된 안전기능 요구사항 대비 시스템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안전기능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위험분석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원들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능을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요구되는 안전기능 

대비 현재의 안전기능이 충분한지, 추가적으로 확보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표� V-3-27.� 시스템�위험분석�결과(예)� -� 안전기능�현황�파악

ID
시스템�
위험원

위험원�설명

관련�서브
시스템�및�기능

안내어
고장
모드

원인

위험도
조치�
대상�
여부

안전기능
요구사항

위험도

현재상태

서브
시스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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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신호

상태

감시/

제어

Wrong

FEPOL로

부터�

잘못된�

신호

수신

메시지�

값�오류
C III R3

조치

필요

메시지�값

검사
D III R2

메시지

검증부재

메시지�

순서�

오류

D III R2

협의

하에

허용�

가능

메시지�

순서�검사
D III R2

메시지

검증모듈

존재

None

FEPOL로

부터�신호

수신

실패

통신

단절
D IV R1

조치

불필요

조치

불필요
D IV R1

이중화

구성됨

프로

토콜

오류

C II R3
조치

필요

프로토콜�

검사�및�

재전송

D III R2
프로토콜검사�및�

재전송�모듈�존재

Late

FEPOL로

부터�신호

수신

지연

시그널

링

시스템�

부하

발생

D II R3
조치

필요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D IV R1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수행하고�있지�

않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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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시스템 개발 산출물을 확인하여 안전기능 현황 파악을 파악한다. 기능 정의서, 상세설계

서, 테스트 내역서와 같은 산출물 확인을 통해 요구되는 안전기능이 시스템 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지 알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 설계 및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산출물과 

실제 시스템 간 형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 기술지원담당 등과 인터뷰를 통해 

산출물을 기반으로 확인한 안전기능 현황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개발 산출물이 극히 일부만 존재하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산출물을 통한 안전기능 현황 파악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시스템 관계자와 면담, 인터뷰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 운영현장 확인이나 테스트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테스트를 통해 안전기능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환경, 기간, 테스트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수행이 가능하다. 만일, 소프트웨어품질 안전 진단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팀과 협의하여 테스트를 공동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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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분류하여 표 V-3-28과 같이 최종적인 안전기능 요구사항 목록을 정리한다.

○표� V-3-28.� 안전기능�요구사항�목록(예)
구분 설명

ID 001

안전기능명 통신�이중화를�통한� 메시지�값�비교� 검증

안전기능�설명

컨트롤�모듈로부터�수신된�열차�선로�점유�정보�메시지�값�오류를�방지하기�위한�기능�

�-� 이중화된�통신�채널로부터�각�메시지�수신�

�-� 수신된�메시지�값을�서로�비교

�-� 메시지�값이�불일치�한�경우�알람을�통해�관제사에�데이터�이상�유무�인지토록�조치

관련�위험사건� /�사고 관제시스템�오류� /� 열차�간�충돌 위험도 R3

위험상황
플랫폼을�다른�열차가�점유하고�있는�상황에서�관제사가�수동으로�진로�제어�시�열차�운행�

표시�오류로�인해�다른� 열차�진입을� 허가함

안전상태
이상�메시지�값�수신�시,� 이를�감지�및�알람을�발생시켜�잘못된�진로�제어를�수행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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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안전기능 요구사항 ID

∙ 안전기능명 : 안전기능 명칭 

∙ 안전기능 설명 : 안전기능 설명 

∙ 관련 위험사건/사고 : 해당 안전기능과 관련한 위험사건 및 안전 사고 

∙ 위험도: 관련 위험원 위험도 평가 결과

∙ 위험상황 : 해당 안전기능과 관련한 위험상황 또는 위험원 발생 시나리오

∙ 안전상태 : 위험 상황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

∙ 비고 : 안전기능 요구사항과 관련한 참조 표준, 지침, 레퍼런스 등 

3.4� 종료단계(END)

검토 및 정리 단계는 진단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진단 이해관계자 간 위험분석 결과,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결과 등을 상호 검토하고 조치방안 등을 정리하여 공유한다.

┃그림� V-3-20┃� 종료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구분 설명

비고

∙ IEC�62290-2�Railway�applications� �Urban�guided� transport�management�and�

command/control� systems� � part2� :� Functional� Requirement� Specification

∙ Analysis�of�Safety�Requirements�for�MODSafe�continuous�Safety�Measures�an�

d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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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A.� 진단�결과�분석�및�검토

┃그림� V-3-21┃ 진단�결과�분석�및�검토�세부�활동

▪END-A-01.� 진단결과�분석�및�정리

진단 수행팀은 위험분석 및 안전기능 충분여부 확인 결과를 간단히 문서로 정리한다. 진단 결과 

정리 문서는 진단총괄, 기술지원담당 및 시스템 사용자 등 진단 이해관계자가 실무적 관점에서 

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진단 결과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도록 한다.

진단팀장은 진단 결과 서면 검토 기한, 검토 의견서 마감일자 및 진단결과 검토회의 일자를 협의하여 

공지하고 진딘 결과 정리 문서를 사전에 배포하여 진단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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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A-02.� 진단결과�검토�및�보완

진단 결과 검토 회의를 통해 진단 수행팀이 수행한 진단 결과를 다양한 진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다. 진단팀장은 진단결과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한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진단결과를 설명한다. 기술지원담당자, 시스템 사용자들

은 도출된 위험원과 그 원인이 타당하게 분석 되었는지, 위험평가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또한, 제시된 안전기능 요구사항이 적절하고 실현가능한지, 추가적 

고려사항은 없는지, 제약사항은 없는지, 다른 대체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 

조치 내역이 많을 경우 위험도에 따라 시급하게 수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우선 검토한다.

진단 총괄은 진단 수행팀의 수행 결과가 애초 계획하였던 진단 목적, 진단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보완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 진단팀장은 진단총괄을 비롯한 진단 이해관계자

들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를 추가적으로 수행 또는 조정하거나, 

안전기능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등 진단결과를 보완하도록 한다.

▪END-A-03.� 진단�결과�보고서(초안)� 작성

진단 팀원은 진단 목적 및 범위, 추진 절차 및 방법, 일자, 진단 참여자 등 진단 추진 기본 사항과,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 결과, 안전기능 충분 여부 확인결과를 포함하여 진단 결과 보고서(초안)을 

작성한다. 진단팀장은 진단결과 검토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이나 보완사항이 충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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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B.� 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완료

┃그림� V-3-22┃ 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완료의�세부�활동

▪END-B-01.� 결과�보고�회의�준비�및�개최

진단총괄은 결과 보고 회의 참석 대상자를 식별하고 회의 개최를 공지한다. 결과 보고 회의 참석자는 

진단에 참여한 기술지원 담당, 시스템 사용자, 진단 수행팀 등 진단 이해관계자를 기본으로 하고 

추후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 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다.

진단팀장은 진단 결과 보고회를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최종적인 진단결과 보고 회의이므로 가급적 

진단 전반 내용과 추진 경위, 진단 결과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구성한다. 

진단 추진 체계, 일정을 간단히 포함하고 위험분석 결과, 도출된 안전기능 요구사항 등 진단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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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총괄은 결과보고 회의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없는지 확인 하고, 결과 보고 

회의에서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추가적으로 논의 및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경우 이를 논의 

의제로 준비한다.

진단총괄은 예정된 일자에 결과보고 회의를 개최한다. 결과보고 회의는 진단 이해관계자 간 검토하였

던 진단 결과를 최종적으로 상호 공유하고 공식적으로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을 종료하기 위한 

회의이다.

진단총괄은 결과 보고 회의에서 진단 추진 체계, 일정 등 진단 추진 내역을 간단히 설명한다. 

진단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 최종 진단 결과를 보고한다. 위험도가 

높고 보완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참석자들은 최종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보완 의견이 이나 이견, 합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END-B-02.� 진단�결과�보고서(초안)� 보완

진단 수행팀은 결과 보고 회의 내용 및 합의 사항을 수렴하여 진단결과서를 보완하고 진단총괄에 

최종 검토를 요청한다. 진단총괄은 진단 수행팀이 보완한 진단 결과서를 검토하여 진단 방법 및 

범위, 진단 결과가 누락없이 포함되어 있고 결과보고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한다. 진단 결과서에 추가적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 승인한다.

▪END-B-03.� 진단�결과�최종보고서�완료

진단팀장은 진단 총괄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진단 결과 최종 보고서를 진단 총괄에 제출하고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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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안전기능�충분성�진단�결과서
안전기능�충분성�진단�결과서�주요�구성(예)

목차 주요�내용

1.� 개요

안전기능�충분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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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수행� 방법,� 위험도�기준�등�기술

4.� 진단�결과 위험분석�결과,�조치가� 필요한�안전기능�요구사항�등�기술

[붙임자료] 시스템�위험분석서,� 위험원�목록,�위험분석서,� 안전기능� 요구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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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기능동작�정확성�진단�절차�및�방법

3.�소스코드�품질�진단�절차�및�단계별�

주요�활동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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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1.1� 진단�목적�및�필요성

안전에 밀접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오동작은 그 피해 범위가 단순 성능 저하나 

사용상의 불편을 야기하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의 오동작이 안전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험상황의 잘못된 인지, 기능 수행 

지연으로 인한 사고대응 지연 등 안전 사고에 간접적 위해 및 피해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에 밀접한 시스템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다양한 

위험상황 또는 예외적인 상황42)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문제없이 동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운영환경 또는 

운영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시험환경으로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수행하여 결함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테스트를 통해 모든 위험상황을 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메모리 

반환 오류, 변수 초기화 오류 등 일부 결함은 소스코드를 직접 확인하면 효율적으로 발견 가능하므로, 

IEC 61508, IEC 26262 등 시스템 안전 표준에서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뿐 아니라 소스코드 분석을 

통한 메모리 누수43), 버퍼 오버플로우44), 변수 초기화 오류 등 소스코드 잠재 오류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고 안전 요구사항을 반영해 소프트웨어가 설계되었다 

할지라도 설계한 바와 다르게 구현되거나, 개발자 실수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결함이 

유입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 중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도 본래 개발 의도와 

42)�일반적이고�보편적인�데이터�입력,�기능흐름에서�벗어난�상태로�불충분한�사전조건�상태에서�기능�실행,�잘못된�형식�데이터�입력�상황�등이�

대표적�예임

43)�소프트웨어가�메모리�사용이�완료된�이후에도�반환하지�않아�메모를�계속�점검하고�있는�상태로�이로�인해�메모리�고갈,�성능�저하�등의�문제가�

발생할�수�있음

44)�프로세스가�지정된�영역을�벗어난�메모리�영역에�데이터를�덮어쓰는�현상으로�기존�데이터(변수값,�흐름제어�데이터�등)�손상으로�인한�프로그램�

실행�오류를�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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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소프트웨어가 변경되거나, 변경에 따른 영향도를 충분히 고려해 설계되지 못한 경우 또는 

프로그래머의 실수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결함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도입 시점뿐만 아니라 운영 시점에서도 테스트, 

소스코드 진단을 통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함을 검출하고 위험정도에 따라 결함을 제거,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 활동이 필요하다.

○표� VI-1-1.� 소프트웨어�품질�안전성�진단�방법
설명

기능동작�정확성�진단

∙ 소프트웨어�안전기능�및�주요기능에�대해�동적�테스트를�통해�기능�동작�정확성�확인

� -� 주요� 시나리오� 및� 입력�데이터에�대한�기능의�정상�동작� 여부�확인

� -�예외적인�상황이나�유효하지�않은�데이터�입력�등을�통해�소프트웨어�기능�견고성�확인

소스코드� 품질�진단

∙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를�활용하여�소스코드�상의� 잠재결함� 분석

� -� MISRA� C/C++,� Microsoft� C#� 등� 코딩�규칙�기반� 소스코드� 품질�검증

� -� 실행� 시� 치명적�영향을�미칠�수�있는� 소스코드� 잠재결함� 검출

<표 VI-1-1>에서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은 크게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과 소스코드 품질 진단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은 소프트웨어의 주요기능과 위험상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기능을 식별하고 테스트를 통해 해당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소스코드 

품질 진단은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에 잠재된 결함을 검출하는 활동이다.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 소스코드 품질 진단 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을 수행할 경우,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 관련 기능의 잠재 결함을 사전에 검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시스템의 오동작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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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단�체계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은 안전에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능이 오류 없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스코드 결함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은 크게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과 소스코드 

품질 진단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 시,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과 소스코드 품질 진단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진단기관의 상황이나 시스템 특성 등에 따라 두 가지 진단 중 일부만을 수행 할 수 

있으며, 특정 진단에 대해서도 진단의 깊이를 달리 할 수 있다. 가령,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을 위해서는 

시험환경이 확보되어야 하나, 시험환경이 전혀 없거나 24시간 시스템이 가동되어 운영환경에서도 

테스트가 불가한 경우에는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이 불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해야 할 수 

있다. 소스코드 품질 안전성 진단의 경우 소스코드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하나, 외산 제품으로 

소스코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스코드 진단 자체가 불가하며, 소스코드가 있더라도 소스코드 

형상이 관리되지 않아 최신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소스코드 진단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과 소스코드 품질 진단 모두 상위수준에서 준비, 계획, 수행 및 종료 등 

4단계로 절차를 구분해볼 수 있다. 두 진단의 준비, 계획 및 종료 단계의 세부 활동은 매우 유사하며, 

수행단계의 경우는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과 소스코드 품질 진단 절차 및 방법이 상이하게 진행된다.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과 소스코드 진단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 

결과의 원인 분석을 위해 소스코드를 확인하거나, 소스코드 진단 결과에 따른 실제 프로그램 동작 

확인을 테스트를 수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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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1┃ 소프트웨어�품질�안전성�진단�체계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 이해관계자는 진단총괄, 진단 수행팀(진단팀장 및 진단팀원), 진단 

지원 인력(기술지원담당, 시스템사용자)으로 구성된다. 진단 총괄은 진단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진단 계획, 결과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권한을 갖는다. 진단 수행팀은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테스트 및 소스코드 정적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결함을 검출하고 해당 결함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수행한다. 진단 지원 

인력은 진단 대상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관련 지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진단에 필요한 산출물 및 진단 환경을 제공하고 시스템 설명, 안전 관련 기능 식별, 인터뷰, 면담 

등을 지원한다.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 및 소스코드 품질 진단 각각의 수행 절차 및 방법을 제2절 및 제3절에서 

상세하게 소개한다. 제시된 진단절차 및 방법은 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상황이나 시스템 특성에 

맞게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수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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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동작�정확성� 진단� 절차� 및� 방법2

2.1� 기능동작�정확성�진단절차

기능동작 정확성을 진단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준비 단계, 계획 단계, 진단 수행 단계, 

종료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RE�준비단계 PLN�계획단계 EXE� 수행단계 END� 종료단계

ㆍ진단�목적/범위� 정의

ㆍ진단�수행팀�구성

ㆍ사전�준비사항�준비

ㆍ시스템�예비분석

ㆍ진단�계획�수립�및�보

고

ㆍ시스템� 분석

ㆍ테스트� 설계

ㆍ테스트� 수행

ㆍ진단�결과� 검토

ㆍ결과�보고�및�보고서�

완료

┃그림� VI-2-1┃ 기능동작�정확성�진단�절차

준비단계에서는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 목적 및 진단 수행 범위 등을 정의하고, 진단 이해관계자 

식별 및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는 등 진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계획단계에서는 시스템 예비분석을 수행하여 테스트 전략,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진단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진단내용을 공유 및 보고한다.

수행단계에서는 테스트 대상 시스템을 상세히 분석하고 테스트가 필요한 기능 및 상황을 식별한다. 

테스트가 필요한 기능에 대해 테스트 및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발견된 결함을 

포함한 테스트 결과를 정리한다.

종료단계는 진단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소프트웨어 테스트 결과 검출된 결함이 시스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상호 검토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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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2-1.� 기능�동작�정확성�진단�단계별�활동
단계 세부단계 수행업무

(PRE)�

준비단계

A.� 진단목적�및�범위� 정의

∙ 진단�목적� 정의

∙ 안전관련�표준,� 지침�등�준수여부�확인

∙ 진단�환경� 확인�및�범위(상위주순)�협의

B.� 진단� 이해관계자�식별�및�

진단�수행팀�구성

∙ 진단�이해관계자� 식별

∙ 진단�지원� 인력�협조�요청

∙ 진단�수행팀�구성

C.�사전�준비사항�협의�및�준비

∙ 사전�준비사항�협의

∙ 진단�환경,�산출물� 등� 사전준비

∙ 사전�준비사항�준비� 상태�확인

(PLN)�

계획단계

A.� 시스템�예비분석

∙ 시스템� 현황�분석

∙ 시스템� 형상변경� 범위�식별

∙ 진단�범위� 조정�및�재협의

B.� 진단� 계획�수립

∙ 진단�전략� 및� 방법�수립

∙ 진단�참여인력�구성� 확정�및�역할�분담

∙ 진단�계획서(초안)�작성

C.� 진단� 계획�보고

∙ 계획보고�회의�준비� 및� 개최

∙ 진단계획서(초안)�보완

∙ 진단계획서�배포

(EXE)�

수행단계

A.� 시스템�분석

∙ 시스템� 상세분석� 및� 세부�기능리스트�도출

∙ 안전�관련기능�식별

∙ 위험�시나리오�도출

∙ 위험�시나리오�도출� 및� 안전관련� 기능�식별�결과� 검토

B.� 테스트�설계

∙ 테스트케이스� 및� 테스트�시나리오�설계

∙ 테스트케이스� 별� 테스트�지원가능�여부� 검토

∙ 테스트케이스� 별� 테스트�수행� 범위,�수행� 일자�등�확정

C.� 테스트�수행

∙ 테스트� 환경�점검

∙ 테스트� 수행�및�결과�기록

∙ 테스트� 결과�확인

(END)�

종료단계

∙ 진단결과� 분석�및�검토

∙ 진단결과�정리�및�공유

∙ 진단결과�검토�

∙ 진단결과�보고서(초안)� 작성

∙ 결과보고� 및� 보고서�완료

∙ 결과�보고� 회의�준비�및�개최

∙ 진단�결과서(초안)�보완

∙ 진단�결과� 최종보고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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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능동작�정확성�진단�단계별�주요�활동

2.2.1� 준비단계(PRE)

준비 단계는 테스트 수행 환경 등을 검토하여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 가능 여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진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리 및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림� VI-2-2┃ 준비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 PRE-A.� 진단목적�및�범위�정의

┃그림� VI-2-3┃ 진단�목적�및�범위�정의�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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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01.� 진단�목적�정의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은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을 수행하는 목적을 정의하도록 한다.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의 기본적인 결과는 소프트웨어 결함 내역이다. 일부 소프트웨어 결함은 운영환경 상 

설정 값 변경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쉽게 조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결함은 소스코드 

수정을 통해서만 조치 가능하다.

따라서, 진단 목적이 소프트웨어 결함을 발견하여 제거하는데 있다면 소스코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진단 대상 소프트웨어가 외산이거나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결함수정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을 식별하여 

우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안전과 관련한 기능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시나리오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기능 사용 주의나 회피방안(예: 결함이 발견된 기능의 

사용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RE-A-02.� 안전관련�표준,� 지침�등�준수�여부�확인�

진단 대상 시스템 개발 시 적용한 규격이나 표준이 있는 지 확인한다. 시스템 개발 체계나 기술적 

요건을 정의한 표준 또는 지침에 따라 개발된 시스템의 경우, 표준 ․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능 요건을 

참조해 테스트 대상 기능 범위를 선정하거나 정상 동작 판단 기준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침, 표준에서 권고하는 테스트 방법이나 검증 시나리오가 있을 경우, 테스트 설계 시 해당 

테스트 기법과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표준,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출물 목록 파악을 통해 진단에 활용할 산출물 목록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PRE-A-03.� 진단�환경�확인�및�범위(상위수준)� 협의�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진단 환경을 먼저 확인한다. 테스트 가능한 

진단환경, 테스트 환경에 어떤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 있는지, 테스트베드에서 실행 가능한 

서브시스템(또는 기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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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테스트 데이터 종류 및 크기 등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한다. 

○표� VI-2-2.� 테스트베드�확인�체크리스트
번호 점검�내용

1 테스트베드�지역� 또는�장소는� 어디인가?�

2 테스트베드를� 담당하는� 담당부서/담당자�및�연락처는�무엇인가?

3 HW,� SW,� 네트워크,�미들웨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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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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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나,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중 많은 시스템이 운영 환경과 별도로 구축된 독립적인 테스트 환경(테스트베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에는 개발 환경을 이용하거나 운영환경에서 제한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다.

테스트베드 확보 상태, 테스트베드가 지원하는 시스템 범위(예: 전체 시스템 중 일부 서브시스템에 

관한 테스트 환경만 구축), 운영 시스템에서 테스트 가능한 환경(예: 미운영 새벽시간에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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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44

| 참고 | 진단�환경�유형에�따른�고려사항
운영�중인�시스템과�별도로�테스트베드가�기관�내에�확보되어�있는�경우

테스트베드가�기관�내에�구축되어�있다면�진단�기간동안�테스트베드를�활용할�수�있는지,�전체�시스템�

대비�테스트베드가�구축된�범위는�어디까지인지,�테스트를�위한�데이터(외부�시스템으로부터의�연계�

데이터�포함)가�확보되어�있는지,�활용�가능한�시뮬레이터�프로그램이�있는지,�테스트베드�사용과�관련된�

기술� 지원� 등의� 협조를�구할�수� 있는지�등을�확인한다.�

기관�내에�테스트베드가�확보되어�있지�않지만�개발사의�테스트베드를�활용할�수�있는�경우

진단�기간�동안의�활용�가능�여부,�테스트베드의�구축�범위,�데이터�확보�여부,�시뮬레이터�제공�여부,�

기술지원�여부�등을�확인한다.�

별도의�테스트베드를�구축할�수�있는�경우

진단�대상�시스템과�유사한�사양의�서버,�PC�등�장비를�준비하고�장비에�설치하여야�하는�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등�프로그램�및�프로그램의�라이선스도�확인하도록�한다.�테스트베드를�구축하는�경우�

시스템�구축을�수행한� 실무자�또는�개발사의� 도움이�필요하다.

테스트베드�확보가�불가하여,�운영�중인�시스템에서�테스트를�수행하는�경우

운영환경에서�테스트를�수행하는�경우에는�테스트�중�발생된�소프트웨어�오동작으로�인해�시스템이�

운영에�문제가�생기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따라서,�시스템�운영�이외의�시간에�테스트를�수행하는�

등�제약사항을�세심하게�확인하여야�한다,�시스템이�운영되지�않는�시간이라�할지라도�시스템�개

․ 보수�스케줄,�유지보수�스케줄,�점검�스케줄�등�다른�작업�스케줄과�겹치지�않는지도�확인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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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시�대처�방안�등을�함께�마련하여야�한다.

운영환경에서�테스트�수행�시에는,�테스트�중�발생할�수�있는�예기치�못한�상황에�대비하여�반드시�

시스템�복원,�장애복구�방안을�미리�마련한�후�테스트를�수행해야�한다.�만약�테스트�중�기능�오동작에�

의한�장애가�발생하는�경우,�시스템�복원�및�장애�복구를�위한�시간이�소요될�수�있으므로,�실�운영환경에서�

테스트�하는�경우�테스트�수행�시간을�시스템�운영시간과�너무�촉박하기�두지�않도록�주의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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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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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을 확인하거나 비정상 동작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결함을 유추 또는 확인하여 

진단할 수도 있다.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은 진단을 수행할 환경을 확인하고 진단 목적 및 시스템의 안전 중요도, 

시스템 개선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진단 범위를 서브시스템 레벨의 상위 수준에서 협의한다. 

테스트 가능한 진단 환경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안전과 무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서브시스템(또

는 기능)은 안전 진단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테스트 효과가 낮으므로 진단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추후 교체가 예정된 서브시스템 또는 모듈의 경우 진단 의미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협의하여 선정한다. 진단 범위는 진단계획 

단계에서 시스템 예비분석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다.

□ PRE-B.� 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진단�수행팀�구성

┃그림� VI-2-4┃ 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진단�수행팀�구성�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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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B-01.� 진단�이해관계자�식별
진단 총괄과 진단 팀장은 진단 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진단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도록 한다. 

진단 이해관계자는 크게 진단을 전반적으로 추진 ․ 관리하는 진단총괄,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진단 수행팀, 진단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진단을 지원하는 진단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

┃그림� VI-2-5┃ 기능동작�정확성�진단�이해관계자�

○표� VI-2-3.� 진단�이해관계자의�역할�및�주요업무
역할 주요업무

진단�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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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 전략�및�계획�수립

- 개발 ․ 운영� 산출물�등을� 활용한�시스템�분석

- 테스트케이스,�시나리오�설계� 및� 테스트�수행

- 테스트�수행�결과� 분석�및�결함�검출

- 진단� 결과�정리�및�보고

지원인력

- 진단에�필요한� 정보(예:� 개발�산출물,�시스템� 운영�정보)�제공

- 시스템�분석을� 위한�시스템� 설명�및�인터뷰

- 테스트�환경,� 테스트�데이터�등�지원

- 테스트�수행�절차에서�시스템�복원,� 복구�등�지원

- 테스트케이스나�시나리오,� 테스트�결과,�결함내역�검토�및�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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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B-02.� 진단�지원�인력�협조�요청

진단 총괄은 진단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가 소속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원활한 협조요청을 

위해 진단 목적과 범위, 대략적인 진단 일정, 지원인력의 주요 업무를 포함한 간략한 인력 지원 

협조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한다.

▪PRE-B-03.� 진단�수행팀�구성

진단 팀장은 실제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을 수행할 수행팀원을 확정하여 진단 수행팀을 구성한다. 

진단 수행팀은 진단 팀장과 진단 팀원으로 구성되며, 진단 팀장은 진단 대상 및 진단 환경 분석을 

통해 진단 전략을 수립, 진단 실무 전반을 계획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단 팀원은 진단 

대상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케이스 설계 및 테스트 실행, 결함이 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진단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 수행팀 구성 시, <표 VI-2-4>와 같은 역량을 고려하여 진단 팀원을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진단 수행팀 규모는 시스템 규모나 

진단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표� VI-2-4.� 진단�팀원의�필요�역량
구분 역량

진단�팀원

- 개발�산출물� 및� 시스템에� 대한�이해�및�분석� 능력

- 테스트케이스�및�테스트�시나리오�작성�능력

- 테스트�실행� 및� 결함�확인,� 분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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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역량�조건은�시스템�특성�및�기관�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음�

미 국방부에서 발간한 시스템 안전 핸드북45)에 따르면, 시스템 안전 분석은 가급적 시스템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부서에서 주도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만큼 진단의 객관성이 

45)� Joint� Software� Systems� Safety� Engineering� Handbook,� D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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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진단팀장은 진단 과정 및 결과가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PRE-C.� 사전�준비사항�협의�및�준비

┃그림� VI-2-6┃ 사전�준비사항�협의�및�준비�세부�활동

▪PRE-C-01.� 사전�준비사항�협의

원활한 진단을 위해서는 테스트베드 등 진단 환경, 시스템 분석에 필요한 개발 ․ 운영 산출문서, 

시스템 담당자의 설명 및 인터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진단 총괄과 진단 팀장은 진단에 필요한 

사항과 진단 착수일을 상호 협의하고, 사전 준비사항 및 준비 기한 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의 경우 테스트베드 확보 여부에 따라 테스트 가능 유무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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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달라지므로 테스트베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은 ‘준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한 테스트 환경을 테스트베드로 활용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사전 협조를 구하여 진단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베드에서 테스트를 실행 한 후 시스템 상태를 복원, 복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도 요청하도록 한다. 실 운영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테스트가 가능한 기간 및 시간, 허용 범위, 제약사항 등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도록 한다.

사전 준비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단팀장은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 종류나 

상태, 진단 환경, 진단 시 제약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전질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진단팀장은 진단 총괄과 상호 협의한 사전 준비사항 결과(제공 내용, 준비 기한, 제공 형태 등)를 

간략히 문서로 정리하여 사전 준비상태 점검 시 활용하도록 한다.

▪PRE-C-02.� 진단�환경,� 산출물�등�사전준비

진단 총괄은 사전 준비사항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단 환경, 산출물 준비 등을 관계부서에 사전 

협조 요청한다.

진단 환경 준비를 요청받은 관계부서(또는 담당자)는 진단 기간 동안 테스트베드(또는 테스트 

가능 환경)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테스트베드 접근 권한 부여, 시스템 동작 상태 점검, 테스트용 

데이터 확보, 시스템 오퍼레이터를 위한 운영자(또는 연계 기관) 협조 요청, 시스템 복원 ․ 보구를 

위한 담당자 스케쥴 확보 등 테스트베드 관련 사항을 준비 한다.

또한, 진단 총괄은 진단 수행팀에 제공해야 할 산출물을 준비하도록 한다. 특히, 타 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산출물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준비 기한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관 외부 인력이 진단 수행팀으로 참여하는 경우, 진단 총괄은 기관 

보안규정에 따른 신원확인, 출입 허가, 장비 반입 허가, 산출물 권한 승인 절차 등을 확인하여 준비한다.



150

○표� VI-2-5.� 진단에�활용�가능한�시스템�산출물(예)46)
개발�산출물(예) 운영� 산출물(예)

-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구성도

-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설치�목록(또는�설치�결과서)

- 시스템/소프트웨어�요구사항서�명세서

- 시스템/소프트웨어�기능�명세서

- 시스템�위험�분석서/안전분석서

- 시스템�아키텍처�설계서

- 소프트웨어�상세�설계서

- 업무(비즈니스)�프로세스�흐름도/설계서

- 타�시스템�연계�인터페이스�설계서

-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 백업/복구�정책/계획서/시나리오

- 시스템�변경내역서/대장(형상변경�내역서)

- 시스템�사용자/관리자�매뉴얼(운영�매뉴얼)

- 기타(제안요청서,�제안서)

- 시스템(운영체제)�로그

- 시스템�장애�유형�및�관리�대장

- 유지보수�내역서

- 정기점검�결과서

- 모니터링�툴�및�모니터링�시스템�

- 시스템�모니터링�체계�및�절차

테스트�관련�산출물(예)

- 테스트�계획서

-� 시험�테스트케이스/시나리오

- 테스트�결과서�및�결과조치서

- 시스템�업그레이드�후�인수테스트�결과서

▪PRE-C-03.� 사전�준비사항�준비�상태�확인

진단총괄 및 진단팀장은 사전에 협의하였던 준비사항 목록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준비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의 경우 테스트베드(또는 테스트 가능한 환경)가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므로 본격적인 진단 착수 전에 진단환경 준비가 차질 없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일 진단 환경 이용의 변경사항이나 제약사항 등 이슈사항이 있는 경우 진단 환경 대체, 

진단 범위(상위수준)의 조정 등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2.2.2� 계획단계(PLN)

진단 수행팀은 협의된 일자에 진단을 착수하고, 시스템 예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46)� ‘IEC�60880:2006�Nuclear�power�plants�� Instrumentation�and�control�systems� important�to�safety��Software�aspects�for�computer-based�

systems�performing�category�A� function의�Annex� F(Typical� list� of� Software� documentation)’�및� ‘CBD�소프트웨어�개발�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NIA,� 2011)’에서�제시된�소프트웨어�개발�산출물을�바탕으로�제시



151

전략 등 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진단 이해관계자 간 공유한다.

┃그림� VI-2-7┃� 계획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 PLN-A.� 시스템�예비분석
진단 수행팀은 진단 계획 수립에 앞서 시스템 특성을 상위 수준에서 파악하는 예비분석 활동을 

수행한다. 시스템 예비분석은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진단 전략 및 방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VI-2-8┃ 시스템 예비분석 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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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A-01.� 시스템�현황�분석

시스템 현황 분석의 일차적인 목적은 진단 전략, 방법 등을 계획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기본사항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진단 범위를 협의하기에 앞서 전체 시스템 기능에서 운영 목적상 

핵심 기능이나 안전과 관련된 중요 기능을 식별하는 것이다.

시스템 현황분석 단계에서는 시스템 운영목적, 시스템 구조, 주요 기능, 데이터 흐름, 진단 대상 

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시스템 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 운영자 매뉴얼 등을 우선 검토하고, 산출물 확보가 어렵거나 산출물 내용이 부족한 어려운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나 개발자를 대상으로 간략한 인터뷰를 수행하도록 한다.

분석 결과는 추후 시스템 상세 분석 시 활용 가능하도록 간단한 기능 리스트나 문서 형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기능 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과 서브시스템에 

포함된 기능 및 세부 기능 등을 2~3단계 수준으로 간단히 작성한다.

서브시스템 기능 세부기능 설명 비고

○표� VI-2-6.� 기능리스트�양식(예)

▪PLN-A-02.� 시스템�형상변경�범위�식별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의 주요 형상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전달받은 시스템 

산출물 대비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일치성을 반드시 확인한다. 시스템 산출물이 시스템의 

주요 변경내역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시스템 산출물이 

현행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현황을 어떻게 분석할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등의 기존 테스트 수행결과가 있는 경우, 형상변경 내역에 

따라 테스트 결과 활용 가능 여부 및 활용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상변경 이력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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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 시스템�형상�변경�내역�식별
시스템�형상�변경�내역에�대한�산출물�업데이트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단순히�전달받은�산출물을�

기반으로�진단�수행�시�실제�운영�시스템과�상이한�진단결과가�나올�수�있다.�예를�들어�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새로운�기능들이�삭제�및�추가되었으나�산출물의�업데이트는�이루어지지�않은�경우,�

이를�바탕으로�시스템�분석이�수행되면�변경된�기능에�대한�분석은�이루어질�수�없다.�따라서,�시스템�

예비�분석을�통해�주요�형상변경�내역�대비�산출물의�현행화�정도를�반드시�파악하여�산출물�활용�

가능�범위를�식별하고,�시스템�현황을�파악하기�위한�전략(예:� 인터뷰�및�면담,�시스템�접속�분석,�

대체� 가능한�운영산출물�확보)을�수립해야� 한다.�

▪PLN-A-03.� 진단�범위�조정�및�재협의

진단 수행팀은 테스트베드 현황을 포함, 시스템 현황 파악 결과와 시스템 형상 변경 범위 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단 범위를 조정 및 재협의한다.

기존의 ‘PRE-A-03. 진단 범위(상위수준) 협의’ 단계에서 서브시스템 레벨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

로 진단 범위가 협의되었다면, 본 단계에서는 ‘PLN-A-01. 시스템 현황 분석’ 단계에서 파악한 

서브시스템 및 기능리스트를 기반으로, 진단 대상 시스템의 운영 목적 상 중요한 기능이나, 오동작 

시 영향도가 높은 기능 등을 파악하여 진단 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정 및 재협의한다. 

□ PLN-B.� 진단�계획�수립
진단 팀장은 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 진단 세부 범위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단의 목적, 

범위, 항목, 일정, 전략 등을 포함하는 진단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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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9┃ 진단�계획�수립�세부�활동

▪PLN-B-01.� 진단�전략�및�방법�수립

‣ 진단 전략 수립

진단 팀장은 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진단 전략을 수립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의 최종 

목적은 소프트웨어 운영상의 안전 확보이므로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은 일반적인 테스트와는 다른 

접근 전략이필요하다. 가령, 단순히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하여 정확히 동작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기능을 식별하여 해당 기능의 오동작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상황을 테스트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등 위험을 고려한 테스트 전략이 필요하다.

위험을 고려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 운영 중 관련된 사고를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상황 및 관련된 시스템 상태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스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식별하고 다양한 예외 상황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테스트케이

스에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과 관련한 기능의 정상적 동작이 

가능한지, 다양한 예외적 상황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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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이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 진단’ 영역과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영역을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산출물 중 일부(예: 안전 중요 기능 

식별 결과, 위험 사건 도출 결과, 시스템 위험원 식별 결과)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진단 영역 간 산출물을 공유, 협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팀장은 각 진단 영역 간 수행 일정, 

산출물 공유 시기, 산출물 활용 범위를 고려하여 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참고 | 위험분석�기반�테스트 
시스템�전체�기능�중에서�집중적으로�테스트해야�할�안전�관련�기능을�식별하고�테스트�우선순위를�

선정한다.�위험분석�등을�통해�시스템�운영�중�발생�가능한�다양한�위험�상황을�식별 ․ 도출하고�이를�

테스트�시나리오� 및�테스트� 케이스�설계�시� 반영할�수� 있다.

美 국방부(DoD,�Department�of�Defense)에서�발간한�‘Joint�Software�Systems�Safety�Engineering�

Handbook(2010)’에서는�제한된�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효과적인�안전�보증�활동을�위해�안전�

중요도에�따라�설계,�검토,�테스트�등�단계에서의�안전�관리�활동(Safety� Effort)�우선순위�및�배분�

전략을�수립할�것을�권고하고�있다.([첨부� 2]� 참고)

위험분석�기반�테스트�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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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케이스 설계 방법 선정 

테스트케이스 설계를 위해 블랙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을 사용할지 화이트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을 적용할지, 혹은 경험에 기반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반으로 테스트케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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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

로 블랙박스 테스트에 비하여 알고리즘 로직 등에 대한 상세한 테스트가 가능하나 소스코드에 

대한 개발자 수준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진단 팀장은 진단 대상 소프트웨어의 서브시스템 혹은 기능의 특성, 중요도, 전체 

진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테스트 수행 방법을 선정하도록 한다.

‣ 진단하고자 하는 품질 속성 선정

진단 팀장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품질 속성 중 안전 관점에서 어떤 품질 속성을 중점적으로 진단할지 

선정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속성은 소프트웨어가 좋은 품질을 갖추기 위하여 만족되어야 

하는 특성으로서, ISO/IEC 2501047)과 같은 국제 표준에서는 기능적합성, 성능 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을 소프트웨어가 보유해야할 품질 속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VI-2-10┃ ISO/IEC� 25010� 시스템/소프트웨어�품질�모델
47)� ISO/IEC�25010(System�and�software�engineering��System�and�software�Quality�Requirements�and�Evaluation(SQuaRE)� -�System�

and� software� quality� models):� 소프트웨어�제품�품질�평가�모델을�정의한�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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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美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발간한 NUREG-080

048)에서는 안전과 밀접한 원자력 분야 소프트웨어를 개발 ․ 검증 시, 정확도(Accuracy), 기능성

(Functionality), 신뢰성(Reliability), 강인성(Robustness), 안전성(Safety), 보안성(Security), 타이밍

(Timing) 등 7가지 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NRC에서는 다양한 품질 속성 중 안전에 밀접한 

시스템이 특히 더 만족해야 할 속성을 위와 같이 7가지로 정의한 것이다.

○표� VI-2-7.� NUREG-0800�소프트웨어�품질�요구사항49)
항목 설명

정확도(Accuracy)

기능� 동작의�정확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사용되는�기준

(예:�센서와�운전원의�입력에서�오류가�생기지�않는�정도,�근사치�또는�측정치에서�보여지는�

정확함의�정도,�구동기� 출력에서� 오류가�생기지�않는�정도)

기능성(Functionality)
소프트웨어에�의해�수행되어야�할�동작이며,�일반적으로�원자로�운전에�영향을�미치는�

입력정보를� 출력정보로�변환하는�것

신뢰성(Reliability)
시스템,�기기�또는�소프트웨어가�일정한�시간동안�동작할�확률.�고장의�결과를�고려하지는�

않으며�고장�발생만을�고려함

강인성(Robustness)
소프트웨어�계통이나�구성요소가�비정상�입력이나�스트레스�조건에서�정확하게�기능할�

수�있는� 능력

안전성(Safety) 시스템에�직접� 영향을�미치거나�상호� 연관되는� 시스템의� 성질이나� 특성

보안성(Security) 무단적이고� 불필요하고�불안전한�침투를� 방지하기� 위한�능력

타이밍(Timing) 소프트웨어가�하드웨어의�제한� 조건�하에서� 시간�목표를� 달성할�수�있는� 능력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 시, 진단하고자 하는 품질 속성에 따라 테스트 설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품질 속성 범위까지 진단할지 여부를 수립한다. 

48)� 원전안전심사지침(NUREG-0800,� SRP)� -� Review�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49)�출처:� IDiPS-RPS�및�POSAFE-Q�소프트웨어�설계�적합성�평가� (KAERI,� 2008),�디지털�원자로�안전계통�개발� �디지털�계측제어�인허가확보�

기술�개발(KAER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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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2-8.� 기능동작�정확성�진단� -� 소프트웨어�품질�속성�선정(예)
구분 내용

기능� 정확성
안전�관련�기능이�다양한�운영�상황이나�위험상황에서�요구사항�대로�정확히�동작하는지�

여부

견고성
예외적인�데이터,�시나리오�등에�대해서도�비정상�중지�혹은�종료되지�않고�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여부

상호운용성
다양한�시스템과�데이터를�주고�받을�경우�표준이나�규약�등에�적합한�형태로�송수신�

되는지� 여부

사용자� 오류�방지성
안전�관련�기능�수행�시�운영자가�소프트웨어의�현재�상태를�잘못�이해하고�오조작�하지�

않도록� 명확한�메시지�또는�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지�여부

‣ 결함 분류 기준 및 조치 기준 준비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 시 적용할 결함 분류 기준 및 조치 기준을 협의하여 수립한다. 결함 분류 

기준은 결함이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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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안전 관련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는, 결함이 미치는 영향 범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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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 발생되는 시스템 오류가 미치는 

손실 및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심각도에 따라 단계적(예: H, M, L)으로 결함을 

분류할 수도 있다.

조치 기준은 발견된 결함을 그 중요도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조치할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령, 결함이 미치는 파급범위가 넓거나 결함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가 중대 손실을 야기하거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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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할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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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하지�않거나�운영자�혼란을�야기하여�오

동작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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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 절차 및 일정 수립

진단 수행팀은 대상 시스템 규모, 테스트 수행 전략, 테스트 기법, 전체적인 진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단 절차 및 일정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스템 예비분석, 진단 계획 수립 및 보고, 시스템 

분석, 테스트케이스 설계 및 실행,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일련의 진단절차별 소요일자를 고려하여 

진단 일정을 수립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 전략, 테스트베드의 가용 상황, 진단 지원 인력의 스케줄, 진단 범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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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진단 일정을 수립한다. 진단 일정 수립 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예외상황(예: 시스템 사용 

불가, 데이터 연동 불가, 테스트베드 설정 오류)이 항상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하도록 

한다. 만약 진단 일정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다면, 지원인력에 대한 지원 요청 스케줄 등도 미리 

설정하고 협조를 구할 것을 권장한다.

| 참고 | 진단�일정�배분(예)
앞서�진단절차는�크게�계획�수립,�진단�수행(테스트케이스�작성�및�실행),�종료�단계로�구분할�수�있다고�

하였다.�만약�소프트웨어�품질�안전�측면에서�기능동작�정확성�진단을�수행하는�데�30�업무일을�계획하였다

고�하면�아래�그림에서�제시된�바와�같이�진단�수행을� 1차와� 2차로�나누어� 수행하는�것이�좋다.

진단�초기에�시스템�상세분석을�통해�얻은�시스템�이해를�바탕으로�테스트케이스를�설계�및�작성하게�

하며,�이에�바탕하여�테스트를�수행하게�된다.�테스트케이스를�꼼꼼하게�작성하는�것이�중요하나,�실제로는�

테스트를�실행하는�과정에서�시스템에�대한�이해도가�점점�깊어질�수�있으며�앞서�설계한�테스트케이스가�

미흡하다거나�일부�수정이�필요함을�알게�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따라서�진단�초기부터�테스트케이스를�완벽하게�작성한�후�테스트를�실행하고자�하다보면�테스트가�지연되거나�

미흡할�수�있으므로,� 1차,� 2차에�걸쳐�테스트�일정을�잡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다.

진단�일정�배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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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B-02.� 진단�참여인력�구성�확정�및�역할분담

진단 팀장은 시스템 진단 범위, 진단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진단 참여인력 구성을 확정하고 역할 

분담을 완료 하도록 한다. 준비단계에서 진단 이해관계자를 1차적으로 식별하여 구성한 바 있다. 

진단 팀장은 진단 범위 및 진단 방법을 고려하여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구성하였던 이해관계자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시스템 운영자나 기술지원담당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진단 참여인력 구성을 확정하도록 한다.

또한, 진단 팀장은 진단 팀원별로 수행해야 할 진단 영역과 역할을 분담한다. 또한, 기술지원담당, 

시스템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진단 절차 및 일정별로 구체적인 지원 요청사항을 

정의하도록 한다.

▪PLN-B-03.� 진단�계획서(초안)� 작성

진단 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 간 공유하거나 합의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진단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다. 진단 목적, 진단 범위, 진단 일정, 진단 환경, 진단 이해관계자의 역할, 진단 대상 기능 

선정 기준(예: 오동작 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진단 범위로 선정), 결함 기준,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 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진단계획서는 진단 계획 보고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공유, 검토되는 문서이므로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 PLN-C.� 진단�계획�보고
진단 총괄과 진단 수행팀, 시스템 사용자 등 진단이해관계자 간 진단 계획 보고 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합의(Consensus)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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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11┃ 진단�계획�보고�세부�활동

▪PLN-C-01.� 계획보고�회의�준비�및�개최

진단 총괄과 진단 수행팀은 진단계획 및 진단 제약사항, 지원 요청 사항 등 이해관계자 간 공유 

및 합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계획보고 회의를 준비한다.

진단 총괄은 진단 계획 보고 회의 장소, 일정을 협의하고 진단 총괄, 진단 수행팀, 진단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담당, 시스템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획 보고 회의를 공지 및 참석을 요청한다. 

필요 시, 진단 계획서 등 회의 자료를 참석자에 사전 공유하여, 내용을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진단 총괄은 계획보고 회의에서 진단 참여자 간 진단에 대한 이해와 합의(Consensus)를 위해 

기본적인 진단 배경과 취지, 진단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계획서를 기반으로 



163

진단 범위, 진단 절차 및 일정 등의 계획을 설명한다. 또한, 진단 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역할에 따른 업무분장 내역, 지원 요청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한다.

아울러, 진단 대상 기능 선정 기준, 결함판단 기준 및 결함 조치 기준은 본격적인 진단 수행 

시 진단 및 조치 범위 선정을 위한 기준 데이터로 활용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도록 

한다.

▪PLN-C-02.� 진단�계획서(초안)� 보완

진단 수행팀은 계획보고 회의 내용 및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단계획서 초안을 보완하고 진단총괄자

에게 제출한다. 진단 총괄은 진단계획서를 검토하여 누락되었거나 모호한 사항은 없는지, 계획보고 

회의 시 합의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진단팀장은 진단총괄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진단 계획서를 최종 보완한다.

▪PLN-C-03.� 진단�계획서�배포

진단팀장 또는 진단총괄은 검토 및 보완된 진단 계획서를 진단 계획 보고 회의에 참석한 진단 

이해관계자에 배포한다.

2.2.3� 수행단계(EXE)�

진단 수행 단계에서는 시스템을 상세히 분석한 후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을 도출하고,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한다.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케이스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발견된 결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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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12┃ 수행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 EXE-A.� 시스템�분석
시스템 분석 단계는 동적 테스트 수행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기능, 운영환경 등을 상세하게 분석 

및 이해하는 단계이다.

┃그림� VI-2-13┃� 시스템�분석�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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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A-01.� 시스템�상세분석�및�세부�기능리스트�도출

시스템 상세 분석 시에는 명확한 시스템 이해 및 테스트케이스 설계를 위해 시스템 아키텍처, 

외부 연동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치 및 운영되는 서브시스템, 데이터 흐름, 운영자별 권한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및 운영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야 한다.

시스템 분석을 위해서는 예비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 시 작성된 산출물과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작성된 각종 로그, 운영기록 등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 개발 산출물로는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아키텍쳐 설계서, 소프트웨어 설계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운영 산출물로는 

장애 ․ 사고 관리대장, 유지보수 대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시스템 산출물이 충분하지 않거나 산출물이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 

개발자 등과 인터뷰를 통해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시스템 상세 분석이 완료되면 시스템 상세분석 시 활용했던 개발 산출물을 바탕으로 아래 표의 

양식에 맞추어 시스템 기능리스트를 작성한다. 만약 개발 산출물이 충분하지 않다면 확보된 산출물과 

함께 진단을 수행할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진단 대상 시스템을 서브시스템별로 분류하고 각 서브시스템이 보유한 기능을 3~4레벨로 상세화 

하여 기입한다. 진단하려는 시스템에 따라 기능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Level은 상이  

할 수 있으나 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가급적 4레벨 이내로 정리한다. 진단 대상 시스템의 기능이 

도출이 완료되면, 각 기능별 ID를 부여하여 추후 진단 이후 이슈 발생 시 참조 ID로 사용할 수 

있다.

기능ID
기능목록

기능�설명 안전/비안전
서브시스템명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 표 VI-2-9. 기능리스트 양식(예) - 기능리스트 작성

※ 표�VI-2-9의� ‘안전/비안전’�영역은�‘EXE-A-02.�안전�관련�기능�식별’�단계�이후에�작성하며,�본�단계에서는�기능ID,�

기능목록,�기능� 설명�항목�위주로�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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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A-02.� 안전�관련�기능�식별

세부 기능리스트 도출이 완료되면 각 기능별로 해당 기능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인지 

판단하여 ‘안전’ 또는 ‘비안전’으로 해당 기능을 분류한다.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정의서와 같은 산출물과 시스템 분석 시 작성한 기능 목록 등을 

기반으로 각 기능에서 문제 발생 시(예: 기능 미완료, 기능 미동작, 오동작, 기능 수행 시 인터럽트 

발생, 동작 시간이나 동작 순서에서 벗어남) 해당 문제가 안전에 미치는 결과를 검토하여 안전 

관련 기능을 식별할 수 있다.

표 VI-2-10의 기능리스트에서 안전/비안전의 의미는 해당 기능이 동작하지 않거나 오작동을 

일으켰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라면 “안전기능”, 해당 

기능이 미동작 혹은 오동작을 하더라도 발생한 결과가 안전에 영향이 없거나 적은 기능의 경우 

“비안전기능”으로 분류한다는 표기이다. 안전/비안전의 분류는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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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2-10.� 기능리스트�양식(예)� -� 기능�별�안전/비안전�분류

가령, 운영중인 시스템에 [신호제어-진입금지신호설정/해제]와 같은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현재 

특정 구간에 열차진입 금지를 위한 신호설정 및 해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해당 

기능이 동작하지 않거나 오동작하는 경우에는 진입금지신호가 잘못 설정 되거나 해제되어 열차 

충돌과 같은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면 해당 기능은 “안전기능”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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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운영중인 시스템에 [로그인기능-내정보변경-직급변경]과 같은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현재 로그인 중인 사용자의 직급을 변경함]과 같은 롤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현재 로그인 

중인 사용자의 직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능이 미작동하거나 오작동을 하더라도 안전사고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해당 기능은 “비안전기능” 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E-A-03.� 위험�시나리오�도출

시스템이 보유한 안전 관련 기능이 다양한 위험상황이나 예외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험 상황을 도출한다.

진단 수행팀은 앞서 식별한 “안전 기능”을 토대로 해당 기능의 미동작이나 오동작, 기능 수행 

지연 등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을 도출하도록 한다. 

진단 대상 시스템이나 유사 시스템의 시스템 장애 및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등과 인터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위험 상황을 식별할 수 있다.

혹은 시스템 위험분석 방법인 FMEA이나 HAZOP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할 수도 있다. 

FMEA는 각 기능별로 고장 모드(Failure Mode)를 도출하고 해당 현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HAZOP 방법을 활용할 경우, Guide Word를 사용하여 다양한 위험 상황(예: 기능이 

동작하지 않거나(None), 잘못 동작하거나(Wrong), 늦게 동작하거나(late))을 도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이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 진단’ 영역과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영역을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수행 결과(안전 중요 기능 식별 결과, 

위험사건/사고 도출 결과, FMEA/HAZOP 등을 활용한 시스템 위험원 식별 결과)를 공유하여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위험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 영역에서 

수행한 일부 결과를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 진단’에 공동 활용하여 진단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 팀장은 진단 영역별 세부 일정, 협업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진단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E-A-04.� 위험시나리오�도출�및�안전관련�기능�식별�결과�검토

진단 팀장은 시스템 운영자, 유지보수 담당 등 진단 이해관계자들에게 위험 시나리오와 안전 

관련 기능 식별 결과를 공유하여 분석 결과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해당 결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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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테스트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본격적인 테스트케이스 설계 전에 안전관련 

기능 식별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이해관계자와 함께 검토하여, 설계 대상 범위를 기능 수준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위험 시나리오 도출 결과를 반영하여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테스트케이스 설계가 

이루어지므로 도출된 시나리오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추가 ․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 EXE-B.� 테스트�설계
테스트 설계 단계는 테스트를 실행하기에 앞서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 즉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 테스트 기법에 따라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테스트케이스는 테스트 시 입력할 

데이터, 예상 출력값을 정의한 것으로 어떤 테스트케이스를 이용하여 테스트 하느냐에 따라 테스트 

효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테스트 설계는 전략적인 테스트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그림� VI-2-14┃ 테스트�설계�세부�활동



169

▪EXE-B-01.� 테스트케이스�및�테스트�시나리오�설계

안전 기능으로 분류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위험 시나리오와 다양한 예외상황을 반영하여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여야 한다. 테스트케이스 작성 시에는 아래 <표 VI-2-11> 

양식을 사용 또는 참고한다. 테스트케이스 작성 단계에는 기능명, TC ID, TC 설명, 수행절차, 

입력값, 기대출력 항목을 작성한다.

기능명 TC� ID TC� 설명 수행절차
입력값

(사전조건�포함)
기대
출력

테스트
결과

상세
결과

○표� VI-2-11�테스트케이스�양식(예)� -� 테스트케이스�작성

∙ 기능명 : 세부 기능명 또는 서브시스템명 (예: Command Controller)

∙ TC ID : 테스트케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ID (예: CNTR_001)

∙ TC 설명 : 테스트케이스 목적, 확인하고자하는 위험상황 또는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제목 수준의 

간략한 설명 (예: 잘못된 제어명령 전송)

∙ 수행절차 : 테스트케이스 수행을 위한 실행 절차 또는 단계

∙ 입력값 : 테스트를 위해 입력되어야 하는 입력값으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기입하는 데이터 

이외에 외부 시스템 또는 외부 모듈에서 유입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며, 테스트 수행 전에 

만족되어야 할 소프트웨어의 사전조건(상태)을 함께 기술

∙ 기대출력 :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 경우 출력되어야 할 기대값

∙ 테스트 결과 :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테스트를 통해 관찰한 실제 결과와 기대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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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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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예: 오류 메시지, 시스템 상태) 또는 테스트 불가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하며, 테스트 

결과가 “P”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진단 팀장은 테스트케이스 작성 후 테스트하고자 하는 범위 및 위험상황이 테스트케이스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테스트케이스 수행을 위해 테스트베드 또는 데이터가 추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점검한다.

○표� VI-2-12.� 테스트케이스�검토�시�체크리스트
번호 체크리스트

1 테스트케이스는�하나의�테스트� 목적�또는�의도만을�포함하고,� 하나의�오류를�가정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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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준용하는� 경우,�테스트케이스는�표준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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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시간에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앞서 안전/비안전 기능 분류 결과에 따라 

테스트 노력 즉, 테스트케이스 설계 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가령, 기능리스트의 안전/비안전 분류에서 

“안전기능” 으로 분류된 기능에 대해서는 타 기능(혹은 시나리오) 대비 테스트케이스를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고 “비안전기능”으로 분류된 기능에 대해서는 테스트케이스를 상대적으로 간략히 설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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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테스트케이스 양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기능” 

으로 분류된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상황이나 비정상동작을 수행함으로서 해당 기능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테스트 하는 것도 포함된다.

| 참고 |� 테스트케이스�설계�기법
동적�테스트�수행�시�테스트해야�할�시나리오에�기반하여�입력�데이터,�예상�출력값�등을�포함하는�

테스트케이스를�설계하고�설계된�테스트케이스를�중심으로�테스트를�수행한다.�이�때�어떤�입력�값을�

사용하느냐에�따라�결함�발견�유무가�결정되므로,�테스트케이스�설계는�동적�테스트�단계에서�가장�

중요한�기술�요소�중의�하나라고� 할�수�있다.

가장�널리�알려진�테스트케이스�설계�기법(Testcase�Design�Strategy)으로는�블랙박스�테스트케이스�

설계�기법과�화이트박스�테스트케이스�설계�기법이�있다.�블랙박스�테스트케이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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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으로�사용하기�보다는�상호�보완적으로�적용하는�것이�좋다.�예를�들어�블랙박스�기법에�기반하여�

시스템�테스트를�설계하는�경우에도�기능�중요도가�높은�알고리즘을�포함하는�모듈은�화이트박스�

기법을�병행�적용할�수�있다.

구분 설명 예시

블랙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기법

∙ 요구사항�명세서,�설계서와�같은�명세서를�기반으로�테스트케이

스�설계

∙ 사용자�입장에서�테스트를�수행하는�기법으로�테스트케이스�설계�

시�소스코드가�불필요하고�시스템�규모에�관계없이�손쉽게�적용�

가능

동등분할,

경계값분석,

결정테이블,

상태전이�등

화이트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기법

∙ 소스코드의�문장�및�구문�정보를�이용하여�테스트케이스를�

설계

∙ 개발자�입장에서�테스트를�수행하는�기법

∙ 테스트를�얼마나�수행하였는지�정량적으로�측정(테스트�커버리

지)�가능하나,�테스트케이스�설계자가�개발언어,�개발로직을�이해

해야�하며�시스템�레벨에서는�적용이�어려움

문장테스트,

MC/DC,

기본경로�

테스트�등

테스트케이스�설계�기법에�자세한� 내용은� [첨부� 3]을�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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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ISO/IEC/IEEE� 29119-3의� Test� case
2013년에�제정된�ISO/IEC/IEEE�29119-3�표준은�“Software�and�systems�engineering��Software�

testing� � Part� 3:� Test� documentation”이라는�제목의�표준으로�테스트�관련�산출물을�정의하고�

있으며,� 이�중� Test� case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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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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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Traceability
관련된�요구사항이나�설계�명세�등과�맵핑하여�추적할�수�있도록�기술한�추적가능

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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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 발표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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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려사항
일본�정보기술진흥원(IPA,� Information-technology�Promotion�Agency)�내의�신뢰성고도화�센터(SEC,�

Software�Reliability�Enhancement�Center)에서는�주요�인프라�등의�제품�제어�시스템에�대한�장애�

사례를�수집�분석하여�개발�각�단계에서의�교훈을�수록한�교훈집을�제작하였다.�교훈집에�수록된�시스템테스

트�시의�고려사항은�아래와� 같다.

시스템�테스트�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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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가�

높아지도록�한다.�

6
사용자�등으로부터�직접�입력을�필요로�하는�시스템에�대해서는�입력�경계를�벗어나는�값을�

시험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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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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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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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B-02.� 테스트케이스�별�테스트�지원가능�여부�검토

진단 수행팀은 진단 지원인력과 검토 및 논의를 통해 테스트케이스별로 테스트 가능 여부 및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현재 확보되어 있는 테스트 환경에서 실제 수행 가능한 데이터나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령, 현재 테스트 환경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 범위에 대한 테스트케이스가 

있다면, 테스트 수행에서 제외할지 혹은 수행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확보할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테스트는 가능하나 테스트 장소나 시간, 시스템, 수행 절차의 제약사항이 있거나 관계자 사전 

협조 등의 지원이 필요한 테스트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테스트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요청하도록 

한다.

특히 실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 테스트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시스템 복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시스템 담당이나 유지보수 담당 등 시스템 운영 지식이 풍부하고 운영 ․ 유지보수 

권한을 보유한 이해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므로 테스트 수행을 위한 진단 수행팀과 지원인력의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테스트케이스 작성 이후 진단 이해관계자들이 테스트케이스를 함께 검토하여 수행가능 

여부, 지원 사항 및 지원가능 여부, 상호 스케줄 조정 등을 확인 및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E-B-03.� 테스트케이스별�테스트�수행�범위,� 수행�일자�등�확정

테스트케이스별로 이해관계자들 간 검토 ․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테스트 수행 범위 및 수행 

일자를 확정한다. 특히, 진단 지원이 필요한 테스트케이스가 있는 경우 지원 요청사항, 지원 담당자, 

지원 일자 및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인력에게 반드시 공유하여 진단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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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 테스트�수행
테스트 수행 단계는 앞서 설계한 테스트케이스를 기반으로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그림� VI-2-15┃ 테스트�수행�세부�활동

▪EXE-C-01.� 테스트�환경�점검

테스트 수행 전, 테스트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 테스트베드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 기존에 

파악했던 테스트베드의 지원 가능 정도(실 운영환경과의 차이), 제약사항, 사용가능 시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 운영환경에서 테스트 하는 경우에도 제약사항이나 테스트 수행 가능시간 등 

테스트 시작 전 테스트 수행을 위한 환경 점검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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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02.� 테스트�수행�및�결과�기록

진단 팀장은 위험도가 높은 기능 및 주요 기능을 우선적으로 테스트하여 중요한 테스트 결과를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진단 수행팀은 테스트 수행과정의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 시 화면 

또는 동영상 저장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단 이해관계자 간 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기능명 TC� ID TC�설명 수행절차
입력값

(사전조건�포함)
기대
출력

테스트
결과

상세
결과

○표� VI-2-13.� 테스트케이스�양식(예)� -� 실행결과�기록

※ 테스트케이스�항목의�상세�내용은� ‘<표� VI-2-11>’� 설명�참고

테스트케이스 양식에 발견된 결함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는 하나, 테스트케이스 내용이 방대하므로 

일반적으로 ‘결함리포트’라고 하는 별도의 양식에 결함을 기록한다. 결함리포트 양식은 아래 <표 

VI-2-14>을 참고한다. 결함리포트에는 결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해당 결함이 

시스템 안전에 미치는 영향, 결함 심각도 정도를 분석하여 ‘안전구분’, ‘결함정도’란에 기재한다. 

경우에 따라 ‘결함정도’를 양식에서 제외하고 ‘안전구분’만 기록할 수도 있다.

○표� VI-2-14.� 결함리포트�템플릿(예)
번호 TC� ID 기능명 결함요약 결함설명 안전구분 결함정도 관련위험 비고

∙ 번호 : 결함리포트 번호(예: 1, 2 또는 DF-01, DF-02)

∙ TC ID : 결함이 발견된 테스트케이스 ID(예: SCHED_011)

∙ 기능명 : 결함이 발견된 소프트웨어 기능명

∙ 결함요약 : 결함에 대한 간략한 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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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설명 : 결함이 발견된 상황 ․ 재연방법과 결함에 대한 상세 설명

∙ 안전구분 : 안전과 관련된 결함은 “안전”으로, 그렇지 않은 결함은 “비안전”으로 기재

∙ 결함정도 : 결함의 영향도 또는 중요도에 따른 구분(예: H, M, L)

∙ 관련위험 : 결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

∙ 비고 : 결함 관련 시스템 관찰 내용(오류메시지, 시스템 상태 등)

▪EXE-C-03.� 테스트�결과�확인

진단 팀장은 테스트 실행 결과를 검토하여 테스트가 일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결함리포트를 확인하여 결함 설명에 미흡함은 없는지, 사전에 수립한 결함 분류 

기준에 따라 결함이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결함은 시스템 내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모듈에 집중 분포한다는 통계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테스트 수행 중 발견되는 결함의 

양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테스트해야 할 기능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테스트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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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결함리포트�작성�예시
결함리포트는�테스트케이스를�확인하지�않아도�될�수준으로�결함이�발생한�기능,�결함�내용,�재연방법,�

특이사항�등을�상세히� 기술한다.

결함리포트�작성(예)

번
호

TC�
ID

기능명 결함요약�
안전
구분

결함설명

1
Sched

_011

타스크�스케줄러

-background� task

중복된� background

task�처리�오류
안전

이미�등록된�background�task

와�시간이�중첩되는�task�입력�

시�task가�입력되지�않아야�하지

만,� task가�입력되고�기존에�등

록된� task가�임의로� 삭제됨

[설정>task>background>입

력]

1.�매주�월요일�2시�~�4시에�백그

라운드로� 구동되는� ‘taskA’�

등록

2.�매주�월요일�3시�~�5시에�백그

라운드로� 구동되는� ‘taskB’�

등록

⇒�taskB가�등록�불가하여야�하

나,�taskB가�등록되고�taskA

는�삭제됨

2
Ctrl

_031

제어기

-� event� trigger

임계치� 초과�이벤트�

트리거�오류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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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종료단계(END)

종료 단계는 진단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단이해관계자 간 결함 내용을 상호 검토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 추후 유사한 결함의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정리 및 공유한다.

┃그림� VI-2-16┃ 종료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 END-A.� 진단결과�분석�및�검토

┃그림� VI-2-17┃ 진단결과�분석�및�검토�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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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A-01.� 진단결과�정리�및�공유

진단 수행팀은 테스트 수행 결과 발견된 결함내역을 간단히 문서로 정리한다. 해당 문서는 진단 

총괄, 기술지원담당 및 시스템 사용자 등 진단 이해관계자가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결함리포트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도록 한다.

진단 팀장은 결과 정리 문서를 진단 이해관계자에 사전에 배포하여 진단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검토 기한 및 의견서 마감일자, 진단결과 검토회의 일자를 

협의하여 공지한다.

▪END-A-02.� 진단결과�검토

진단 팀장은 결함내역 검토를 위해 진단 이해관계자 간 회의를 소집한다. 진단 팀장은 발견된 

결함 위주로 진단 결과를 공유한다.

진단 결과 검토 시에는 결함내역에 결함이 아닌 사항이 결함으로 잘못 판단된 부분은 없는지, 

안전/비안전 분류 내용이 적절한지, 결함 분류 기준에 따른 결함 정도 판단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다. 

또한, 발견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과 수정 가능 여부, 조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며 단시간 내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함에 의한 시스템 오동작을 방지 ․ 완화하기 위한 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END-A-03.� 진단결과�보고서(초안)� 작성

진단 팀장은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 경과, 결과, 조치 방안 등을 정리하여 진단 결과 보고서(초안)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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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B.� 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완료

┃그림� VI-2-18┃ 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완료�세부�활동

▪END-B-01.� 결과�보고�회의�준비�및�개최

진단 총괄은 진단 결과 보고 회의 참석자를 식별하고 회의 개최를 공지한다. 참석자는 진단에 

참여한 기술지원담당, 시스템 사용자, 진단 수행팀 등 진단 이해관계자를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후 

시스템 개선에 관계된 부서나 담당자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진단 팀장은 진단 결과 보고회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최종적인 진단결과 보고 회의이므로 

가급적 진단 전반의 추진 내용과 경위 및 진단 결과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진단 추진 체계, 일정을 간단히 포함하고 주요 테스트 내용, 결함 내역 등 진단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발표자료 등의 형태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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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총괄은 결과보고 회의 발표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이 없는지 확인 하고, 

결과 보고 회의에서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추가적으로 논의 및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의제로 준비한다.

진단총괄은 예정된 일자에 결과보고 회의를 개최한다. 결과 보고 회의는 진단 검토회의에서 진단 

이해관계자 간 검토하였던 진단 결과를 최종적으로 상호 공유하고 공식적으로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을 종료하기 위한 회의이다.

진단 총괄은 결과 보고 회의에서 진단 추진 체계, 일정 등 진단 추진 내역을 간단히 설명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 최종 진단 결과를 보고한다. 결함 

분석 결과 중요도가 높고 보완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참석자들은 최종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보완 의견이 이나 이견, 합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논의한다.

▪END-B-02.� 진단�결과서(초안)� 보완

진단 수행팀은 결과 보고 회의 내용 및 합의 사항을 수렴하여 진단결과서를 보완하고 진단총괄에 

최종 검토를 요청한다. 진단총괄은 진단 수행팀이 보완한 진단 결과서를 검토하여 진단 방법 및 

범위, 진단 결과가 누락없이 포함되어 있고 결과보고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한다. 진단 결과서에 추가적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 승인한다.

▪END-B-03.� 진단�결과�최종보고서�완료

진단 총괄은 진단팀장으로부터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진단 결과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고 기능동작 

정확성 진단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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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능동작�정확성�진단�결과서
기능동작�정확성�진단�후�작성하는�결과서에는�진단의�목적,�범위,�환경�및�일정,�진단�이해관계자�

간�역할,� 진단�절차�및� 방법,� 진단�결과�등을�기술한다.

기능동작�정확성�진단�결과서�주요�구성

목차 주요�내용

1.� 개요� � � �

기능동작�정확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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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추진�체계�및�진단�이해관계자별�역할,�진단�일정�및�일정별�

주요�수행�내역� 기술
� 2.1� 추진체계�

� 2.2� 진단� 일정

3.� 진단�절차�및�방법 진단�절차,� 수행�방법,� 분석�상세기준�등�기술

4.� 진단�결과 결함�내역,� 결함�중요도� 등� 기술

[붙임자료]
진단�대상�기능을�식별한�시스템�기능리스트,�테스트�케이스�목록,�

결함리포트,�결함�별�위험�및�안전�중요도�분석�상세결과�등�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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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품질� 진단� 절차� 및� 단계별� 주요� 활동3

3.1� 소스코드�품질�진단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개발언어를 이용해 소스코드 형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소스코드 

품질은 소프트웨어 품질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 품질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소스코드 품질관리는 소스코드가 생성, 변경되는 전 단계 즉, 코딩, 테스트 및 최적화와 같은 

개발 단계부터 유지보수 ․ 업데이트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가이드는 운영중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가이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시스템 운영과정 단계에서 

소스코드 품질 진단 방법을 제안함을 범위로 삼는다. 그러나, 소스코드 품질 진단의 기본적인 절차,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개발 단계에서 소스코드 품질 진단 시 참고해도 좋다. 단,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소스코드 품질보다는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소스코드에 대해서 보다 주의 깊게 

다루고자 한다.

소스코드 품질 진단은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소스코드 상에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실행 없이 소스코드를 문법적 또는 의미적으로 검토하여 진단하는 방법으로, 소스코드 크기나 복잡도에 

따라 그 진단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작고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자 및 유지보수자 

간 코드 인스펙션50) 등의 리뷰 기법을 통해 진단을 수행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소스코드 

라인 수가 수십만 또는 수천만을 넘는 경우가 많아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가이드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양의 소스코드를 분석, 결함을 검출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를 활용한 진단 방법을 제시한다.

50)�코드�인스펙션(Code� Inspection)� :�가장�정형화된�기법으로�전문�코드�리뷰팀이�작성된�소스코드를�수동으로�분석하여�개발�표준에�위배되었거나�

잘못�작성된�부분을�검출하고�수정하는�작업을�말함,� 높은�결함�검출율이�장점이나�도구를�통한�자동화�분석에�비해�시간이�오래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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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소스코드�정적분석이란?
소스코드�정적분석이란,�진단�대상�프로그램을�실행시키지�않고�프로그램에�내재되어�있는�논리적�

오류�및�결함을�찾아내는�것을�말한다.�일반적으로�자동화�툴을�통해�소스코드의�구분을�분석(파싱,�

parsing)하여� 문법,� 코딩규칙,� 실행� 오류� 등�프로그램의�잠재적인�취약점을� 찾아낸다.

소스코드�정적분석을�통해�확인�가능한�대표적인�검출�결함으로는�미사용�코드,�NULL포인터�참조,�

Runtime� error�등이�있다.�이러한�결함들은�동적테스트를�통해�쉽게�발견하기�어려운�결함이지만�

소스코드�정적분석을�통해서는�검출이�용이하다.

소스코드�정적분석�도구는�한정된�시간에�방대한�소스코드를�설정된�룰셋을�기반으로�자동�분석하여�

위배사항을�자동�검출하는�도구이다.�정적분석�도구를�활용하면�소스코드가�프로그램�개발�언어�규칙에�

따라�작성�되었는지,�애매한�구문으로�인해�컴파일러에�의해�잘못�해석될�여지는�없는지,�불필요하게�

선언되고�사용되지�않은�변수�등은�없는지�등을�효과적으로�검출할�수�있다.

3.2� 소스코드�품질�진단�절차

소스코드 품질 진단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준비 단계, 계획단계, 수행 단계, 종료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RE�준비�단계 PLN� 계획�단계 EXE�수행�단계 END�종료�단계

ㆍ진단�목적/범위�

정의

ㆍ진단�수행팀�구성

ㆍ사전�준비사항�준비

ㆍ시스템�분석

ㆍ진단계획� 수립

ㆍ진단계획� 보고

ㆍ소스코드�진단� 수행�

ㆍ소스코드�진단� 결과�

정리

ㆍ진단�결과� 검토

ㆍ결과�보고�및�보고서�

완료

┃그림� VI-3-1┃ 소스코드�품질�진단�절차

준비단계에서는 소스코드 품질 진단 목적 및 범위를 협의하고 진단 이해관계자를 식별하여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전 준비사항을 협의하는 등 진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계획단계에서는 시스템 예비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 대상시스템을 확인하고 추진 전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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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등 세부적인 진단 계획을 수립하며 진단 계획을 보고 및 공유한다.

진단 수행 단계에서는 소스코드 품질 진단환경을 구성하고 진단 도구를 실행하여 소스코드 정적 

분석을 수행한다.

진단 종료 단계에서는 진단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단 결과에 대하여 진단 이해관계자와 상호 

검토하고 진단을 종료한다.

○표� VI-3-1.� 소스코드�품질�진단�단계별�활동
단계 세부단계 주요�활동

(PRE)�준비�단계

A.� 진단�목적� 및� 범위�정의

∙ 진단�목적� 확인�

∙ 소스코드�기본�정보� 확인�및�진단�여부� 확정

∙ 진단�범위(상위수준)�협의

B.�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진단�수행

팀� 구성

∙ 진단�이해관계자� 식별

∙ 진단�지원� 인력�협조�요청

∙ 진단�수행팀�구성

C.� 진단환경,�산출물�등�사전준비 ∙ 진단�환경,�산출물� 등� 사전준비

(PLN)�계획�단계

A.� 시스템� 분석
∙ 시스템� 현황�분석

∙ 진단범위(상세수준)� 협의

B.� 진단�계획� 수립

∙ 진단�일정� 및� 기준�수립

∙ 진단�참여� 인력�확정�및�역할� 분담

∙ 진단�계획서(초안)�작성

C.� 진단�계획� 보고

∙ 계획�보고� 회의�준비�및�개최

∙ 진단�계획서(초안)�보완

∙ 진단�계획서�배포

(EXE)�수행�단계
A.� 소스코드�진단�수행

∙ 진단환경�구성�및�도구� 구동�확인

∙ 소스코드�정적분석�수행

B.� 소스코드�진단�결과� 정리 ∙ 결함�검출� 결과�확인�및�정리

(END)�종료�단계

A.� 진단�결과� 검토
∙ 진단�결과� 검토

∙ 진단결과�보고서(초안)� 작성

B.� 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완료

∙ 결과보고�회의�준비� 및� 개최

∙ 진단결과�보고서(초안)� 보완

∙ 진단�결과� 최종보고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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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스코드�품질�진단�단계별�주요�활동�및�내용

3.3.1� 준비�단계� (PRE)

준비 단계는 소스코드 품질 진단 목적을 정의하고 소스코드 진단 가능여부를 확인하며 진단에 

필요한 사전정보와 진단 일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그림� VI-3-2┃ 준비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 PRE-A.� 진단�목적�및�범위�정의�

┃그림� VI-3-3┃ 진단�목적�및�범위�정의�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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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01.� 진단�목적�확인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은 소스코드 품질 진단의 목적을 확인한다. 소스코드 품질 진단의 목적이 

진단 결과 발견된 소스코드 결함을 수정하는 것인지, 단순히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없는지 현 상태를 확인하고자 함인지, 추후 시스템 유지보수 시 개선이 시급한 소스코드 

결함이나 모듈을 식별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만일 진단의 목적이 결함 수정에 있다면 소스코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스코드가 외산이거나 개발인력 또는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거나 컴파일 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스코드 수정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RE-A-02.� 소스코드�기본�정보�확인�및�진단�여부�확정

소스코드 품질 진단 가능 여부는 진단 기획 단계에서 검토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만일 기획단계에서 소스코드 진단 가능 여부 판단을 보류하였거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면 진단 총괄 및 진단팀장은 소스코드 관리상태, 진단하고자 하는 기준, 진단 도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단 가능여부를 재확인한다.

‣ 소스코드 관리 상태 확인

현재 시스템이 운영중이라 할지라도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스코드 형상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과 매우 상이할 경우 진단 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관리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스코드가 

컴파일이 불가하거나, JAVA 소스코드가 클래스 파일 형태로만 보관되어 있어 내부 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진단이 불가하다. 따라서,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은 소스코드 보유 여부, 소스코드 

형상, 컴파일 환경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 소스코드 정보 확인

소스코드 개발 시 사용한 언어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진단 도구가 달라지므로 진단 담당자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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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주요 모듈 개발 시 사용된 개발언어를 확인한다.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도 모듈별로 개발언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듈별 개발언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발언어로는 C, 

C++, C#, Java 등이 있다. 또한, 개발 시 사용한 개발자 환경(IDE51)), 컴파일러 종류 및 버전, 

소스코드 라인 수도 확인한다. 컴파일러 버전이나 소스코드 라인 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컴파일러 

버전에 따라 소스코드 분석 도구의 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지거나 분석 대상 소스코드 라인 수에 

따라 진단 도구가 별도의 과금 정책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표� V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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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 MISRA� C,� 행정안전부�코드�보안�규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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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체제,�컴파일�환경�정보�등

 

‣ 소스코드 진단 기준 확인

진단 팀장은 소스코드 진단 시 어떤 기준으로 소스코드를 진단할지 그 기준을 확인한다.

소스코드 진단은 크게 소스코드 코딩 규칙 기반 진단과 실행 오류 검출 진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스코드 코딩 규칙 기반 진단은 소스코드 개발 언어별로 권장되는 코딩 구문 등에 따라 

소스코드가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실행 오류 검출 진단은 소프트웨어 실행 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유추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소스코드 코딩 규칙 기반 진단 수행 시에는 소스코드 개발 언어에 따라 권장되는 코딩 규칙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언어별로 다양한 버전 및 기준이 있는데, C 또는 C++의 경우에는 

51)� IDE(Integrated�Development�Environment)� :�효율적으로�소프트웨어를�개발하기�위한�통합�개발�환경.�소스코드�코딩을�위한�편집기,�개발�

중�소스코드�정상�동작�확인을�위한�디버거,�소스코드를�번역하기�위한�컴파일러�또는�인터프리터�등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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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협회인 MISRA(Motor Industry Software Reliability Association)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성, 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의한 C/C++ 언어 표준인 MISRA-C/C++이 자동차를 

비롯한 우주, 의료, 국방, 철도, 일반산업 등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별도 기준이 없을 

시 MISRA-C/C++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 그 외 산업 분야별로 별도의 소스코드 기준이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 철도분야에서는 철도 안전 표준인 IEC 62279에서 요구하는 소스코드 준수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소스코드 실행 시 발생가능한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은 소스코드가 구문(Syntax) 상 코딩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실행 과정 중 잘못된 데이터 입력이나 연산 수행으로 인해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와 같은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검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스코드 

내에서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 구문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피젯수로 입력된 값이 “0”인 

경우(0으로 나누기)는 연산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소프트웨어는 실행 중 강제 종료되는 치명적인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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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3-3.� 소스코드�진단�방식에�따른�기준�분류
구분 내용 비고

코딩� 표준

기반� 분석

소스코드�안전성,�신뢰성,�가독성�등을�확보하

기�위해�코딩�표준을�기반으로�위배사항�검출

-� 코딩�표준� (예)

� :� MISRA-C,�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코딩�규칙,� IEC�61508,� IEC�62279�등�

실행� 오류

검출

소프트웨어�실행�시�프로그램�비정상�중지,�

메모리�누수�등�중대�오류를�유발할�가능성이�

있는�소스코드�검출

-� 실행�오류� (예)

� :� 메모리�중복해제,� 0으로�나누기,�

범위를� 벗어난�배열� 참조�

두 진단 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진단 기준을 모두 수용하여 수행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상 기준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도구의 지원 및 활용 가능 여부이다.

참고로, 소스코드 품질 확인 시 소스코드 복잡도52), 코드 주석률53), 코드 중복률54), 미사용 

52)�소스코드�복잡도(Cyclomatic� Complexity)� :�소프트웨어의�한�단위(Method�혹은� Function)�내의�소스코드가�얼마나�복잡한지를�정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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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55) 등을 별도의 도구(예: SonarCube, LOCCounter)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 소스코드 진단 도구 확인 

진단 대상이 되는 소스코드의 개발언어, 소스코드 컴파일러, 소스코드 진단 기준을 지원할 수 

있는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를 확인하고 적합한 진단 도구를 선정해야 한다. 도구 확인 시, 도구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한다. 라이선스 비용이 고가인 경우가 많으며 소스코드 라인 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를 개발 또는 판매하는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토록 한다. 도구를 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 

아닌 서비스 형태로 사용 가능한지도 확인한다. C, C++, Ada 등의 언어를 지원하는 도구는 대개 

유료이나, Java를 지원하는 도구는 무료가 많다.

‣ 진단 결과 분석 가능 여부 확인

진단 결과 분석 가능 여부는 소스코드 진단 도구에서 오탐(False-alarm) 내역을 걸러내고 실제 

개선대상이 될 소스코드를 선별하는 작업이 가능한지를 의미한다.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에서 

제시하는 결함은 ‘잠재적인 결함’으로 실제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접 소스코드의 

전후 문맥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십만 라인 정도의 소스코드에 대해 정적분석 도구 수행 시 수 천개의 잠재 결함이 검출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정적분석 시,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 실행 결과를 모두 최종 수용하기 

보다는 소스코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개발자 또는 유지보수자)와 검토를 통해 잘못 탐지 되었거나 

과도한 기준이 적용되어 결함에서 제외해야 할 사항 등을 식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은 소스코드 진단 목적 및 소스코드 관리 상태, 진단 기준과 진단 
표현한�지표.�항공�분야에서는�복잡도를�10�이하로�권고하며,�일반적인�어플리케이션의�경우에도�15�~�25�이하로�복잡도를�관리할�것을�권고

53)�코드�주석률(Comments)� :�주석이란�소스코드�가독성�및�이해도를�높이기�위해�코드에�추가되는�설명으로,�방위사업청�무기체계�소프트웨어�

개발�및�관리지침에서는�주석률을� 30%�이상으로�요구

5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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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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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도구 확보 가능여부, 도구 진단 결과 분석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스코드 진단을 

수행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표� VI-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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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운영되는�산업�분야에서�요구하는�표준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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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소스코드�정적분석�도구�사용을�위한�예산이�확보되어�있는가?

11
확보된�예산이�소스코드�정적분석�도구를�구매하기�부족한�경우,�해당�도구를�일시적으로�렌탈하는�형태의�

서비스� 지원이�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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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무료�도구를�사용하는�경우,� 진단�범위가� 축소되지는�않는가?

14 도구의� 분석�결과에서�오탐을� 걸러내기� 위한�자원(예:� 인력,� 시간)이�확보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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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개발언어�또는�도메인별�코딩�기준
개발언어�또는�도메인에�따른�코딩�기준,� 규칙� 및�표준은� 아래와�같다.�

기준 개발언어 설명

MISRA C,� C++
MISRA�C는�자동차�산업에서�SW�의존성이�높아짐에�따라�만들어진�

코딩�표준.�전�세계적으로�가장� 널리�사용되고�있는�표준

ISO/IEC� 9899,�

14882
C,� C++ 프로그래밍�언어� C,C++� 국제표준

HIC++ C++ Hjigh� Integrity� CPP,� C++의�무결성을�위한�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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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과� 132개�권고로�구성

-�[JAVA]�Java�Platform�standard�edition�6,7에�대한�시큐어�코딩�

규칙과�권고사항�제시.�Java의�일반적인�취약점�예방을�위한�코딩�규

칙�포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코딩�규칙

JAVA

소스코드�정적분석�도구인�PMD가�제공하는�규칙�중에서�39개의�

코딩�규칙을�선정하여�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에�따라�개발하는�소프

트웨어가�준수해야할�코딩� 규칙�셋으로� 선정

Microsoft�

C#� 코딩�규칙
C# Microsoft사에서�제시한� C#� 언어�코딩규칙

안전�도메인

국제�표준
C,� C++

안전과� 관련된�도메인에서� 요구하는� 별도의�코딩� 규칙�표준

-� IEC� 61508� :� 일반�산업용�전기전자장치�안전�표준

-� IEC� 62279,� EN� 50128� :� 철도�분야�안전�표준

-� DO-178B� :� 항공� 분야�안전표준

-� JSF++� :� 항공용� C++�코딩�표준

-� JPL� :� NASA�우주선�개발�관련�코딩�규칙

-� ISO� 26262� :� 자동차�분야� SW�안전�표준

-� DARPA� :� 국방부� 무기체계� SW� 안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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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NASA� Software� Safety� Guidebook� � 소스코드�코딩�권고사항
NASA�Software�Safety�Guidebook에서는�다음과�같이�안전�중요�시스템에서�소스코드�결함으로�인한�

오류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소스코드�언어별로�코딩�규칙�권고사항을�제시하고�있다.

언어 소스코드�언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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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의�‘무기체계�소프트웨어�개발�및�관리�지침’에서는�소스코드�복잡도�측면에서�품질�메트릭�

점검� 항목에�대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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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제시한�소스코드�품질�메트릭을�관리하고�

함수의�크기는�70줄�이내,�소스코드�파일�하나는�200줄�이내,�코드�한줄의�길이는�80자�이내로�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PRE-A-03.� 진단�범위(상위수준)� 협의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 중 어떤 모듈에 대해 진단을 수행할지 진단 

범위를 상위수준에서 협의한다. 시스템 전체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을 수행하거나 

시스템 내에서 그 역할과 비중 상 중요도가 높은 모듈을 중심으로 진단하거나 또는 최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진단을 수행하는 등 진단 범위를 협의하도록 한다. 진단 범위 지정 시 진단을 

제외할 범위를 지정하여 진단 범위를 선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시스템 내 통계분석, 보고서 

생성과 같이 안전이나 시스템 주요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모듈을 제외하여 진단 범위를 선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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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품질 진단을 이미 수행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 진단 내역을 확인하여, 본 진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진단 기준(예: 코딩 표준 기반 분석, 실행 오류 검출)을 수용하고 있는지 진단 

수행 이후 소스코드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진단 범위를 상위수준으로 협의한다. 진단 

범위는 추후 계획단계에서 시스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PRE-B.� 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진단�수행팀�구성

┃그림� VI-3-4┃ 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진단�수행팀�구성�세부�활동

▪PRE-B-01.� 진단�이해관계자�식별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은 진단 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스코드 품질 진단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도록 한다. 진단 이해관계자는 진단을 전반적으로 추진 ․ 관리하는 진단 총괄, 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진단 수행팀, 진단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진단을 지원하는 진단 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

소스코드의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 지원 인력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진단 지원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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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담당과 시스템 사용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술지원담당은 소스코드 내용 및 추후 검출된 

결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소스코드 진단 환경 구축이 가능한 사람으로, 시스템 

개발자 또는 유지보수 담당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시스템 사용자는 세부 진단 범위 선정 시 

안전에 밀접한 서브시스템이나 기능을 식별하거나 진단 결과 발견된 결함이 시스템 운영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터뷰, 면담 등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시스템 관리자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VI-3-5┃ 소스코드�품질�진단�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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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3-5.� 이해관계자�역할�및�주요업무�
역할 주요업무

진단�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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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단�전략�및�계획� 수립

� -� 개발 ․ 운영�산출물� 등을�활용한� 시스템�분석

� -� 소스코드� 도구�활용한� 분석�수행�

� -� 도구�분석�결과를�활용한� 코드�개선안� 도출

� -� 진단�결과�보고

지원�인력

� -� 진단에�필요한�정보(예:� 소스코드�관련�산출물,�소스코드�변경� 이력)� 제공

� -� 시스템�분석을�위한�시스템�설명�및�인터뷰

� -� 진단�환경(진단� 장소,�컴파일�환경�등)�지원

� -� 소스코드� 분석�내용,� 진단�결과�등에� 대한�확인�및�검토

▪PRE-B-02.� 진단�지원�인력�협조�요청

진단 총괄은 식별된 진단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가 소속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원활한 

협조요청을 위하여 진단 목적 및 범위, 진단 일정, 지원인력의 주요 업무를 포함한 인력 지원 요청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한다.

▪PRE-B-03.� 진단�수행팀�구성

진단 팀장은 소스코드 품질 진단을 수행할 진단 팀원을 확정하여 진단 수행팀을 구성한다. 진단 

수행팀은 진단 팀장과 진단 팀원으로 구성되며, 진단 팀장은 진단 전략, 절차, 방법, 일정 수립 

등 진단 전반을 계획 및 관리한다. 진단 팀원은 소스코드 진단 환경 구성하고 진단 도구를 이용한 

결함을 검출, 분석, 정리와 같은 진단 실무를 수행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 수행팀 구성 시, <표 VI-3-6>과 같이 진단팀원의 필요 역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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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3-6.� 진단�팀원의�필요�역량
구분 역량

진단�팀원

-� 정적�분석�도구의�사용방법�이해�및�경험

-� 다양한�개발언어에�대한�이해(C/C++/Java�등)

-� 5년�이상의�소스코드�진단�수행�경력�권장

□ PRE-C.� 진단환경,� 산출물�등�사전준비

┃그림� VI-3-6┃ 진단환경,� 산출물�등�사전준비�세부�활동

▪PRE-C-01.� 진단�환경,� 산출물�등�사전준비

원활한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 수행 환경, 진단대상 소스코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산출문서, 

시스템 담당자의 설명 및 인터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진단 총괄과 진단 팀장은 진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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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사전에 파악 및 준비함으로써 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스코드의 경우 보안상 소스코드 반출 방법 및 범위, 소스코드 진단 도구 설치 또는 반입 

절차 등의 사전 허가 및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보안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부 진단 범위 조정 및 검출된 결함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운영자 매뉴얼, 소스코드 형상 변경내역서와 같이 시스템의 

운영 목적, 주요 기능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산출물 제공을 요청하도록 한다.

아울러, 진단 시 활용할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의 확보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진단 환경 

구성 전까지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예: 기술지원 담당 또는 도구 사용 계약 지원부서)에 

요청한다. 또한, 진단 도구에 따른 진단 환경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환경 구성에 필요한 사항(예: 

컴파일러 가능한 환경 준비, 진단도구 설치용 노트북 준비)을 준비하도록 한다. 참고로, 소스코드 

진단 환경은 분석 도구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스코드가 컴파일 되지 않더라도 분석이 

가능한 도구도 있으나 소스코드 컴파일이 가능해야만 소스코드 분석이 가능한 도구도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소스코드 정적분석을 위해 별도 환경에서 컴파일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정적분석 

도구 내에 컴파일러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 또는 서버-클라이언트 형태의 진단환경이 필요한 경우 

등 도구 특성에 따라 진단 환경이 상이하다.

3.3.2� 계획�단계� (PLN)

┃그림� VI-3-7┃ 계획�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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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N-A.� 시스템�분석�

┃그림� VI-3-8┃ 시스템�분석�세부�활동�

▪PLN-A-01.� 시스템�현황�분석�

진단 범위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시스템 현황 분석을 수행하며, 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는 

추후 진단 결과 검출된 결함의 영향도 및 중요도 분석 시 활용 가능하므로 추후 열람이 용이한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진단 수행팀은 요구사항 명세서, 운영자 매뉴얼, 소스코드 설명서 등 진단 착수 시 전달받은 

시스템 산출물을 검토하여 시스템 운영목적, 주요 기능 및 데이터 흐름 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위수준에서 파악한다. 관련 산출물이 미흡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나 개발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여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시스템 현황 파악 시에는 소스코드 

형상 변경내역서 등을 통해 소스코드 형상 변경 내역도 함께 식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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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A-02.� 진단�범위(상세수준)� 협의�

진단 수행팀은 진단 목적, 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 소스코드 형상 변경 내역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세부 범위를 협의한다.

앞서 상위수준에서 설정한 진단 범위(PRE-A-03. 참조)를 토대로 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서브시스템 또는 모듈이 누락되지 않도록 진단 범위를 상세히 협의한다.

이미 소스코드 정적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소스코드 품질 진단의 목적이 소스코드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결함의 검출에 있을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진단 상세범위 설정 시 소스코드 

형상 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변경 내역을 위주로 진단을 수행하도록 세부 범위를 선정한다.

□ PLN-B.� 진단�계획�수립

┃그림� VI-3-9┃� 진단�계획�수립�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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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B-01.� 진단�일정�및�기준�수립

‣ 진단 일정 수립

진단 수행팀은 진단환경 구성, 도구 실행 및 결함 검출, 결함 검출 결과 분석 등 세부 일정을 

수립한다. 소스코드 규모에 따라 소요 일자는 달라질 수 있으며, 활용하는 진단도구의 분석 속도(예: 

소스코드 분석 라인/시간)를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소스코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분석 도구나 소스코드 라인수, 소스코드 구조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진단도구 구동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경우 짧게는 수 시간, 길게는 3~4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도구를 이용한 

분석 소요시간보다 도구의 오탐을 확인하고 소스코드 수정여부를 검토하는 시간이 보통 더 많이 

소요된다.

계획보고 일자, 중간보고 일자, 결과보고 일자와 같은 공식 보고 일자를 진단 총괄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시스템 설명, 인터뷰, 질의면담, 진단 환경 구성과 같이 진단 지원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활동의 경우 희망하는 일자, 시간, 횟수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 진단 세부 룰셋 선정

진단 수행 팀은 필요 시 진단 기준(예: MISRA-C) 중 세부 진단 룰셋의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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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 결과 분류 기준 수립

소스코드 진단 결과 검출된 잠재결함을 분류할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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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있는 잠재결함 유형만을 집중 점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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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진단�결과�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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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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B-02.� 진단�참여�인력�확정�및�역할�분담

진단 팀장은 소스코드 진단 범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진단 참여 인력을 확정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추가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시스템 담당자는 없는지, 보충해야할 진단 팀원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PLN-B-03.� 진단�계획서(초안)� 작성

진단 팀장은 앞서 준비단계 및 시스템 분석 단계에서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진단 목적과 진단 

범위, 진단 이해관계자 간 역할, 진단 기준, 진단 도구, 진단 환경 및 진단 일정 등을 정리하여 

진단 계획서(초안)를 작성한다. 진단 계획서는 진단 계획 보고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공유, 

검토되는 문서이므로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 PLN-C.� 진단�계획�보고
진단 총괄, 진단 수행팀, 시스템 사용자 등 진단 이해관계자 간 진단 계획 보고 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합의(Consensus)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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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3-10┃ 진단�계획�보고�세부�활동

▪PLN-C-01.� 계획�보고�회의�준비�및�개최

진단 총괄과 진단 수행팀은 진단 계획서(초안)을 바탕으로 계획보고 회의를 준비한다.

진단 총괄은 참석자 범위를 선정(예: 진단 총괄, 진단 수행팀, 기술지원담당, 시스템 사용자, 

외부 연계 기관 담당자)하고 회의 장소 및 일정을 협의한다. 필요 시, 진단 계획서 등 진단 보고 

회의 자료를 참석자에 사전 공유하여, 미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진단 총괄은 사전 협의된 계획보고 회의일자에 회의를 개최하고 진단 참여자 간 진단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위해 기본적인 진단 배경과 취지, 진단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계획서

를 기반으로 진단 범위, 진단 절차 및 일정 등의 상세 계획을 설명한다. 또한, 진단 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역할에 따른 업무분장 내역, 지원 요청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조정이 필요한 



208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한다. 소스코드 진단 시 적용하는 룰셋 범위 및 진단 결과 분류 기준의 경우 

전체 진단 결과에서 결함의 범주 및 결함 심각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하도록 한다.

▪PLN-C-02.� 진단�계획서(초안)� 보완

진단 수행팀은 계획보고 회의 내용 및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단계획서 초안을 보완하고 진단 

총괄에게 제출한다. 진단총괄은 진단계획서를 검토하여 누락되었거나 모호한 사항은 없는지, 계획보고 

회의에 합의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진단팀장은 진단총괄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진단 계획서를 최종 보완한다.

▪PLN-C-03.� 진단�계획서�배포

진단 총괄 또는 진단 팀장은 진단 계획서를 진단 보고 회의에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3.3.3� 수행�단계� (EXE)

진단 수행단계에서는 정적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진단을 수행하고 해당 도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한다.

┃그림� VI-3-11┃ 소스코드�진단�수행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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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A.� 소스코드�진단�수행

┃그림� VI-3-12┃ 소스코드�진단�수행�세부�활동

▪EXE-A-01.� 진단�환경�구성�및�도구�구동�확인

진단팀은 진단 계획에 따라 진단 환경을 구성한다. 진단환경 구성 시, 소스코드 복사, 진단 도구 

설치, 컴파일 환경 구성 등을 위한 개발자 또는 유지보수 담당자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소스코드 일지라도 컴파일 옵션에 따라 실행파일이 상이하게 동작할 수 있으므로 소스코드 

컴파일 옵션은 반드시 개발 당시의 옵션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개발 후 수 년이 지난 

시스템을 진단하는 경우에는 컴파일러 버전을 꼭 확인하여야 하며 그 외 개발환경 설정, 라이선스 

설정, 소스파일 경로, 진단 결과 저장 경로, 결함 검출 레벨 및 방법, 진단 기준 등이 명확히 설정되었는지도 

상세히 확인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 환경을 구성한 후 주요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진단도구를 구동하여 오류 없이 

진단이 수행되는지 1차적으로 사전 확인을 수행한다.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소스코드 진단 

시 진단환경을 구성하는 데 수 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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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A-02� 소스코드�정적분석�수행

소스코드 정적분석을 위한 진단 환경 구성이 완료되면 진단 도구를 구동하여 진단을 수행한다. 

진단 환경 구축 시 주요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1차 사전 확인한 결과를 검토하여 진단 룰셋 중 

일부 변경할 사항은 없는지, 진단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단 도구 옵션을 수정하거나 소스코드 

일부를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확인한다.

1차 실행 결과, 기준이 과도하거나 의미적으로 중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 룰셋의 경우, 진단 

효율을 위해 협의하여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진단 수행 중 헤더파일 경로(include 

path), 컴파일 옵션에서 지정한 정의값(define), Macro 사용에 따른 구문 등을 진단 도구에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진단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진단도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을 사용하여 진단도구가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스코드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소스코드 진단을 위해 소스코드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 내역이 실제 운영되는 소스코드에 반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진단 도구에 따라 상이하나, 소스코드 규모가 큰 경우에 진단 중 메모리 부족 현상으로 

진단 속도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세부 모듈별로 나누어 진단을 수행하면 

속도 저하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모듈별 소스코드 분석 시 진단 도구에서 CPU 사용 

제한 등 리소스 사용을 조절56)하여 도구를 실행할 수 있다. 진단환경이 정확히 설정된 경우 진단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3~4일 정도이다.

56) 소스코드의 분석 용량이 많은 경우 정적분석 도구 환경설정에서 리소스 사용 제한을 설정 가능 (예: CPU 10%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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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B.� 소스코드�진단�결과�확인�및�정리

┃그림� VI-3-13┃ 소스코드�진단�결과�확인�및�정리�세부�활동

▪EXE-B-01.� 결함�검출�결과�확인�및�정리

진단 수행팀은 진단결과를 확인하여 결함이 아님에도 결함으로 도출된 사항(False Alarm, 오탐지 

또는 노이즈)을 진단 결과에서 제거한다. 도구에서 제공하는 결함 중요도 또는 위험도 분류 기준을 

토대로 결과를 정리하고 앞서 정의한 안전 측면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결함을 재분류한다. 또한, 

결과 정리 과정에서 적용하고자 했던 룰셋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사전 협의 및 의도적 구현에 

대한 오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동일한 규칙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결함은 개발자의 코딩 특성 또는 의도적으로 구현된 

코드인 경우가 있다. 이 과정은 ‘정 ․ 오탐 분류’를 통해서 결함 혹은 비결함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본 단계에서는 사전 협의된 규칙 또는 개발자의 단순 습성으로 중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에 

대해서만 배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결함에 대해서는 이후 종료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정 ․ 오탐 분류를 수행하도록 한다.

진단 수행팀은 테스트 수행 결과 발견된 결함내역을 간단히 문서로 정리한다. 이 문서는 진단 

총괄, 기술지원담당 및 시스템 사용자 등 진단 이해관계자가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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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소스코드�분석�도구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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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의도를�예상할�

수�없으므로�잠재결함으로�판단하게�된다.�이러한�경우를�‘오탐’�또는�‘오탐지’라고�하며�이러한�오탐은�

정적분석의�신뢰도�및�정확도를�떨어뜨릴�수�있다.�따라서�도구를�100%�신뢰하여�분석을�수행하여서는�

안되며,�반드시�시스템�이해관계자(개발자�또는�유지보수자)와의�의견�개진을�통해�도구에서�도출된�

결과를�검토하여야�한다.

상기와�같은� ‘오탐’의�경우가�아니더라도�정적분석�도구�자체의�결함을�배제할�수�없다.�검출하려는�

위반사항�관련�규칙을�명확히�도구에�적용하였더라고�도구�자체의�결함으로�인해�해당�위반사항을�

검출하지�못하는�미탐(false�negative)도�있을�수�있다.�어떠한�분석�도구라도�결함�없는�완벽한�소프트웨어

라고� 볼�수�없기�때문에�이점을� 반드시�감안하여야�한다.�

| 참고 | 잠재적인�소스코드�결함�사례(Java)
▶�비어있는�블록(예)

void� funcA(int� a1,� int� a2)

{

� � � ...� (중략)� ...

� � � try� {�

� � � � � � func_TestA();

� � � }

� � � � � � catch(Exception� ignored)� {� }� � � � � � � � →�비어있는� catch�블록� �

� � � ...� (중략)� ...

}

위의�코드는�개발자들이�흔히�범하는�결함이지만�프로그램에서�오류를�일으키는�문제�코드는�아니다.�

다만�예외(Exception)가�발생했음에도�catch�문에서�아무것도�수행하지�않기�때문에�예외�처리�문제를�

추적하기�어려울�수�있다.�따라서�Exception�처리�부분에�Log.info�등의�로그�정보를�남기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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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잠재적인�소스코드�결함�사례(C언어)
▶�컴파일러에�따라�다르게� 해석될�수� 있는� 코드(예)

void� calc_diff(int� src,� int� dest)

{

� � � ...� (중략)� ...

� � � ready� =� door1_open� &&� door2_open� ||� input_ready� ;� � →�모호한� 연산순서

� � � ...� (중략)� ...

}

컴파일러에�따라�연산을�처리하는�순서가�상이할�수�있다.�위�예제에서�&&�연산자는�AND�연산자로�

왼쪽과�오른쪽�피연산자가�모두�1일�때�1로�해석하며,� ||�연산자는�OR�연산자로�왼쪽�연산�결과와�

오른쪽�피�연산자�중�하나만�1이면�1로�해석한다.�위�소스코드�개발자의�의도가�1번�도어(door1_�

open)와�2번�도어(door2_open)가�모두�열려있고�입력값(input_ready)이�준비되었을�때�연산이�가능하

다(ready)고�의도하였다면�“ready�=� (door1_open�&&�door2_open)� ||� input_ready� ;”�로�작성하는�

것이�맞다.�컴파일러가�OR�연산을�먼저�처리한다면�프로그램이�개발자�의도와�다르게�실행되어�해당�

코드와�관련된�기능이� 오동작�할� 수도� 있다.

▶�구문은� 정확하나�운영�중�오류가�발생할� 수�있는�코드(예)

void� check_trigger(int� dwBaudrate)

{

� � � ...� (중략)� ...

� � � timeoutPeriod� =� (2*CurSpeed)� /� dwBaudrate;� →�피제수� ‘0’� 여부� 미검사

� � � ...� (중략)� ...

}

나누기�연산�시�“0”으로�나누기가�불가능하듯이,�프로그램에서도�“0”으로�나누기가�수행되면�예상치�

못한�오류가�발생하고�프로그램이�중지된다.�따라서�나누기�연산�시에는�반드시�피제수가� “0”인지�

여부를�검사해야�한다.�위�예제에서�소스코드�구문은�코딩�규칙을�준수하였으나�동작�중�피젯수가�

0이면�프로그램�실행이�중지되는�치명적�오류가�발생한다.�상기�예와�같은�오류는�해당�코드가�중요�

기능과�관련된�경우는�물론이고�관련�없는�코드라�하더라도,�프로그램을�비정상�종료시킴으로써�다른�

중요� 기능까지�사용할� 수�없게�하기�때문에� 안전사고를� 야기할�수� 있는� 오류라�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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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종료�단계� (END)

종료 단계는 진단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단 이해관계자간 소스코드 진단 결과를 상호 검토하고 

코드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공유한다.

┃그림� VI-3-14┃ 종료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 END-A.� 진단�결과�검토

┃그림� VI-3-15┃ 진단�결과�검토�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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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A-01.� 진단�결과�검토

진단 팀장은 이전 단계에서 정리한 잠재결함 문서를 진단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배포하여 진단 

이해관계자들이 미리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결과 검토 회의를 개최하여 정리된 소스코드 

정적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시스템 개발자, 유지보수자, 운영자 등 각 이해관계자는 각자의 

업무 관점에서 도출 결과에 대해 검토한다. 적용된 룰셋의 적절성 및 누락 룰셋 여부, 검출된 위반사항들

의 오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공유한다.

본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정 ․ 오탐 분류 과정을 수행하며, 오탐으로 분류된 결함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에 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진단 총괄은 진단 계획과 수행 실적을 비교하여 누락된 점은 없는지, 결과가 목적에 맞게 도출되었는지 

등 보완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진단 팀장은 모든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추가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한 경우 각 이해관계자들과의 일정을 협의하여 추가 진단을 수행하고, 

해당 결과 또한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

▪END-A-02.� 진단결과�보고서(초안)� 작성

진단 팀장은 소스코드 품질 진단 경과, 결과, 조치 방안 등을 정리하여 진단 결과 보고서(초안)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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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B.� 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완료

┃그림� VI-3-16┃ 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배포�세부�활동

▪END-B-01.� 결과�보고�회의�준비�및�개최

진단 총괄은 진단 결과 보고 회의 참석자를 식별하고 회의 개최를 공지한다. 참석자는 진단에 

참여한 기술지원담당, 시스템 사용자, 진단 수행팀 등 진단 이해관계자를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후 

시스템 개선에 관계된 부서나 담당자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진단 팀장은 진단 결과 보고회를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최종적인 진단결과 보고 회의이므로 

가급적 진단 전반의 추진 내용과 경위 및 진단 결과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진단 추진 체계, 일정을 간단히 포함하고 주요 테스트 내용, 결함 내역 등 진단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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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총괄은 결과보고 회의 발표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이 없는지 확인 하고, 

결과 보고 회의에서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추가적으로 논의 및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의제로 준비한다.

진단총괄은 예정된 일자에 결과보고 회의를 개최한다. 결과 보고 회의는 진단 검토회의에서 진단 

이해관계자 간 검토하였던 진단 결과를 최종적으로 상호 공유하고 공식적으로 소스코드 품질 진단을 

종료하기 위한 회의이다.

진단 총괄은 결과 보고 회의에서 진단 추진 체계, 일정 등 진단 추진 내역을 간단히 설명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 최종 진단 결과를 보고한다. 참석자들은 

최종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보완 의견이 이나 이견, 합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END-B-02.� 진단결과�보고서(초안)� 보완

진단 수행팀은 결과 보고 회의 내용 및 합의 사항을 수렴하여 진단결과 보고서를 보완하고 진단총괄에 

최종 검토를 요청한다. 진단총괄은 진단 수행팀이 보완한 진단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진단 방법 

및 범위, 진단 결과가 누락없이 포함되어 있고 결과보고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한다. 보고서에 추가적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 승인한다.

▪END-B-03.� 진단�결과�최종보고서�완료

진단총괄은 진단팀장으로부터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진단 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소스코드 

품질 진단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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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소스코드�품질�진단�결과서
소스코드�품질�진단�후�작성하는�결과서에는�진단의�목적,�범위,�환경�및�일정,�진단�이해관계자�간�

역할,� 진단�절차�및�방법,� 진단� 결과� 등을� 기술한다.

소스코드�품질�진단�결과서�주요�구성

목차 주요�내용

1.� 개요

소스코드�품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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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추진�체계�및�진단�이해관계자별�역할,�진단�일정�및�일정별�

주요�수행�내역� 기술
� 2.1� 추진체계�

� 2.2� 진단� 일정

3.� 진단�절차�및�방법 진단�절차,� 수행�방법,� 분석�상세기준�등�기술

4.� 진단�결과 결함�목록,� 조치�방안�등�기술

[붙임자료]
진단�시�적용한�룰셋�설명,�코딩�규칙�위반사항�상세�분석�결과�등�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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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절차

3.� 진단�절차별�주요�활동�및�진단�방법

4.�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항목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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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1.1� 진단�목적�및�필요성

소프트웨어는 서버, PC, 스토리지, 스위치, 임베디드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 위에서 운영체제(OS), 

DBMS 등과 같은 기반소프트웨어와 함께 유기적으로 동작한다. 시스템이 목표된 성능을 유지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반소프트웨어의 정상적 동작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만일, 

기반소프트웨어 위에서 또는 기반소프트웨어와 유기적으로 동작되는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결과 관련된 설정값(예: Connection pool)이 부적절하여 기반소프트웨어가 외부 요청을 처리할 수 

없거나, 다년간 수집․누적된 로그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여 중요 데이터 저장이 실패하는 경우, 데이터베이

스 부하로 기능 수행이 지연 및 정상 동작하지 않는 경우 등의 기반소프트웨어 이슈는 곧 시스템의 

장애로 이어지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철도, 지하철, 공항 등 국가 기반시설이나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의 경우 운영 성격과 장애허용 

정도가 일반적인 기업 정보시스템이나 편의를 위한 시스템과 크게 다르다. 가령, 동일한 WEB/WAS 

기반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응급의료 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은 단순 편의 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보다 

문제 발생 시 그 파급정도와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안전 중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진단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기반소프트웨어들의 잠재 장애가능성, 안정성 여부도 반드시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기반소프트웨어가 진단 대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적절한 상태로 

구성 ․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 즉,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절차와 세부 활동, 

그리고, 각 기반시스템별 진단 항목을 제시한다. 진단 항목은 크게 장애 감지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적 

대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중화 

구성이 적절히 되어 있는지, 유사 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백업 ․ 복구 조치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측면으로 나누어 세부 진단 항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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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단�체계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은 시스템이 기반소프트웨어에서 발생 가능한 성능지연,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되어있고, 문제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기반소프트웨어 문제로 파생되는 

위험상황의 예방 ․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VII-1-1┃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체계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은 상위수준에서는 준비, 계획, 수행 및 종료 등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단계는 진단 준비, 시스템 분석, 진단항목/방법 수립, 진단수행, 결과검토 및 진단종료 

등과 같은 세부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이해관계자는 진단총괄, 진단 수행팀(진단팀장 및 진단팀원), 진단 

지원 인력(기술지원담당, 시스템사용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진단 총괄은 진단 실시단계에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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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진단 계획, 결과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권한을 

갖는다. 진단 수행팀은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시스템 분석을 

통해 진단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진단을 수행하고 개선사항 검토 등 진단 실무를 수행한다. 

진단 지원 인력은 진단 대상 시스템을 운영, 관리 또는 개발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시스템 관련 

담당자로서, 진단에 필요한 산출물 및 진단 환경을 제공하고 시스템 설명, 시스템 접속 ․ 접근 권한 

부여 등을 지원한다.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절차 및 방법, 진단 이해관계자 역할 및 역량 등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에 관한 상세 내용을 제2절 및 제3절에서 소개하고 제4절에서는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항목을 소개한다. 제시된 진단절차 및 방법은 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상황이나 시스템 특성에 

맞게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수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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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 진단� 절차2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준비 단계, 계획 단계, 수행 

단계, 종료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RE�준비단계 PLN�계획단계 EXE�수행단계 END�종료단계

ㆍ진단�목적/범위�정의

ㆍ진단�수행팀�구성

ㆍ사전�준비사항�준비

ㆍ시스템�예비분석

ㆍ진단계획�수립

ㆍ진단계획�보고

ㆍ시스템�상세�분석

ㆍ진단방법�수립/검토

ㆍ진단�수행

ㆍ결과�분석�및�검토

ㆍ결과�보고�및�

� �보고서�완료

┃그림� VII-2-1┃  

준비단계에서는 진단 목적, 범위 등을 협의하고 진단 이해관계자를 식별하여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는 

등 진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리 및 준비한다.

계획단계에서는 시스템 예비 분석을 수행하고 추진 전략, 방법, 일정 등 세부적인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계획을 보고 및 공유한다.

수행단계에서는 시스템을 상세히 분석하고 진단 항목을 선정 및 진단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진단 

항목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종료단계는 진단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단 결과에 대해 상호 검토 및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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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2-1.�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단계�활동
단계 세부단계 주요�활동(태스크)

(PRE)� 준비단계

A.� 진단�목적� 및� 범위�정의

◦진단�목적� 정의

◦기반소프트웨어�기본�정보� 확인

◦진단�범위(상위수준)�상호� 협의

B.�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진단�

수행팀� 구성

◦진단�이해관계자� 식별

◦진단�지원� 인력�협조�요청

◦진단�수행팀�구성

C.�사전�준비사항�협의�및�준비
◦진단�사전� 준비사항� 협의�및�사전�준비

◦사전�준비� 상태�확인

(PLN)� 계획단계

A.� 시스템� 예비분석
◦시스템� 현황분석

◦진단�범위(상세수준)�조정� 및� 협의

B.� 진단�계획� 수립

◦진단�전략� 수립�및�일정계획

◦진단�참여인력�구성� 확정�및�역할�분담

◦진단계획서(초안)�작성

C.� 진단�계획� 보고

◦계획�보고� 회의�준비�및�개최

◦진단�계획서�보완�및�검토

◦진단�계획서�배포

(EXE)� 수행단계

A.� 시스템� 상세�분석 ◦시스템� 상세�분석

B.� 진단방법�수립�및�검토
◦진단�세부� 항목�조정�및�진단� 방법�수립

◦진단�항목 ․ 시나리오�검토� 및� 협의

C.� 기반소프트웨어�진단�수행

◦진단�환경� 구성

◦진단�수행

◦진단�결과� 분석

(END)� 종료단계

A.� 진단�결과� 분석�및�검토

◦진단결과�정리�및�공유

◦진단결과�검토

◦진단결과�보고서(초안)� 작성

B.� 결과�보고� 및� 보고서�완료

◦결과�보고� 회의�준비�및�개최

◦진단�결과서(초안)�보완

◦진단결과�최종보고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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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절차별� 주요� 활동� 및� 진단� 방법3

3.1�준비�단계(PRE)

준비 단계는 진단 목적, 범위를 협의하고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는 등 진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정리 및 준비하는 단계이다. 준비단계는 크게 3가지 세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세부 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VII-3-1┃ 준비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 PRE-A.� 진단목적�및�범위�정의

┃그림� VII-3-2┃ 진단목적�및�범위�정의�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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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01.� 진단�목적�정의�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57)은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을 수행하는 목적을 정의하도록 한다. 

기반소프트웨어의 성능지연, 장애 등의 문제를 사전 감지하고 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위험에 대한 예방/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의 기본적인 목적이며, 진단 결과의 활용 계획을 고려하여 진단 목적을 보다 상세히 정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되고 있는 특정 문제나 장애 현상이 있다면, 장애 원인의 파악 

및 조치 대책 수립이 보다 우선적이고 구체적인 진단 목적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면, 기반소프트웨어 개선 계획에 반영할 전반적인 기반시스템 개선사항 

확보가 주 목적이 될 수 있다. 

진단목적에 따라 진단의 방향성이나 진단 전략이 자연스레 결정될 수 있으므로 진단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예에서처럼 장애 원인 파악 및 대처방안 수립이 진단 목적이라면 

장애가 주로 발생하는 기반소프트웨어를 식별하고 다양한 진단 항목 중 장애와 관련된 항목을 

우선적으로 진단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PRE-A-02.� 기반소프트웨어�기본�정보�확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DBMS, WEB/WAS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동일한 종류의 기반소프트웨어라 할 지라도 제조사나 버전(예: Tibero 6, Oracle 11g)에 따라서도 

그 특성이나 진단해야 할 항목이 달라지므로 우선적으로 기반소프트웨어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진단 대상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기반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이에 맞게 진단 범위(예: 

진단 대상 서브시스템, 진단 대상 기반소프트웨어 종류)를 정의할 수 있고 진단 인력 구성이나 

진단 도구 준비 등 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식별 ․ 준비할 수 있다.

‣ 기반소프트웨어 기본 정보 확인

진단 총괄 및 진단팀장은 필요 시 기술지원담당이나 시스템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 

57)�진단�총괄과�진단�수행팀장은�진단�기획 ․ 추진단계에서�미리�선정하였으며,�이로�인해�본격적인�진단�실시�단계�초기부터�신속하게�업무�진행이�

가능함(‘IV.� 소프트웨어�안전�진단�기획�및�추진’의� ‘2.1� 기획 ․ 추진단계� >� I-E-02.� 진단총괄�및�진단팀장�선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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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등을 통해 진단 대상 시스템 및 기반소프트웨어 기본사항을 상위수준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표� VII-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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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WAS�다중화,�네트워크�다중화,�스토리지�다중화)

시스템

운영�정보

7 서버에�접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및�사용자� 규모는�어느� 정도인가?�

8 시스템�운영�중�장애가�발생하였거나� 성능이�저하된�사례가� 있는가?

9 시스템�운영�중�부하가�가장�높은� 시간대�또는� 작업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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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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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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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시스템�운영�특성을�고려할� 때� 운영업무� 주기는�얼마인가?

(예:�열차운행스케줄을�1주일�단위로�구분할�수�있다면�운영업무�주기를�1주일로�볼�수�

있음)

기반

소프트웨어�

정보

14 DBMS가� 사용되고� 있다면.� DBMS�종류� 및� 버전은�무엇인가?�

15 DBMS의� 용도�및�주요�저장� 데이터는� 무엇인가?�

16 WEB/WAS가�사용된다면,�WEB/WAS의�종류�및�버전은�무엇인가?�주요�용도는�무엇인가?

17 데이터�연계�시�사용되는�표준화된�데이터�포맷을� 사용하고� 있는가?

18 EAI/ESB등의�데이터�연계�솔루션을�사용하고�있는가?

19
EAI/ESB등을�활용하여�데이터�연계�시�모델러�등과�같은�GUI도구를�통해�데이터�흐름을�

관리하고�있는가?

20 성능관리,� 백업�등을�위한� 별도의�도구� 또는�장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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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표준, 지침 등 준수 여부 확인

진단 대상 시스템이 개발 단계에서 적용한 규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적용한 표준, 지침이 존재하는 

경우 기반소프트웨어가 해당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구성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진단 범위에 포함할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이나 지침은 기반소프트웨어 구성 ․ 운영 상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표준이나 지침을 준수한 시스템인 경우, 해당 표준 ․ 지침 

종류와 준수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산출물 목록을 확보 하도록 한다.

▪PRE-A-03.� 진단�범위(상위수준)� 상호�협의

진단 총괄 및 진단 팀장은 진단 범위를 시스템과 기반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상위수준으로 협의한다. 

진단할 시스템 및 기반소프트웨어 범위나 종류에 따라 진단항목과 방법, 진단 수행인력 및 지원 

인력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시스템 전체에 대해 진단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시스템 내에서 그 

역할과 비중 상 중요도가 높은 서브시스템을 선정하여 해당 서브시스템에 대해서만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단 대상 시스템 또는 서브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기반소프트웨어를 진단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나 중요도가 높은 일부 기반소프트웨어만을 선정할 수도 있다. 진단 대상 

서브시스템이나 기반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안전 중요도를 우선 고려할 

수도 있으나 장애 이력, 최근 교체 ․ 변경된 이력 등을 참고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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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B.� 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진단�수행팀�구성

┃그림� VII-3-3┃ 진단�이해관계자�식별�및�진단�수행팀�구성�세부�활동�

▪PRE-B-01.� 진단�이해관계자�식별

진단 총괄과 진단 팀장은 진단 목적과 범위를 고려하여 진단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도록 한다. 

진단 이해관계자는 진단을 전반적으로 추진 ․ 관리하는 진단총괄, 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진단 수행팀, 

진단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진단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

진단 팀원은 기본적으로 진단 범위에 포함되는 기반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적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진단을 위하여 진단 대상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기술지원 담당, 시스템 사용자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지원 담당은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 장애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진단 환경 구성, 진단결과 

검토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 사용자는 사용자 측면에서 경험한 기반소프트웨어 장애내용을 설명하거나, 

활용 측면에서 사용이 빈번 또는 중요도가 높은 기능 정보 제공, 진단 결과 검토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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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I-3-4┃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이해관계자 

○표� VII-3-2.� 진단�이해관계자�역할�및�주요업무�
역할 주요업무

진단�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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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단�전략�및�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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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단�항목�도출을�포함한� 진단�전략�및�계획� 수립

� -� 진단�수행�및�수행결과�분석

� -� 진단�결과�정리� 및� 보고

진단�지원� 인력

� -� 진단에�필요한�정보(예:� 개발산출물,� 시스템�운영� 정보,�장애이력�정보)�제공

� -� 시스템�분석을�위한�시스템�설명�및�인터뷰

� -� 진단�환경(진단� 장소,�장비,� 시스템� 접속�권한,� 진단도구� 지원�등)� 제공

� -� 진단�결과�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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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B-02.� 진단�지원�인력�협조�요청

진단 총괄은 진단 지원인력 및 소속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원활한 협조요청을 위하여 진단 

목적과 범위, 대략적인 진단 일정, 지원인력의 주요 업무를 포함한 간략한 인력 지원 협조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한다.

▪PRE-B-03.� 진단�수행팀�구성

진단팀장은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을 수행할 진단 수행팀을 구성한다. 진단 수행팀은 진단 

팀장과 진단팀원으로 구성되며, 진단 팀장은 진단 전략 수립, 절차, 방법, 추진일정 등 진단 전반을 

계획 ․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진단팀원은 진단 대상 시스템 분석, 진단 항목 선정 및 진단항목별 

진단 실시 등 진단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진단 팀장은 <표 VII-3-3>과 같은 진단팀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진단 수행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진단 팀장은 앞서 파악한 기반소프트웨어 기본정보와 진단 범위(상위수준)를 기반으로 진단팀원을 

선정하되, 추후 시스템 세부 분석 결과 및 진단 항목 선정 결과에 따라 진단 팀원의 추가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념한다. 진단 수행팀 규모는 시스템 규모나 범위, 진단 항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표� VII-3-3.� 진단�팀원의�필요�역량
구분 역량�조건

진단�팀원

-�개발�산출물�및�시스템에�대한�이해� 및� 분석�능력

-�기반소프트웨어�전문�지식� 및� 진단�경험�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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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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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역량� 조건은�시스템� 특성�및�기관� 특성에�따라� 달라질�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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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 사전�준비사항�협의�및�준비

┃그림� VII-3-5┃ 사전�준비사항�협의�및�준비�세부�활동

▪PRE-C-01.� 사전�준비사항�협의�및�사전�준비
원활한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을 수행하는 환경,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산출문서, 시스템 담당자의 설명 및 인터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진단총괄과 진단팀장은 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 및 준비함으로써 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의 경우 시스템 접속 범위 및 권한, 진단 도구 반입 또는 설치, 운영 서버에서의 별도 

프로그램 구동 등 사전 허가와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 보안 및 운영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단 항목이나 진단 시나리오 선정, 

진단 방법 수립이 가능하므로 시스템 구성도, 운영 ․ 유지보수 내역서 등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개발 ․ 운영 산출물 제공을 요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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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3-4.� 진단에�활용�가능한�시스템�산출물(예)58)
개발�산출물(예) 운영�산출물(예)

- 시스템(HW,� SW,�네트워크)�구성도

- HW/SW�목록,�시스템�설치�결과서

- 요구사항�정의서

- 시스템�아키텍처�설계서

- 소프트웨어�상세�설계서

- 운영/유지보수�지침서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테이블�정의서

- 다중화�테스트�계획서/결과서

- 백업/복구�정책/계획서/시나리오

- 시스템사용자/관리자�매뉴얼(운영�매뉴얼)

- 이중화�테스트�계획서/결과서

- 백업/복구�정책/계획서/시나리오

- 시스템�변경내역서/대장(형상변경�내역서)

- 시스템�사용자/관리자�매뉴얼(운영�매뉴얼)

- 기타(제안요청서,�제안서,�도입검수서)

- 시스템(운영체제)�로그

- 시스템�장애�유형�및�관리�대장

- 유지보수�내역서

- 정기점검�결과서

- 시스템�업데이트�등�패치�정책

- 시스템�형상�변경내역서�및�변경대장

- 백업복구�지침

- 데이터베이스�백업�및�복구�계획서

- 시스템�업그레이드�후�인수테스트�항목�및�방법

아울러, 현재 진단 대상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설치․활용하고 있는 진단 도구(예: 성능 모니터링 
도구, 로그 수집기, 로그 뷰어, 부하발생기)가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하고 도구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진단 도구를 포함한 구체적인 진단 방법은 추후 진단항목과 시나리오 선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현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진단 도구를 
파악하고 활용 가능성 정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도구를 반입․ 설치하거나, 
에뮬레이터 등의 실행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허가 절차, 제약사항 등을 확인한다.

진단 총괄 및 진단팀장은 진단 착수일을 상호 협의하고, 파악한 사전 준비 사항과 준비 기한 
등을 정리하도록 한다. 진단팀장은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 종류나 상태, 진단 환경, 
진단 시 제약사항 등을 간략히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질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58)� ‘IEC�60880:2006�Nuclear�power�plants�� Instrumentation�and�control�systems� important�to�safety��Software�aspects�for�computer-based�

systems�performing�category�A� function의�Annex� F(Typical� list� of� Software� documentation)’�및� ‘CBD�소프트웨어�개발�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NIA,� 2011)’에서�제시된�소프트웨어�개발�산출물을�바탕으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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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3-5.� 사전�준비사항�협의를�위한�사전�질의서(예)�
구분 번호 내용

산

출

물

1 시스템�개발� 시� 준수한�표준,�지침�등이� 있는가?�해당�문서� 제공이�가능한가?

2
보유하고�있는�시스템�산출물에는�어떤�것이�있는가?�제공�가능한�문서�범위는?(가능�시,�산출물�

목록�확인)

3
산출물의�현행화�정도는�어느�정도�인가?�산출물이�현행화�되어�있지�않은�경우,�시스템�현�상태�

파악을�위하여�활용할� 수� 있는�자료는� 무엇이�있는가?

4 시스템�관련� 장애,�사고에�대한�내역� 기록�및�조치�경과� 산출물을� 보유하고� 있는가?

5
산출물을�기관�내부(또는�해당부서)에서�모두�보유/관리하고�있는가?�외부�기관(또는�타�부서)에�

사전�협조를� 구하고�요청해야�할�자료는�없는가?

6
산출물의�열람�및�활용에�제약사항(예:�DRM�의무설치,�출력제한,�보안상�문세�제공가능�범위)은�

없는가?

진단

환경

7 주요�진단�지역/장소는�어디인가?　진단�기간�동안�장소(예:�회의실,�인터뷰�장소)�지원이�가능한가?�

8

시스템�점검�내용�및�주기는�어떻게�되는가?�점검을�위해�수집하고�있는�데이터(예:�자원사용률,�

시스템�로그)는�어떤�것이�있는가?�본�진단에서도�활용이�가능한가?�진단을�위해�추가적인�로그�

수집이�가능한가?

9 진단환경� 활용�시�제약사항(예:� 활용�시간,� 규모,� 네트워크�사용� 제약)은�없는가?� �

10
장비�반입에�대한�보안�승인,�사전�조치�내역,�장비활용�규약(예:�장비활용�범위,�허용�범위�소프트웨어,�

시건/잠금장치� 사용여부)은� 어떻게�되는가?

11
진단�인력이�타�부서�또는�외부�인력인�경우�신원확인�등�보안출입을�위해�사전�준비할�사항은�

없는가?

12
시스템�분석을�위해�시스템에�직접�접속하여�시스템�현황�확인이�가능한가?�어느�범위까지�가능한가?

(예:� 비즈니스�플로우에�따른�시스템�동작�상태� 확인,�시스템�설정값� 확인)

13
시스템�관리를�위해�성능�모니터링�도구�등�진단�도구를�활용하고�있는가?�도구�종류�및�활용�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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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추가적인�진단�도구�설치�및�스크립트�실행이�가능한가?�필요한�조치사항�또는�제약사항은�없는가?

16
진단을�위해�부하�생성,�시스템�절체,�백업복구�등�수행이�가능한가?�가능한�시간,�장소,�제약사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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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총괄은 사전 준비사항 파악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서에 요청하여 진단 환경, 산출물 등을 

준비한다. 진단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진단장소(예: 서버실, 유지보수실)를 미리 확인하고 진단 수행팀에 

제공해야 할 산출물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특히, 타 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산출물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준비 기한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관 외부 

인력이 진단 수행팀에 참여하는 경우 진단 총괄은 기관 보안규정에 따른 신원확인, 출입 허가, 장비 

반입 허가, 산출물 권한 승인 절차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진단 수행팀은 서버실 출입 권한, 시스템 접속 정보(IP, 접속계정 등) 및 접속 권한 부여, 

1차적으로 파악한 도구 활용이 가능한지 재확인하고 진단 환경 구성 전까지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에 요청한다. 또한, 진단 도구에 따른 진단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환경 구성에 필요한 

사항(예: 진단 도구 설치용 노트북 준비, 방화벽 등 보안 설정 변경)을 준비한다. 이 외에도, 추후 

진단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추가적인 도구 설치 허가 및 도구 사용 지원), 시나리오에 따른 시스템 

동작 지원, 진단에 필요한 부하 생성 지원, 시스템 복원 지원 등 기술지원담당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지원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PRE-C-02.� 사전�준비상태�확인

진단총괄 및 진단팀장은 진단 착수 전 사전에 협의하였던 준비사항을 기반으로 준비상태를 확인하도

록 한다. 시스템 산출물(개발 산출물, 운영산출물, 장애/유지보수 산출물)을 전달 받아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단환경(진단 장소, 진단도구 지원, 네트워크 상태, 시스템 접속 가능한 환경), 

보안 허가 등이 충실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구분 번호 내용

진단

지원

17
시스템�설명,�인터뷰,�시스템�접속�등을�지원이�모두�기관�내부�인력으로�지원�가능한지?�협조가�

필요한�외부� 기관(또는�기업)�인력은�없는지?

18
진단�지원을�받기�위한�협조�절차,�지원�가능�기간,�시간상�제약사항(예:�순환근무에�따른�인터뷰�

지원일자/시간� 제약)이�어떻게� 되는지?�

19 시스템�백업/복구,�시스템� 절체�및�서비스� 이관�등의�절차서,�매뉴얼�제공이� 가능한가?�

20 진단�시,� 시스템�복구를� 위한�기술지원이�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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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획�단계(PLN)

진단 수행팀은 협의된 일자에 진단을 착수하고, 시스템 예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진단 이해관계자에 공유한다.

┃그림� VII-3-6┃ 계획�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 PLN-A.� 시스템�예비�분석

┃그림� VII-3-7┃ 시스템�예비분석�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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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A-01.� 시스템�현황�분석 
진단 수행팀은 진단 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진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출물을 

기반으로 시스템 구조, 기반소프트웨어 구성 상태, 중요 기능 등을 보다 상세히 확인한다. 산출물 

검토를 통해 사전 준비 단계에서 파악한 사항(기반소프트웨어 기본정보)과 상이한 사항을 식별하여 

정리하고, 해당사항은 추후 인터뷰, 시스템 접속 확인을 통해 재확인 하도록 한다.

또한,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였던 시스템 장애 이력이나 사고 내역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성능저하, DB 등의 장애, 복구 지연 등 기반소프트웨어와 관계된 장애 이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진단 수행팀은 확인한 장애 ․ 사고 내역을 바탕으로 시스템 운영자, 기술지원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장애 ․ 사고의 발생원인, 직간접적 영향, 피해규모, 이후 조치 내역 등을 파악하여 

중점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

○표� VII-3-6.� 시스템�장애나�사고�이력�확인을�위한�인터뷰�질의(예)
번호 내용

1 시스템�운영�중단,�성능저하,�복구불가(또는�지연)�등으로�인한�시스템�장애나�문제�상황이�있었는가?

2 기반� 소프트웨어(DBMS,� WEB/WAS,� EAI� 등)에서�지연,�오동작,�중단�등�문제� 현상이�있었는가?

3 장애,�안전사고가�발생하는�주요� 시스템(또는� 서브시스템,�기능,� 구간�등)은�무엇인가?�

4 시스템�장애�발생� 전조가�있었는가?�시스템� 장애�발생�원인이�무엇이었는가?�

5 운영자의�실수,�오류가� 장애,�안전사고에� 어느�측면에서�영향을� 미칠�수�있는가?�그�파급도는?

6 시스템�장애,� 안전사고� 발생�시�영향�받는� 그룹,�범위는�무엇인가?

7 기존� 사고�기록�외에�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자료나� 알고�있는�사례가�있는가?

8 장애� 발생�또는�시스템�문제�발견� 시� 어떤�절차와� 방법으로� 조치하는가?�

▪PLN-A-02.� 진단�범위(상세수준)� 조정�및�협의

진단 수행팀은 준비단계(PRE-A-03. 참고)에서 상위수준(서브시스템 단위)으로 협의하였던 시스

템 진단 범위 대비 추가, 조정 사항이 없는지 검토한다. 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브시스템이 진단범위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검토한다. 또한, 진단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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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기반소프트웨어 중 추가하거나 변동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

□ PLN-B.� 진단�계획�수립

┃그림� VII-3-8┃ 진단�계획�수립�세부�활동

▪PLN-B-01.� 진단전략�수립�및�일정계획

‣ 진단 항목 선정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예비 분석 결과와 진단 범위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시스템에 적합한 

진단 항목을 1차 선정한다. 1차 선정한 진단 항목은 시스템 상세 분석 이후 추가적으로 파악된 

시스템 특성 및 제약사항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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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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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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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해야 할 진단 항목은 시스템의 역할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정 주기로 전달하는 시스템의 경우, 실시간성은 크게 

요구되지 않으나 데이터 용량관리, 데이터 백업/복구, 데이터 무결성 관리가 중요할 수 있다. 반면,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 분석하여 적시 제어가 중요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데이터 용량관리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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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성능 및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중요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기반소프트웨어별로 

진단 항목(장애감지 ․ 예방, 다중화, 백업 ․ 복구)을 선정한다.

○표� VII-3-7.�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항목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OS/Appl. DBMS WEB/WAS EAI

장애감지/

예방

성능�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 ◯ ◯ ◯
프로세스� ◯

장애로그�현황 ◯ ◯ ◯ ◯
응답시간 ◯ ◯ ◯ ◯
세션상태 ◯ ◯

자동실행 WatchDog� ◯

설정상태

파라미터 ◯ ◯ ◯ ◯
버전/패치상태 ◯ ◯ ◯ ◯

구성/데이터� 흐름 ◯ ◯ ◯ ◯
다중화 다중화

다중화� 설정 ◯ ◯ ◯ ◯
다중화�운영�상태 ◯ ◯ ◯ ◯

백업/

복구

백업

백업�설정 ◯ ◯ ◯ ◯
데이터� 백업 ◯ ◯ ◯

설정파일�백업 ◯ ◯ ◯ ◯
복구

데이터� 복구 ◯ ◯ ◯ ◯
시스템�복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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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I-3-9┃ 진단항목 선정(예) 

‣ 진단 전략 수립

진단 수행팀은 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진단 전략을 수립한다. 앞서 수집한 시스템 기본정보, 사전질의 

내용, 시스템 예비 분석 결과와 진단 항목을 고려하여 진단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진단 도구 활용 

가능 여부, 시스템 접속 가능 범위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되, 아직은 시스템에 

대한 상세 분석이 수행되지 않아 진단항목별 상세한 진단 방법을 수립하기는 어려우므로 상위 

수준에서 진단 방법을 계획수준에서 도출하도록 한다. 

기반소프트웨어 진단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시스템 구성도, 운영 ․유지보수 내역서 등 산출물분석, 

시스템 내부 경고나 오류 등 이벤트 로그 수집 ․ 분석, 시나리오에 따른 시스템 동작 및 상태 확인, 

시스템 접속을 통한 현 설정값 및 구성상태 확인, 성능 모니터링 도구나 스크립트 실행 등이 있다. 

‣ 진단 절차 및 일정 수립

진단 수행팀은 대상 시스템 규모, 진단 수행 전략, 전체적인 진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단 절차와 

일정을 수립한다. 시스템 예비분석, 진단 계획 수립 및 보고, 시스템 분석, 진단 환경 구성 및 진단 

수행,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진단절차별 소요일자를 고려하여 진단 일정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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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고 일자, 중간보고 일자, 결과보고 일자와 같은 공식 보고 일자를 진단 총괄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시스템 설명, 인터뷰, 질의면담, 시스템 접근과 같이 진단 수행팀 이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활동의 

경우 희망하는 일자, 시간, 횟수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만일,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이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 진단이나 안전기능 충분성 진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각 진단 분야별 진행 절차에 맞게 세부 일정을 수립하되 계획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의 공식 보고 일정은 가급적 동일하게 추진되도록 한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단 분야별로 시스템 분석 일정, 인터뷰, 면담 등 진단 지원 인력 활용 일정을 합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진단 결과 조치 기준 수립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하 ‘개선사항’)들은 설정값 변경을 

통해 간단히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 전체적인 구조 및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쉽게 개선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선사항의 중요도와 개선용이성 등을 고려한 진단 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개선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개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요도 측면에서는 장애의 파급범위가 넓거나 장애로 인한 시스템 오류가 중대 손실을 

야기하거나 하는 등의 치명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하도록 조치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되 개선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치시기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다. 

▪PLN-B-02.� 진단�참여인력�구성�확정�및�역할분담

진단 팀장은 시스템 진단 범위, 진단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진단 참여인력 구성을 확정한다. 진단 

팀장 및 진단총괄은 진단 범위 및 진단 전략을 고려하여 준비단계에서 1차적으로 구성하였던 진단 

이해관계자, 즉, 진단 팀원이나 기술지원담당, 시스템 사용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없는지 확인하여 진단 참여인력 구성을 확정하도록 한다.

또한, 진단 팀장은 구성된 진단 팀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각 팀원별로 수행해야 할 진단 영역과 

역할을 분담하고, 기술지원담당, 시스템 사용자와 같은 진단 지원 인력의 지원 사항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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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B-03.� 진단�계획서(초안)� 작성

진단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 간 공유하거나 합의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진단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다. 진단 목적, 진단 범위, 진단 일정, 진단 항목 및 진단 전략, 진단 이해관계자간 역할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진단계획서는 진단 계획 보고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공유, 검토되는 

문서이므로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PLN-C.� 진단�계획�보고
진단 총괄, 진단 수행팀, 시스템 사용자 등 진단 이해관계자 간 진단 계획 보고 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합의(Consensus)를 이루도록 한다.

┃그림� VII-3-10┃ 진단�계획�보고�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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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C-01.� 계획보고�회의�준비�및�개최

진단 총괄과 진단 수행팀은 진단계획 및 진단 제약사항, 지원 요청 사항 등 이해관계자 간 공유 

및 합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계획보고 회의를 준비한다. 

진단 총괄은 진단 계획 보고 회의 장소, 일정을 협의하고 진단 총괄, 진단 수행팀, 진단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담당, 시스템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획 보고 회의를 공지 및 참석을 요청한다. 

필요 시, 진단 계획서 등 회의 자료를 참석자에 사전 공유하여, 내용을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진단 총괄은 계획보고 회의에서 진단 참여자 간 진단에 대한 이해와 합의(Consensus)를 위해 

기본적인 진단 배경과 취지, 진단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계획서를 기반으로 

진단 범위, 진단 절차 및 일정 등의 계획을 설명한다. 또한, 진단 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역할에 따른 업무분장 내역, 지원 요청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한다. 

▪PLN-C-02.� 진단�계획서(초안)� 보완

진단 수행팀은 계획보고 회의 내용 및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단계획서 초안을 보완하고 
진단총괄자에게 제출한다. 진단 총괄은 진단계획서를 검토하여 누락되었거나 모호한 사항은 
없는지, 계획보고 회의 시 합의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진단팀장은 진단총괄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진단 계획서를 최종 보완한다.

▪PLN-C-03.� 진단�계획서�배포

진단팀장 또는 진단총괄은 검토 및 보완된 진단 계획서를 진단 계획 보고 회의에 참석한 진단 

이해관계자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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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행�단계(EXE)

진단 수행 단계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상세 분석을 시작으로 진단방법 수립 및 검토, 기반소프트웨어 

진단 수행을 수행한다.

┃그림� VII-3-11┃ 수행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 EXE-A.� 시스템�상세�분석

┃그림� VII-3-12┃ 시스템�상세�분석�세부�활동�

▪EXE-A-01.� 시스템�상세�분석�및�실�구성�상태�확인

진단 항목에 대한 상세한 진단 시나리오 설계 등을 위해 시스템 아키텍처, 서브시스템 구성, 

서브시스템별 주요 기능, 데이터 흐름,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계 등 시스템 구조 및 운영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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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분석한다. 

시스템 예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아키텍처 설계서, 소프트웨어 설계서, 

데이터 흐름도 등의 개발 산출물과 유지보수 대장, 시스템 점검 이력, 장애 ․ 사고 일지와 같은 운영 

산출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한다. 만일, 시스템 산출물이 충분하지 않거나 현행화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 개발자 등과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여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다. 

시스템 상세 분석 시에는 산출물을 기반으로 시스템 구조나 운영 상태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운영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시스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산출물에 기재되어 

있는 기반소프트웨어 정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와 상이할 수 있고, 기반소프트웨어의 설정 

상태나 상세버전, 설치되어 있는 진단도구의 구동상태나 설정 내용 등 세부사항은 산출물을 통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 상세 분석 시 반드시 실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반소프트웨어의 실 구성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EXE-B.� 진단�방법�수립�및�검토

┃그림� VII-3-13┃ 진단�방법�수립�및�검토�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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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B-01.� 진단�세부�항목�조정�및�진단�방법�수립

‣ 진단 세부 항목 조정 및 진단 시나리오 도출

진단 수행팀은 진단 계획 시 진단 항목을 1차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 상세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파악한 시스템 정보와 제약사항을 반영하여 필요 시 대상 시스템에 적합한 

세부 진단항목을 조정한다.

진단 수행팀은 진단 항목 중 시나리오에 따른 수행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진단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진단 시나리오는 시스템 분석 시 파악한 사항 즉, 서브시스템의 주요 기능, 서브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흐름, 중요 프로세스, 목표 성능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다. 시스템 절체 및 복구 

프로세스, 중요 프로세스 비정상 동작 감지, 데이터 송수신 또는 다수 사용자 접속에 따른 부하 

발생 상황, 데이터 백업 ․ 복구 절차 등이 대표적인 시나리오 도출 대상이 될 수 있다. 

‣ 진단 방법 수립

또한, 진단 계획 시 수립한 진단 전략을 기반으로 진단 방법을 구체화한다. 각 항목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진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만일, 로그 수집 ․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수집 대상 

로그 종류, 수집 주기 및 기간, 로그 생성 방법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또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준비 및 계획단계에서 파악한 사항(진단 도구 보유 상황 및 활용 가능 

여부, 도구 활용의 제약사항, 추가적인 도구 설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진단도구를 구체적으로 

선정한다. 가급적 기반소프트웨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유틸리티를 우선으로 활용하되, 이 

외의 진단 도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구 라이선스 정책, 도구 확보 방법, 설치 가능 환경 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 시스템 진단 도구 설치나 활용에 제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에뮬레이터를 생성하여 활용하는 등 대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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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over)가 

정상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 때에는 절체 실패 시의 시스템 복구 절차 

등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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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B-02� 진단�항목 ․ 시나리오�검토�및�협의

진단 수행팀은 진단 항목과 시나리오, 진단 방법 등을 정리하여 진단 총괄, 기술지원담당 및 

시스템사용자에 검토를 요청하고 현 진단환경에서 진단 수행이 가능한지, 제약사항은 없는지, 추가적으

로 준비 ․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 

진단 방법 검토 결과 수행 불가한 시나리오 또는 진단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진단 범위에서 

제외할지 혹은 수행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강구하여 진단을 수행할지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수행은 가능하지만 진단 장소나 시간, 수행 절차 및 범위 등에 제약사항이 있거나 사전 협조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나 시나리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협조를 미리 구해야 한다.

특히, 실 운영 환경에서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 진단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시스템 복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시스템 담당이나 유지보수 담당 등 시스템 운영 지식이 풍부하고 시스템 운영

․ 관리 권한을 보유한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므로 지원인력의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단 항목 확정 및 시나리오 도출 이후, 진단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수행가능 여부, 지원 사항 및 지원가능 여부, 상호 스케줄 조정 등을 확인 및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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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 기반소프트웨어�진단�수행

┃그림� VII-3-14┃ 기반소프트웨어�진단�수행�세부�단계

▪EXE-C-01� 진단�환경�구성

진단 수행팀은 앞서 도출한 진단 항목 및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단 환경을 준비한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현재 설정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접속 권한 뿐 아니라 각 기반소프트웨어별 

접속 및 상태 확인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접속 계정 및 권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요청하여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 수립한 로그 수집 계획에 맞게 로그가 수집이 되도록 로깅 속성(로그 수집 

기간, 주기, 로깅 항목)을 설정하고 로그 수집 기능이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로그 수집으로 인해 

시스템 부하나 저장 용량 등의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확인한다. 만일, 진단 대상 

기반소프트웨어에 이미 로그 수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로그파일을 반출할 

수 있는 권한과 반출 방법을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로그 기반 분석의 경우, 절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로그 누적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 수집되고 있는 로그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미리 로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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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진단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구를 미리 설치하여 무리 없이 구동되는지 확인하고, 

속성값 설정, 스크립트 생성 등 도구를 바로 활용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진단 대상 

시스템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단 내용에 맞게 설정을 추가/변경(예: 

모니터링 대상 및 모니터링 주기 추가 설정, 로그 수집 대상 이벤트 추가, 로그 수집 기간 및 주기 

설정)하고, 기존 설정 및 가동되고 있는 도구 설정사항과 충돌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추가적인 

설정으로 인해 기존 모니터링 등에 성능 저하 등을 일으키지 않는지 미리 확인한다.

▪EXE-C-02� 진단�수행 
진단 환경 준비가 완료되면 앞서 설계한 진단 항목과 진단 시나리오, 진단 방법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진단을 수행한다.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등의 로깅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일정기간 시스템 

로그가 누적된 경우에는 로그를 분석한 진단이 가능하다. 로그 분석을 통해 시스템 내부적으로 

발생한 경고(Warning)나 오류(Error) 이벤트 내역을 분석하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추후 발생가능한 장애 요인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실제 접속하여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고 운영상태를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진단 수행팀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영체제, DBMS, WEB/WAS, EAI 등 기반소프트웨

어의 환경 설정 정보나 파라미터 구성, 버전, 패치상태 등 시스템 설정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CPU, 메모리 등의 자원사용률, 응답시간 등을 확인하여 사용량 추이 대비 용량 적정성, 성능 문제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진단 팀원은 진단항목 및 진단 시나리오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성능 테스트, 시스템 절체 시험 등을 

수행한다, 성능 테스트는 그 자체가 기반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된 시점에 상호 검토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을 위해서는 운영중인 시스템에서 시나리오 흐름에 따라 시스템을 

동작시키거나, 시스템 절체 혹은 일부 설정값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시나리오 단계별로 수행내용과 변경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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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행 종료 후 변경한 설정값 등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스템 복원 절차서를 확보하고 지원 인력의 협조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도록 한다.

| 참고 |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수행�결과(예)
CPU�사용률�측정결과(예)

▪EXE-C-03� 진단�결과�분석

진단 팀장은 진단 수행 결과를 검토하여 진단이 일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진단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진단 수행팀은 각 항목별 진단 결과를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되, 시스템 전체적인 구조, 운영 목표,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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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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료단계(END)

종료 단계는 진단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단이해관계자 간 결함 내용을 상호 검토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 추후 유사한 결함의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정리 및 공유한다.

┃그림� VII-3-15┃ 종료단계의�세부단계�및�주요�활동

□ END-A.� 진단결과�분석�및�검토

┃그림� VII-3-16┃ 진단결과�분석�및�검토�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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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A-01.� 진단결과�정리�및�공유

진단 수행팀은 기반소프트웨어 진단 수행 결과 발견된 개선사항을 간단히 문서로 정리한다. 해당 

문서는 진단 총괄, 기술지원담당 및 시스템 사용자 등 진단 이해관계자가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진단 팀장은 결과 정리 문서를 진단 이해관계자에 사전에 

배포하여 진단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검토 기한 및 의견서 

마감일자, 진단결과 검토회의 일자를 협의하여 공지한다. 

▪END-A-02.� 진단결과�검토

진단 팀장은 진단결과 검토를 위해 진단 이해관계자 간 회의를 소집한다. 기반소프트웨어 진단 

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진단 대상시스템 및 기반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무 인력 위주로 참석자를 선정한다.

진단 팀장은 발견된 개선사항 위주로 진단 결과를 공유한다. 진단 결과 검토 시에는 진단 결과 

문제점이 아닌 사항이 개선사항으로 잘못 판단된 부분은 없는지, 기관의 운영 정책이나 지침, 운영환경상 

제약사항 등에 대치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만일 개선사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다면, 

제외 사유가 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발견된 개선사항의 

발생원인 분석과 개선 가능 여부, 조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며 단시간 내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제로 인한 시스템 장애, 성능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END-A-03.� 진단결과�보고서(초안)� 작성

진단 팀장은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경과, 결과, 조치 방안 등을 정리하여 진단 결과 보고서(초안)

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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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B.� 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완료

┃그림� VII-3-17┃ 결과�보고�및�최종�보고서�완료�세부�활동

▪END-B-01.� 결과�보고�회의�준비�및�개최

진단 총괄은 진단 결과 보고 회의 참석자를 식별하고 회의 개최를 공지한다. 참석자는 진단에 

참여한 기술지원담당, 시스템 사용자, 진단 수행팀 등 진단 이해관계자를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후 

시스템 개선에 관계된 부서나 담당자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진단 팀장은 진단 결과 보고회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최종적인 진단결과 보고 회의이므로 

가급적 진단 전반의 추진 내용과 경위 및 진단 결과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진단 추진 체계, 일정을 간단히 포함하고 진단 항목 및 시나리오, 주요 개선사항 등 진단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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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총괄은 결과보고 회의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이 없는지 확인 하고, 결과 

보고 회의에서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추가적으로 논의 및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의제로 준비한다.

진단총괄은 예정된 일자에 결과보고 회의를 개최한다. 결과 보고 회의는 진단 검토회의에서 진단 

이해관계자 간 검토하였던 진단 결과를 최종적으로 상호 공유하고 공식적으로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을 종료하기 위한 회의이다.

진단 총괄은 결과 보고 회의에서 진단 추진 체계, 일정 등 진단 추진 내역을 간단히 설명한다. 

진단 팀장은 진단 이해관계자들 간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 최종 진단 결과를 보고한다. 중요도가 

높고 보완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참석자들은 최종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보완 의견이 이나 이견, 합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논의한다.

▪END-B-02.� 진단�결과서(초안)� 보완

진단 수행팀은 결과 보고 회의 내용 및 합의 사항을 수렴하여 진단결과서를 보완하고 진단총괄에 

최종 검토를 요청한다. 진단총괄은 진단 수행팀이 보완한 진단 결과서를 검토하여 진단 방법 및 

범위, 진단 결과가 누락없이 포함되어 있고 결과보고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한다. 진단 결과서에 추가적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 승인한다.

▪END-B-03.� 진단�결과�최종보고서�완료

진단 총괄은 진단팀장으로부터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진단 결과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고 기반소프트

웨어 안전성 진단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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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반소프트웨어�진단�결과서
기반소프트웨어�진단�결과서�주요�구성(예)

목차 주요�내용

1.� 개요

기반소프트웨어�진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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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추진�체계�및�진단�이해관계자별�역할,�진단�일정�및�일정별�주요�

수행�내역�기술
� 2.1� 추진체계�

� 2.2� 진단일정

3.�진단�항목�및�시나리오 진단�수행한� 항목�및�시나리오�기술

4.� 진단�절차� 및� 방법 진단�절차,� 수행�방법,� 분석�상세기준�등�기술

5.� 진단�결과 진단결과� 도출된�문제점�및�개선방안�기술

[붙임자료] 진단�상세결과�등�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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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 진단� 항목4

본 절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반소프트웨어 중에서 국가 ․공공 기관 등에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반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이하, OS),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하, 

DBMS), WAS/WEB, EAI과 같은 기반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단 항목을 제시한다. 시스템 구조, 

운영 환경 등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기반소프트웨어를 진단대상으로 추가하거나 본 절에서 제시하지 

않은 진단항목을 추가 ․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인 임베디드 장비나 무정전 

장치, 항온항습기와 같은 환경 설비는 본 범위에서 제외한다.

4.1� 진단�대상�기반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지를 진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반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 미들웨어, 각종 드라이버 등이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대표적 기반소프트웨어인 OS, WEB/WAS, DBMS, EAI에 대하여 각 기반소프트웨어

별로 진단 항목을 제시한다.

OS는 하드웨어를 관리 할 뿐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접근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서버 장비에서 동작하는 운영체제, 

시스템 구동과 관련된 드라이버 등을 의미한다. 메인 서버, 지원 서버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대체로 시스템의 역할, 목적 달성에 있어 중심이 되는 중요한 기반소프트웨어이다.

DBMS는 데이터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이자 기반소프트웨어이다. 시스템에서 입력, 

처리하는 데이터 중 저장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DBM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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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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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서버는 웹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HTML, JPG, TEXT 같은 

정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수행하는 기반소프트웨어이며, WAS(Web Application Server)는 사용자 

요구 데이터 처리, 세션 유지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프로세싱을 거쳐 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WEB/WAS 서버가 유기적으로 묶여 같이 동작하며, 웹 

기반 시스템에서 WEB/WAS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웹서비스 중단,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웹 기반 시스템의 경우 운영체제 상태에 대한 진단 뿐 

아니라 WEB/WAS에 대한 시스템 설정, 성능 모니터링 등의 진단이 함께 필요하다.

EAI는 서로 다른 OS,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기반소프트웨어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단독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적고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형태가 많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은 개발된 시점이나 환경이 달라 통합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통합을 

손쉽게 해주는 것이 EAI이다. EAI 서버들은 데이터 흐름과 업무처리에 있어 중요한 연결 역할을 

수행한다.

보편적으로 OS, DBMS, WEB/WAS, EAI는 시스템 내 비중 및 중요도, 장애 시 미칠 수 있는 

파급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기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해 기반소프트웨어를 추가 선정하여 진단 대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기반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Application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확인 시에는 기반소프트웨어 자체의 안전성을 진단하기 보다는, Application이 

기반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OS를 진단할 

때에는 OS 자체의 성능을 확인하기 보다는 OS 위에서 Application이 운영될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능 등 진단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DBMS를 진단할 때에는 Application이 DBMS를 활용하는 

상황(예: SQL문)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진단하여야 한다. 본 절에서는 모든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반소프트웨어인 OS의 진단항목에 Application 자체의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한 세부 진단항목(예: 

Application Log 점검)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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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항목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은 안전 중요 시스템이 성능 지연이나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즉, 진단 

대상 시스템이 안전과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적절한 상태로 구성 ․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여기서는 이러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진단항목을 제시한다.

기반소프트웨어 진단 항목은 크게 장애 감지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적 대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중화 구성이 적절히 되어 있는지, 

유사 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백업 ․ 복구 조치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 진단 항목을 제시한다. 세부 진단 항목은 각 기반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OS, DBMS, WEB/WAS, EAI 등 기반소프트웨어 별로 진단 항목에 따른 

세부 진단항목을 구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VII-4-1.� 기반소프트웨어�안전성�진단항목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OS/Appl. DBMS WEB/WAS EAI

장애감지/

예방

성능�및

모니터링

자원�모니터링 ◯ ◯ ◯ ◯
프로세스� ◯

장애로그�현황 ◯ ◯ ◯ ◯
응답시간 ◯ ◯ ◯ ◯
세션상태 ◯ ◯

자동실행 WatchDog� ◯

설정상태

파라미터 ◯ ◯ ◯ ◯
버전/패치상태 ◯ ◯ ◯ ◯

구성/데이터�흐름 ◯ ◯ ◯ ◯
다중화 다중화

다중화�설정 ◯ ◯ ◯ ◯
다중화� 운영�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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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OS� 진단�항목

본 장에서는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진단 항목 중 OS 및 진단 대상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의 진단을 위해 확인해야 할 진단항목을 제시한다.

운영체제에는 AIX, HP-UX, Solaris와 같은 Unix 계열, Ubuntu, CentOS, Red Hat과 같은 

Linux 계열, Windows Server 2008/2012/2016 와 같은 Windows 계열, VxWorks, Nucleus와 같은 

임베디드용 운영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영체제마다 적절한 운영을 위한 기준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원 모니터링, 파리미터 설정, 백업 등 일반적으로 운영체제 관리 시 공통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진단 대상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능일지라도 구현한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점검해보

아야 할 포인트 또한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진단 대상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설정값, 백업, 성능 및 용량 등 일반적인 수준에서 점검할 사항만을 언급한다.

○표� VII-4-2.� OS/Appl.� 진단항목�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장애감지/예방

성능�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프로세스

장애로그�현황

응답시간

자동실행 WatchDog�

설정상태

파라미터

패치상태

구성/데이터� 흐름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OS/Appl. DBMS WEB/WAS EAI

백업/

복구

백업

백업� 설정 ◯ ◯ ◯ ◯
데이터�백업 ◯ ◯ ◯

설정파일�백업 ◯ ◯ ◯ ◯
복구

데이터�복구 ◯ ◯ ◯ ◯
시스템� 복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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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감지/예방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미리 방지하거나, 조기에 감지하여 조치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어플리케

이션의 구동상태, 운영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고 성능 상 문제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원의 부족, 파일 단편화, 성능 조정을 위한 설정값의 부적절, 

시스템 설계 오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오류 등 매우 다양하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목표된 성능을 유지하고 최적의 용량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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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프로세스의 구동 상태를 확인하고 프로세스가 

비정상 종료되었을 경우 이를 즉각 감지하여 재기동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Watchdog이 있는데, watchdog은 개발사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도 

있으며 운영체제 등에서 제공하는 기능(예: 스케줄러, crontab)을 활용하여 watchdog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파라미터 설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에 가용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라미터 설정으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사용이 제한되어 성능 지연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빈번하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소프트웨어 종류 및 기반소프트웨어 특성, 시스템의 성능 목표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라미터 설정 적절성 또한 주요 진단 항목이다.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다중화 다중화
다중화� 설정

다중화�운영�상태

백업/복구
백업

백업�설정

데이터� 백업

설정파일�백업

복구 데이터�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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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4-3.� OS/Appl.� 장애감지/예방�진단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성능�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CPU]�

CPU�사용률을�확인하여�가용률과�용량이�적절한지,�비정상적인�

CPU� 점유�현상은� 없는지�등을� 확인

-�시스템모드�사용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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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CPU�사용률

이�높아지는�등의�특이사항�확인�

� � *� [참고]

� � � ㆍ평상시�CPU�사용률이�80%이상이고�서비스�지연�등�성능

문제가� 발생할�경우� CPU�증설� 고려�필요

진단도구를� 이용하

여�CPU,�메모리,�Disk�

등의�사용�현황�확인

[메모리]

물리적�메모리�용량과�실제로�사용하는�메모리�용량을�확인하여�

메모리�여유율이�적절한지,�비정상적인�메모리�점유�상태는�

없는지� 등� 확인

-�메모리�가용량이�적절한지,�메모리�점유가�비정상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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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VM(Java�Virtual�Machine)�위에서�구동되는�등�어플리케이션

이�사용하는�메모리�영역이�별도�설정되는�경우,�메모리�공간�

설정이� 적절한지� 검토

-�시간당� GC(Garbage� Collection)� 횟수�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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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검토

-�특정�물리�Disk에만�I/O가�무리하게�집중되고�있는�것은�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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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확인

� � *� [참고]

� � � ㆍ시스템�특성에�따라�상이하나,�논리�디스크�드라이브에서�

가용�공간이�디스크의�15%�이하인�경우�운영체제에서�

중요�파일�저장�시�장애가�발생할�수�있으므로�디스크�

공간�확장� 검토�필요

[파일시스템]�

파일시스템�종류,�설정,�운영�현황�등이�성능상의�문제를�야기하지�

않는지� 확인

-�운영�환경(예:�데이터�파일�최대�크기)등을�고려하여�파일시스템

이�적절하게�선정되었고�설정되었는지�확인�

� � *�[참고]�파일시스템에�따라�최대�파일�크기의�제한이�있으며,�

특정�AIX의�경우�별도�설정을�하지�않는�경우�최대�파일�

크기는� 1GB임

-�파일시스템� IO�지연�여부,�공간�사용률,�단편화�여부�등을�

확인하여�성능� 상� 문제가�없는지�확인

프로세스

프로세서�구동�현황을�확인하여�특이한�프로세스�또는�불필요한�

프로세스는�없는지�확인

-�운영체제에서�기본적으로�자동�구동시키는�프로세스이나,�

시스템�운영에는�불필요하여�자원을�낭비하고�있는�프로세스

는�없는지�확인�(예:�사용하지�않는�FTP서비스,�SSH서비스�

등)

-�CPU를�집중적으로�사용하거나�특이한�프로세스가�있는�경우�

해당�프로세스�검토�필요�

-� 좀비�프로세스(Defunct� Process)� 존재�여부� 확인

프로세스�상태�목록�

확인

장애로그�현황

운영체제�및�어플리케이션�로그를�확인하여�발생하고�있는�장애

나�특이사항�확인

-�운영체제의�이벤트�로그�또는�장애로그�등을�확인하여�잠재적인�

위험� 요소�확인

-�어플리케이션이�별도의�로그를�기록하는�경우�로그를�확인하여�

특이사항�확인

� � *�[참고]�운영체제�또는�어플리케이션의�로그�레벨이�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과도한�로그레벨로�인해�성능상의�문제를�

운영체제�로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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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발생시킬�여지는�없는지� 확인�

응답시간

어플리케이션�운영�시�최고�부하를�가정하였을�때의�응답시간�

등�어플리케이션� 성능이�적정한지�확인

-�어플리케이션이�사용자의�요청에�반응하는�시간이�적절한지�

확인�

-�사용자가�증가에�따라�응답시간이�점점�길어지지�않는지�확인

� � *�[참고]�일반적인�수준의�부하�증가에�대해�사용자�응답시간

은�일정�수준을�유지하지만,�시스템�부하가�적정�수준을�

초과하는�경우에는�사용자�증가에�따라�응답시간이�비례�

또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게�되므로,�응답시간의�변화를�

부하에�따른� 시스템�장애� 위험�유추�가능

-�어플리케이션�세부�구간별�병목�또는�지연구간이�없는지�확인하

기�위해�구간별(예:�사용자�→�WEB/WAS�→�DBMS)�응답시간�

확인

-�TCP,�UDP�등�통신�채널의�overflow�건수,�비정상�TCP연결�

건수,� 요청의�대기현황(대기� 큐)�등이� 적절한지� 확인

부하발생�도구를�활

용한�테스트�수행�등

자동실행 WatchDog�

서버,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 장애에 대비한 Watchdog이 
제공되는지 확인
-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 구동되는 다수의 프로세스 중 

종료 시 치명적인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 프로세스를 
구분하고, 

- 해당 프로세스의 상태가 감시 및 장애 시 재기동되도록 
구성(watchdog)되어 있는지 확인

  * [참고] Watchdog은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구현하거나, 별도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OS에서 제공하는 기능(예: crontab)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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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
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소프트웨어�상세�

설계서�확인,�시스템�

위험분석,�

Watchdog�설정�

확인,�Watchdog�

동작�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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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설정상태

파라미터

성능�등�시스템�운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OS,�커널�및�어플리케

이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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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미터�설정�상태�

확인

버전/패치상태

운영체제의�버전�및�패치상태와�어플리케이션�버전�등을�확인하

여�안정적인�운영이� 가능한지� 확인

-�운영체제�및�운영체제의�버전이�적정한지�확인(예:�Windows�

XP는�개발사의�지원이�종료(EOS,�End�of�Service)된�버전)

-�운영체제�패치관리�정책에�맞게�패치가�수행되고�있는지,�패치�

시�영향도�분석이� 수행되는지�등�확인

-�어플리케이션�내�다수의�클라이언트가�구동되는�경우�클라이언

트의�버전/패치상태가� 적정한지� 확인

OS�패치관리�정책�확

인,�운영체제�버전�확

인

구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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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의�오버헤드

(예:� 커넥션�복잡도,�데이터�복잡도� 등)�확인

시스템�구성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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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자원�모니터링�방법
▸� CPU� 성능� 측정항목

측정항목 내�용

CPU� 총� 사용률
-� 시스템모드� CPU� 사용율(%)� +� 사용자모드� CPU� 사용율(%)
-� 100%-� idle사용율(%)�

시스템모드� 사용률(%) -� 운영체제� 등� 시스템이� 사용하는� CPU�사용률(%)

사용자모드� 사용률(%) -� 어플리케이션�등�사용자�모드에서�소모되는� CPU� 사용률(%)

RUN� Queue -� 수행중이거나�대기중인�프로세스�평균� 갯수

Active� 프로세스�수 -� CPU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갯수

※ CPU� 측정� 명령어(예)� :� Perfmon,� sar,� vmstat,� iostat,� ps,� top,� glance,� procexp,� nmon

▸ Memory� 성능�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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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크 성능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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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Write� 비율 -�읽기/쓰기� 비율

Read/Write� 응답시간 -�읽기/쓰기� 명령이�응답하기까지�걸린�시간

읽기� 캐시�백분률 -�읽기� 명령�중�캐쉬에� 적중한�비율

 ※ Disk� 사용량�측정� 명령어(예)� :� isof,� pfiles,� truss,� filemon,� procexp,� promon

▸ 파일시스템�성능�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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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세스�목록�및�상태�확인
▸ 프로세스� 목록� 및�상태�확인

  ◦ AIX� 운영체제� :� ps� -ef� |� grep� defunct

  ◦ Windows� 운영체제� :� tasklist� /s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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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장애로그�현황�확인
▸ 시스템�에러�로깅�상태�및�내역�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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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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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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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OS를�활용한�WatchDog� 기능�수행
▸ Window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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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ntab
  ◦ Crontab� (Cron,� Crond,� Crontab)은�반복작업�유틸리티로,�일정�시간�간격으로�특정�작업을�

반복�수행해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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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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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화
다중화란 물리적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동일한 시스템을 복수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가용성,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서버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속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반드시 다중화 구성이 필요하다. 장애에 대비하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이 물리적,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중화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서버를 다중화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서버 장애를 대비하여 별도의 물리 서버를 

구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버를 이중화하여 구성하며, 서버를 Active와 Active, 또는 Active와 

Standby로 구성하고 장애 발생 시 대기 중인 타 서버로 기능을 이관(절체, swtichover)하여 서비스가 

지속 수행되도록 한다. 어떤 서버를 다중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장애의 파급효과, 중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다운타임의 허용치에 따라 FT 서버(Fault Tolerant Server)를 도입할지 

일반 서버장비를 도입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서버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자체 등 역시 다중화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중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서비스 다운타임 또는 운영시간 목표치가 

있어야 하나, 본 진단에서는 운영시간 목표치 설정은 기반소프트웨어 안전성 논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목표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능 충분성의 위험분석 단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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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4-4.� OS/Appl.� 다중화�진단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다중화

다중화� 설정

하드웨어�고장이나�소프트웨어�오류�등으로�인한�서버�

장애에�대비하여�서버가�다중화되어�있는지�확인

-�서버,�스토리지�등의�안전�중요도를�확인하여�다중화

가�필요한�대상을�구분하고,�해당�대상이�다중화�

되어�있는지� 확인

-�운영�목표치(예:�운영지속시간,�데이터�보존수준)

에�맞는� 다중화가� 적용되어� 있는지�확인

- Config�정보를�확인하여�Failover59)�및�Failback60)�

정책에�맞게�설정이�적절한지�확인

-�절체�과정에서�데이터�흐름이� 적절한지� 확인

-�소프트웨어�절체�프로세스에서�누락되었거나�실수

를�야기할�수�있는�사항은�없는지� 확인

HW/SW구성도�확인

시스템�사양서,�설계서�확인

실�장비�구성�상태(Config)�확인

프로세스의�실행� 절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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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

트�시에는�절체�실패를�충분히�대비하도록�

하고,

� � � ㆍ보존되어야�하는�어플리케이션�데이터가�절체�

시에도�누락이� 없는지�함께� 확인

다중화에�따른�운영�로그�확인

프로세스�및�데몬�상태�구동�

점검

다중화�테스트

59)� Failover� :� 1차(Primary)� 시스템이�장애�등으로�서비스�불가하여� 2차(Secondary)� 시스템으로�임무를�넘겨주는�것

60)� Failback� :� 1차�시스템�장애로� 2차�시스템이�서비스를�수행하는�상태에서� 1차�시스템이�복구되어�서비스를�다시�이관받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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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시스템�다중화�확인
▸ 다중화�구성� Config� 상태� 확인

  ◦ hacmp config점검(AIX) 

*� failover� 설정� 점검� :� alive응답체크� 주기,� 응답실패횟수,�자동� failover� 여부� 등�

* failback� 설정�점검� :� 자동� failback� 여부�등

▸ 다중화� SW� 로그� 확인

  ◦ hacmp� log점검(cat� /var/hacmp/log/hacmp.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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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복구
백업이란 서버 장애나 손상으로 인해 주요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데이터 접근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를 복제하여 별도의 저장매체(디스크 또는 테이프 등)에 예비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구는 백업된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손실 이전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서버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파일이나 데이터 등 백업 대상, 

주기, 위치를 포함한 백업 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진단한다. 또한, 백업 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백업 환경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 백업 정책에 맞게 백업이 정상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진단한다.

○표� VII-4-5.� OS/Appl.� 백업/복구�진단항목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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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어�있는지,�

백업되어야�하지만�누락된� 백업�대상은� 없는지�확인

-�[백업수행시각]�백업을�수행할�시간대�설정이�적정한지�확인

� � *�[참고]�백업�중에는�디스크�부하가�많이�걸릴�수�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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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기관]�백업데이터의�보존연한�등을�고려하여�보관기관을�

설정하고�보관기관이�지난�데이터가�적절히�처리(예:�자동삭

제)되고� 있는지�확인

-�[백업공간]�백업된�데이터가�안전한�공간에�저장 ․ 관리되고�

있는지,�가용�디스크�공간이� 충분한지� 등� 확인

� � *� [참고]�

� � � ㆍ백업된�데이터는�운영�데이터와�물리적으로�다른�디스크�

백업정책� 확인

백업� 카탈로그� (백업�

Job�등록�상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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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및�서버에�저장하여�서버�장애가�영향을�미치지�않도록�

관리

� � � ㆍ전용�백업�서버를�사용하지�않는�경우�또는�백업�서버�

사양이�낮거나�용량이�부족한�경우�백업�작업에�따른�

부하로�인해�시스템이�다운되어�백업이�수행되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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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대역을�보장하여�백업으로�인한�장애가�발생하지�않는지,�

저장공간�용량은�충분한지,�백업�수행�시�백업서버의�

서비스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지�등을�확인해야�함

-�[복구목표]�운영�중인�시스템에�재해�및�장애가�발생하였을�

때�정상적인�업무로�복귀할�때까지�소요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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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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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예:�백업�데이터)�확

인

백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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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설정파일�

백업

OS�설정값,�커널�설정값,�어플리케이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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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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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테스트�수행

복구�수행�로그,�이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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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백업�및�복구�확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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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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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연산을�수행하는�위치를�설정�할�수�

있음

합성전체백업

Synthetic�

Backup�

- 증분백업�또는�차등백업�방식으로�백업을�한�후,�전체백업과�이후�누적 백업�

부분�이용해�전체백업을�만드는�백업�방식. 
- 증분백업들을�모아�차등백업을� 만드는�방식도�있음

- 다른� 백업�방식에� 비해�복구�속도가�빠름

▸� 백업�및� 복구테스트

구분 내�용

백업테스트
ㆍ백업시스템�상에서�백업�시나리오를�수립하고�실제�테스트를�수행하여�계획한�

바대로�백업�대상�파일이�목표�시간�내에�백업�수행이�완료되는지�확인

복구테스트

ㆍ백업�또는�복구�시�장애가�발생하거나�데이터�손상이�있을�경우�데이터�무결성에�

중대� 지장을�초래

ㆍ따라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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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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DBMS�진단항목

DBMS는�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으로,�대용량�데이터�관리,�연산�및�처리,�보안�등의�목적으로�

시스템�구성�시�일반적으로�포함하여�구성하는�기반�소프트웨어이다.

국내에서�많이�사용되는�DBMS로는�오라클의�Oracle,�마이크로소프트의�MsSQL,�국내�기업인�티맥스소

프트의�Tibero,�국내�기업인�알티베이스의�Altibase,� IBM의�DB2�등이�있다.�DBMS�제품에�따라�내부�

아키텍처,�특징�및�제공�기능이�다르므로�적용되어야�하는�진단�항목은�달라질�수�있으나�일반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스키마,�질의문(SQL,�SP),�DBMS의�파일�및�세그먼트�관리현황,�복구를�위한�DBMS�관리�

항목�등이�적절한지�확인하여야�한다.� 여기서는� Oracle� DBMS�기준의�진단�항목을�제시한다.

○표� VII-4-6.� DBMS�진단항목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장애감지/예방

성능�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장애로그�현황

응답시간

세션상태

설정상태

파라미터

버전/패치상태

구성/데이터� 흐름

다중화 다중화
다중화� 설정

다중화�운영�상태

백업/복구

백업

백업�설정

데이터� 백업

설정파일�백업

복구 데이터� 복구

절차 시스템�복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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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감지/예방
DBMS 장애에 대비하여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장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장애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시스템 운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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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4-7.� DBMS�장애감지/예방�진단항목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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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은�없는지�

확인

� � *�[참고]�Oracle에서�발생가능한�대기�이벤트는�일반적인�

통신이나�IO�및�디스크�읽기/쓰기를�위한�Wait,�자원경합

으로�인한�Wait,�수행할�작업이�없어서�발생하는�Wait로�

구분해�볼�수�있으며�자원경합으로�인한�Wait�Event가�

주요�검토�대상인�경우가�많음

DBMS가�제공하는�운

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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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ㆍ트랜젝션�관리�미비,�데이터�쓰기�정책�오류�등으로�

인해�Lock이�발생할�수�있으며,�시간이�지나도�Lock이�

해제되지�않는�경우(deadlock)에는�lock을�해제하여야

만�정상적인� DBMS�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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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저장공간]

데이터가�저장되는�공간과�DBMS가�안정적으로�운영되기�위해�

관리되어야�할�각종�저장공간이�적절히�관리되는지�확인

-�(공간관리)�데이터파일,�데이터�테이블스페이스61)와�인덱

스�테이블스페이스62)�등의�물리적�공간�크기가�적절한지

를�확인

� � *�[참고]�저장공간�크기�확인시에는�저장공간�사용량�추이�

고려�필수

-�(저장영역)�잦은�autoextent63)�발생으로�인한�성능저하�

요인은�없는지�확인

-�(Log관리)�업무�패턴�및�업무�데이터�량을�분석하여�Redo�

log,�Undo� log,� Archive� log64)�등의�switch�횟수�및�

peak� time을�확인하고�크기�조정이�필요하지�않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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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로�

SQL�장애원인�분석�시�활용

� �ㆍcdump:� core� dump

� � ㆍAlert� log:�DBMS�시작종료�시기,�파라미터,�백그라운드�

프로세스,�사용중�스레드,�실행된�명령문�등을�확인할�

수�있는�로그

모니터링� 솔루션�또는�

모니터링�스크립트�확

인,�통합모니터링�화면,�

장애� 로그,� 덤프� 등

응답시간

[응답시간]

질의에� 대한�응답시간이�적절한지�확인�

-� (사용자)�사용자가�요청한�SQL에�대한�처리결과가�완료되

기까지의�응답시간이�적절한지�확인

-�(DBMS내부)�DBMS�내부�구간별�SQL�처리시간(예:�SQL파

싱,�Waiting,�내부�처리,�수행결과�리턴)이�적절한지�확인

DBMS가�제공하는�운

영�정보�조회�도구�(예:�

A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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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대기�이벤트]

DBMS�내부의�프로세스들이�커뮤니케이션,�리소스�경합�등을�

위해�대기하는�시간이�적절한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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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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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MS�운영�정보

설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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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

미터가� 설정되어� 있는지�확인

버전/패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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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가�

선정되어�구동되고�있는지,�운영체제�개발사의�서비스�지원

이�종료(EOS,�End�of�Service)되었거나�종료가�예정된�

버전은� 아닌지�확인

DBMS�설치�OS의�패

치�상태�확인�명령어�(예:�

instfix)

DBMS�설정�확인�

명령어�

(예:� ORA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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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데이터�테이블스페이스:� DBMS에서�관리되는�사용자�데이터가�저장되는�영역
62)�인덱스�테이블스페이스:�데이터�검색�속도를�높이기�위해�오라클� DBMS에서�사용하는�인덱스를�저장하는�영역
63)� autoextent:� 데이터�등이�저장되는�테이블스페이스가�부족한�경우�테이블스페이스�크기를�자동으로�확장시켜�주는�기능
64)�아카이브�로그:� Oracle이�아카이브�모드로�동작하는�경우�데이터베이스�복구를�위해�저장되는� redo� log의�사본을�저장한�로그
65)�데이터�테이블스페이스:� DBMS에서�관리되는�사용자�데이터가�저장되는�영역
66)�인덱스�테이블스페이스:�데이터�검색�속도를�높이기�위해�오라클� DBMS에서�사용하는�인덱스를�저장하는�영역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패치]

DBMS�및�운영체제의�패치�현황이�시스템�운영에�적정한지�

확인

-� (DBMS)�DBMS�제조사의�DBMS�권장패치가�적용되어�

있는지�확인

-� (OS)� DBMS�제조사에서�권장하는�OS패치가�적용되어�

있는지� 확인

� � *� [참고]

� � ㆍDBMS�및�OS의�패치가�최신이어야�하는�것은�아니며,�

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패치�버전이�적용되어�있어야�

함

구성/데이터�

흐름

[구성]

테이블�구성,�DBMS�운영을�위한�구성정보�등이�적절한지�

확인

-�데이터�테이블스페이스65)와�인덱스�테이블스페이스66)�서로�

분리되어�관리되고�있는지�확인

� � *� [참고]�

� � � ㆍ일반적인�경우,�인덱스�사이즈는�데이터�사이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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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참고 | 장애감지/예방�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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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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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것을�방지하기�위해�몇�개의� redo�로그파일을�만들고�이를�순차적으로�번갈아�사용한다.�즉,�

이�과정에서�로그�덮어쓰기가�발생하며�덮어쓰기�된�데이터는�복구가�어렵기�때문에�별도의�

파일에�복사해서�저장한다.�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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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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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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DBMS를 

Active-Standby와 같은 형태로 구성하거나 DBMS가 제공하는 Cluster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DBMS를 

다중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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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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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67)를�구성한�경우�공유�디스크�관련�설정�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확인

소프트웨어� 구성도�

확인�

DBMS�구성확인�명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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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화에� 따른� 운영�

로그�확인

프로세스�및�데몬�상

태�구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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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RAC�:�Real�Application�Clusters의�약자로서,�공유�디스크를�이용하여�여러대의�서버를�마치�한�대의�서버처럼�논리적으로�표현하여�고가용성을�

구현한�기법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다중화�프로세스�및�데몬�구동�상태�등�다중화�운영상태�확인

-�절체� 테스트를� 통해�실제�정상� 절체�되는지� 확인

� � *� [참고]�

� � � ㆍ별도의�테스트베드가�없는�환경에서�절체�테스트�시에는�

절체� 실패를�충분히�대비하도록�하고,

� � � ㆍ보존되어야�하는�DB�데이터가�절체�시에도�누락이�없는지�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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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DBMS 다중화 방법
▸� 다중화

   : DBMS는�시스템의�데이터를�저장하는�역할을�수행하므로,�가장�중요한�기반소프트웨어라고�할�

수�있다.�따라서�DBMS의�안전성을�높이기�위해�많은�기법과�기술들이�쓰이는데,�다중화는�그중�

대표적인�기술이라�할�수�있다.�이�다중화를�구성하는�방법도�다양하여�DBMS�제조사마다�서로�

다른�방법을�사용하고�있으나�일반적으로는�Active-Standby,�Active-Active�형태로�크게�나누어�

볼�수�있다.�

▸ 다중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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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over6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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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by비해�

매우� 짧은�시간만� 필요

-�모든�장비들이�동시에�사용

-�일반적으로� Active-Standby비해�구성에�들어가는�비용과� 난이도가� 높음

68)�컴퓨터�서버,�시스템,�네트워크�등에서�이상이�생겼을�때�예비�시스템으로�자동�전환되는�기능.�시스템�대체�작동�또는�장애�조치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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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DBMS�다중화� TIP
▸ Oracle� DBMS�다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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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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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다중화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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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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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여 백업/복구 

측면의 안전성을 진단한다.

○표� VII-4-9.� DBMS�백업/복구�진단항목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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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어�있는지,�

백업되어야�하지만� 누락된�백업� 대상은�없는지�확인

-�[백업수행시각]�백업을�수행할�시간대�설정이�적정한지�확인

� � *� [참고]�백업�중에는�디스크�부하가�많이�걸릴�수�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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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기관]�백업데이터의�보존연한�등을�고려하여�보관기관을�

설정하고�보관기관이�지난�데이터가�적절히�처리(예:�자동삭

제)되고�있는지�확인

-�[백업공간]�백업된�데이터가�안전한�공간에�저장 ․관리되고�있는

지,� 가용�디스크� 공간이�충분한지�등�확인

� � *� [참고]�

� � � ㆍ백업된�데이터는�운영�데이터와�물리적으로�다른�디스크�

및�서버에�저장하여�서버�장애가�영향을�미치지�않도록�

관리

� � � ㆍ전용�백업�서버를�사용하지�않는�경우�또는�백업�서버�

사양이�낮거나�용량이�부족한�경우�백업�작업에�따른�부하로�

인해�시스템이�다운되어�백업이�수행되지�않거나�서비스�

운영에�영향을� 미치기도� 함

-� [백업성능]�백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CPU,�메모리�등의�

백업정책�확인

백업� 카탈로그�

(백업� Job� 등록�

상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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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자원이�충분하고�원하는� 시간�내�백업이� 가능한지� 확인

� � *� [참고]�백업대상�서버가�백업에�필요한�충분한�네트워크�

대역을�보장하여�백업으로�인한�장애가�발생하지�않는지,�

저장공간�용량은�충분한지,�백업�수행�시�백업서버의�서비스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 [복구목표]�운영�중인�시스템에�재해�및�장애가�발생하였을�

때�정상적인�업무로�복귀할�때까지�소요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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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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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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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백업�

날짜�등�정보가�부정확하여�복구가�되지�않는�경우가�

백업�로그�및�백업�

현황(예:� 백업�

데이터)�확인

백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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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WEB/WAS�진단�항목

웹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WEB 서버 또는 WAS 장애 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므로, 여기서는 WEB/WAS 장애에 대비한 안전성 및 성능, 용량, 설정 등의 

구조 안전성을 위한 진단항목을 제시한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WEB/WAS 서버로는 오라클의 

WebLogic, 국내 기업인 티맥스의 JEUS, IBM의 WebSphere, Apache의 공개SW인 Tomcat, Microsoft

의 IIS가 있다. WEB/WAS에 따라 진단 방법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WEB/WAS의 진단항목은 

유사하므로 아래 제시하는 항목을 참고하여 진단항목을 수립할 수 있다.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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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데이터�

복구�점검이�계획되어�있는�경우�이를�이행하고�있는지�여부�

확인하고� 실제�복구가� 가능한지� 복구�테스트� 수행

복구절차�및�이력�확

인�

복구테스트

시스템� 복구�

절차

[절차]

DBMS의�백업�절차가�있는지�확인하고,�그�절차가�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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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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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4-10.�WEB/WAS�진단항목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장애감지/예방

성능�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장애로그�현황

응답시간

세션상태�

설정상태

파라미터

버전/패치상태

구성/데이터� 흐름

다중화 다중화
다중화� 설정

다중화�운영�상태

백업/복구
백업

백업�설정

설정파일�백업

복구 데이터� 복구

□ 장애감지/예방
장애에 대비한 기본 활동인 장애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는지, WEB/WAS 서버의 장애 내역이 

관리되고 있는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장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장애감지 및 예방 

측면을 진단한다. WAS 로그 확인 시, 로그에 장애가 기록되어 있지만 시스템 운영 상 확인된 

문제가 없어 간과되어 조치가 필요한 장애 로그는 없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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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4-11.�WEB/WAS�장애감지/예방�진단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성능�및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동시처리량]�

동시처리량이�시스템이�원하는�성능�대비�적절한지�

확인

-�사용자�요청�처리를�위한�WAS�내부상태�정보(Thread�

사용�추이,� Queue�변동추이,� Session� timeout,�

keep� alive� timeout)를�확인

-�부하�발생�및�성능�측정�도구를�활용하여�실제�동시�

처리�가능한�요청�수,� User� Session�처리�수�등�

확인 WAS�관리자�콘솔�부하발생

․ 성능측정�도구

WEB/WAS�서버�OS의�메모리�

조회�명령어

WEB/WAS�서버�OS의�디

스크�볼륨�및�여유공간�확인�

명령어

Thread�내부작업�내용을�확

인(pstack,� jstack,� truss)

※�[참고]�로그�생성량�추이�

확인�시,�업무주기�동안�로

그�생성량�확인�필요.�예를�

들어,�시스템이�일주일�간

격으로�유사한�패턴을�가지

고�운영된다면�일주일간의�

로그�생성량�모니터링�필

요

[Thread]　

WAS�프로세스에서�CPU를�과점하고�있는�Thread를�

확인하고�이에대한�처리가�적절하게�수행되고�있는지�

확인

*� [참고]�

� � ㆍWAS의�경우�각각의�Application�이�Thread�형태

로� 동작하고� 있기에� Thread점검이�필요

[Memory� 사용량]　

WEB/WAS의� 메모리를� 크기와�상태를�확인

-�WEB/WAS�서버의�물리적인�메모리�크기가�서비스

를� 운영하기� 적절한지� 확인하고

-�일정�기간�동안�메모리�사용량을�모니터링하여�메모리�

누수�여부�확인

[WEB/WAS�운영상태]

관리자�페이지�등을�통해�자체적으로�또는�별도의�툴을�

통해�WEB/WAS의�상태를� 모니터링� 하는지�확인

-�WAS�엔진서비스,�사용자�세션�등�WEB/WAS�운영�

상태를�모니터링하여�장애시�적절한�대응을�할�수�

있는지�확인

-�별도의�모니터링�도구를�이용할�때,�도구에서�감시하려

는�서버의�설정,�도구에서�확인하려는�데이터�설정�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확인



294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Log�저장공간]�

일정�기간�동안�로그�생성량�추이를�확인하고�로그�

공간의�부족함�없이�시스템이�운영� 가능한지� 확인

장애로그�현황

[로그점검]

WEB/WAS가�제공하는�각종�로그를�통해�장애�발생�

현황�및�운영�중�실제�장애로�이어지지는�않았지만�

잠재적인� 장애�요인�등을� 확인

-� (Core�Dump)�OS�Core,� Java�Core,�HeapDump�

파일�등� core파일에서�지속적으로�발생하는�장애,�

오류내역이�있는지� 확인

-� (Log)� WEB/WAS�에러� 이벤트�로그� 내역�확인

Core�분석� 툴:� dbx,gdb

Java� Core� 분석�툴� :� TDA�

(Thread� Dump� Analysis),�

JCA(IBM� Thread� and�

Monitor�Dump�Analyze�for�

Java)

HeapDump� 분석� 툴:� IBM�

H e a p A n a l y z e r ,�

MAT(Memory� Analyzer)

모니터링�솔루션�또는�모니터

링�스크립트�확인,�통합모니

터링�화면�에러�로그�확인�등

응답시간

[응답시간]

사용자�요청에�대한�응답시간이� 적절한지� 확인�

-�(사용자)모니터링�도구,�성능측정�도구�등을�활용하여�

User� 실제�응답속도�확인

-� (내부)� 각각의� 구간(WAS처리시간,� DBMS처리시간,�

Wainting� 등)� 별�응답시간이� 적절한지� 확인

WAS�모니터링�솔루션

부하발생 ․ 성능측정�도구

세션상태

[세션]�

WAS의�세션과�관련된�정보나�설정들이�적절한지�확인

-� (크기)�불필요한�정보가�세션에�과도하게�저장되어�

WAS� 성능에�영향을�미치지� 않는지�확인

-�(세션�개수)�세션의�수가�서버의�성능대비�적절한지�

확인

-�(Timeout)�세션�Timeout�대기시간이�Application에

서�필요한�수준으로�적절하게�설정�되어�있는지�확인
WAS�관리자� 콘솔

[Backup� Level]�

안정성과�성능을�보장하기�위해서,�사용된�세션을�리모

트�웹�컨테이너�또는�로컬�파일�데이터베이스에�백업할�

필요가�있는지를�판단하는�기준에�대한�설정을�확인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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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 � ㆍ레벨의� 종류는� set(세션의� setAttribute/�

putValue/removeAttribute/removeValue� 함

수�호출이�발생한�경우에만�업데이트�된�것으로�간주

하여�해당�세션�객체를�백업),�get(set에�더하여�

세션의�변경을�엄격하게�검사),�all� (사용된�세션을�

모두�백업)이�있으며,�get/all은�set에�비하여�부하

가�더�발생하게�되므로�가급적� set으로�설정

설정상태 파라미터

[OS커널�파라미터]�

WEB/WAS�응용프로그램에서�권장하는�OS커널�파라

미터�설정값(예:TCP�연결�최대�개수)이�적절하게�적용

되어�있는지� 확인

WEB/WAS�서버�OS�커널�설

정값� 조회�명령어

WAS�관리자� 콘솔

[WEB/WAS�설정]�

-�(Connection�pool)�외부�연결을�위한�JDBC�Type,�

Driver�버전/제공업체,�연결�Pool의�최소�및�최대�

개수� 설정값� 등을� 확인� (wait-free-connection,�

Connection� Leak,� Connection�유효성�검사�등)� �

-� (WAS�동시처리량)�Instance�수,�Thread�수�등�최대�

동시�처리를� 위한�설정값의�적정성� 확인

-�(FD:File�Descriptor)�File�Descriptor�값을�초과한�

경우� “Too�many� open� files”�에러가�발생할�수�

있으며,�해당�값이�부족�시�사용자�요청을�받지�못하는�

경우가�발생할�수�있음으로,�OS�FD�값과�WAS�FD�

값�모두�확인� 필요

-�(WEB/WAS�로그�레벨)�과도한�로그�레벨�설정으로�

인해�로그�저장�파티션의�디스크�소진이�발생하지�

않도록�설정�되어� 있는지�확인�

� � *� [참고]�

� � � ㆍ특별한�경우�제외하고는�“info� level”로�설정�권고

[Java�설정]

Java관련�설정이�WEB/WAS�수행에�적절한지�확인

-� (서블릿�(servlet)69)�구성값)�특정�시간대에�사용자�

요청이�집중되는�시스템의�경우,�서블릿�변경�자동�

감지 ․적용�또는�JSP�재컴파일�등�불필요한�옵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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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활성화�되어있지�않은지�설정값�확인�(auto-reload,�

check-included-jspfile,� Graceful� Redeployment�

등)�

-� (JVM70)�구성값)� JIT71)�컴파일러�사용�여부�확인

-� (메모리)�메모리�Heap�최소�및�최대�크기�설정값�

확인.�Application이�사용할수�있는�최대�Heap�메모

리�사용량� 확인

버전/패치상태

[버전]�

WEB/WAS�및�운영체제의� 버전이�적절한지�확인

-�(WEB/WAS)�WEB/WAS�버전에�따라�내부�구조나�

지원�가능한�기능의�차이가�있으므로,�시스템�운영에�

적절한�WEB/WAS�버전을�운영하고�있는지�확인하고,�

WEB/WAS엔진�버전�및�WEB/WAS�개발사의�서비

스�지원종료(EOS,�End�of�Service)�여부�등�확인

-�(OS)�WEB/WAS�종류�및�버전을�운영하기에�적합한�

운영체제가�선정되어�구동되고�있는지,�운영체제�

개발사의�서비스�지원이�종료(EOS,�End�of�Service)

되었거나�종료가�예정된� 버전은�아닌지�확인

-�(JAVA)�WEB/WAS의�경우�OS보다�JAVA와의�호환성

에�따라�성능이나�안전성에�영향이�크기에�사용하는�

WEB/WAS�버전에�적합한�JAVA�버전이�선정되어�

구동되고�있는지� 확인

WAS�관리자� 콘솔

WEB/WAS�패치현황�조회�명

령어

[패치]

WEB/WAS�및�운영체제의�패치�현황이�시스템�운영에�

적정한지� 확인

-�(WEB/WAS)�WEB/WAS�제조사의�WEB/WAS�권장

패치가�적용되어�있는지� 확인

-� (OS)�WEB/WAS�제조사에서�권장하는�OS패치가�

적용되어�있는지�확인

-�(JAVA)�WEB/WAS�제조사에서�권장하는�JAVA패치

가� 적용되어� 있는지�확인

� � *� [참고]�

� � � ㆍWEB/WAS,�OS�및�JAVA의�패치가�최신이어야�



297

69)�서버측�기능을�확장시킨�프로그램으로,�요청에�따라�동적으로�웹�페이지를�생성하거나�데이터�처리를�수행하는�프로그램
70)� Java� Virtual� Machine(자바�가상�머신)으로,� Java언어로�작성된�응용�프로그램을�Windows,� Unix�등의�운영체제에서�사용할�수�있도록�해주는�프

로그램
71)� Java에서�인터프리터(로딩�시�소스코드�해석�및�실행)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 로딩�시�소스코드를�기계어로�번역한�후�번역된�코드를�임시�

저장하여�다음�번�동일�코드�호출�시�활용하는�컴파일�방식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하는�것은�아니며,�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패치�

버전이�적용되어�있어야� 함

구성/데이터�

흐름

[구성]

디렉토리�구성,�WEB/WAS�운영을�위한�구성정보�등이�

적절한지� 확인

-�WEB/WAS가�사용하는�디스크�영역과�서버의�루트

(“/”)� 파티션이� 별도로�구분되어�있는지�확인

� � *� [참고]�

� � � ㆍOS가�사용하는�루트�파티션을�WEB/WAS�디스

크�영역으로�사용하는�경우,�루트�파티션의�디스크�

소진(FULL)으로�OS�오동작�및�서버�장애가�발생

할�수�있으므로�WEB/WAS�사용�파티션�변경�

필요

WEB/WAS�서버�OS의�디

스크�볼륨�및�여유공간�확인�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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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WEB/WAS�안전성�진단� TIP
▸ WAS�관리자�콘솔

   : JEUS,�WebLogic,Tomcat,�WebSphere�등의�WAS�프로그램은�관리�편의성을�위해�별도의�관리자�

콘솔을�제공한다.�관리자�콘솔을�통해�시스템�설정�상태를�손쉽게�확인할�수�있다.�

JEUS�관리자�콘솔�화면

WebLogic� 관리자�콘솔�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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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WEB/WAS�자원�모니터링� TIP
▸ CPU� 과점유� Thread� 조회�명령어

� � ◦ 프로세스에서�CPU를�과점하고�있는�Thread�식별.�스택�정보와�시스템�콜모니터링을�통해�Thread�

내부작업�내용을�확인(pstack,� jstack,� truss).�프로세스�내에서�각�Thread�별로�CPU�사용량�

확인

➢ IBM� AIX:� ps� -mp� [pid]� -o� THREAD

➢ HP-UX� :� glance실행� ->� s키� ->�대상PID�입력� ->G�키(프로세스의� Thread� 상태)

➢ Oracle� Solaris� :� prstat� -Lm� -p� [pid]

➢ Linux� :� ps� efL� |� grep� container1(Server)

▸ 메모리�사용량� 조회� 명령어

� � ◦ AIX� 운영체제� :� nmon� (Nigel's�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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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WEB/WAS�파라미터� TIP
▸ WEB/WAS�관련� OS�파라미터� 설정� 확인(예)

  - 물리적으로�고사양을�갖춘�시스템이라�할지라도�운영체제의�파라미터�설정�상태에�따라�시스템�

성능에�영향을�미칠�수�있다.�가령,� AIX의�예를�들면,�다음과�같은�서버�파리마터들이�메모리�

성능에�영향을�미칠�수�있다.

구분 파라미터� 설명 권장값

Non-compu

tational�

영역에�대한�

Thresholds�

minperm

numperm이�minperm�값보다�작을때�

LRU(least�recently�used)�알고리즘으로�

인해�comp와�non-comp에�무작위로�

paging이�발생

minperm�:�10~40�(기본값:�

20)

*lru_file_repage=0일때는�

기본값�사용해도�무방

maxperm

numperm이�maxpem�값보다�클때에는�

LRU�알고리즘이�non-comp를�우선�대상

으로�설정,�하지만�전체적인�메모리�요구량

에�따라�LRU가�comp에�발생할�수�있으며,�

이로�인해�numperm이�maxperm�이상으

로�상승할�수�있음

maxperm�:�20~60�(기본값:�

80)

* lru_file_repage�가� 0일때

는�기본값� 사용해도� 무방

여유�

메모리에�

대한�

Thresholds

minfree

물리적인�메모리의�여유공간이�page�단

위로�이값보다�작게�되면�LRU�알고리즘

이�작동

cpu� 수� * � 120

(기본값:�960(AIX� 5.3�이상)

maxfree

LRU�알고리즘이�작동하면서�여유�page�

수가�이�값보다�커지면�LRU�알고리즘�

작동� 정지

minfree� +� cpu� 수� * �

maxpgahead� �

(기본값:�maxfree�:�1088(aix�

5.3이상)

▸� OS� 커널� 설정값�조회  ◦ AIX� 운영체제� :� smitty(system� management� interface� tool),� no(network�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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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WEB/WAS� Patch� TIP
▸ OS� 패치관리�확인

  ◦ Windows� :� 업데이트�기록�확인

  ◦ AIX� :� instfix� (install� fix)
� � � � � 예)� instfix� i|� grep� ML� (설치�현황�확인)

instfix� -icqk� 5300-02_AIX_ML|grep� (업데이트가� 필요한�파일�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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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화
WEB/WAS는 짧은 시간에 요청이 급증하는 경우 시스템의 처리가 느려져서 응답시간이 늘어나 

정체 되거나 서버 접속이 되지 않아 서비스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WEB/WAS 서비스가 불가한 상태를 대비하여 시스템을 다중화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다중화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WAS 다중화 구성 설정이 적절한지, FailOver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FailOver는 WEB/WAS가 다중화 구성된 경우 장애로 서비스가 

불가한 시스템을 대신하여 이중계로 구성된 다른 시스템이 기능을 넘겨받아 서비스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능한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직접 테스트하여 기능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 때, 반드시 Failover 실패를 대비하여 시스템 복구 절차, 복구 방법 등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한다.

○표� VII-4-12.�WEB/WAS�다중화�진단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다중화
다중화� 설정

[다중화� 구성]

� WEB/WAS의� 다중화�구성이�적절한지�확인

-�하드웨어를�다중화�하여�WEB/WAS를�다중화로�구성�

되어�있는지�확인

-�다중화�통신(HeartBeat)�방식이�적절하게�구성되어�있는

지� 확인

-�WAS�Cluster�구성을�통해�WAS�서비스가�다중화�되어�

있는지�확인

소프트웨어�구성도� 확인

WAS�관리자�콘솔

[WEB/WAS� 다중화�설정]

다중화� 설정이�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확인

-�WAS�다중화�구성�및�Failover를�위한�설정값이�적절한지�

확인

-�WAS�인스턴스�간�부하가�적정하게�분산되고�있는지�

확인

-�WAS�클러스터72)�간�세션�복제값�등�설정값의�필요성�

및�적용�유무�확인

� � *� [참고]�

WAS�관리자�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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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복구
WEB/WAS의 장애 발생으로 인해 손실된 설정 파일 및 데이터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백업 및 복구 측면에서 안전성을 진단한다. 시스템을 운영담당자는 백업대상, 백업주기. 백업매체 

등을 반영하여 백업 정책을 수립해야하고, 해당 정책이 백업 및 복구 기능 및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백업 정책에 따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백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모의시험을 통해서 백업한 데이터를 복구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진단은 백업정책의 타당성, 백업설정 정확성, 백업 및 복구 동작의 

정확성 측면에서 진단을 수행한다. 

72)� 다수의�WAS�서버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그룹핑된� 서버들을� 하나의� 도메인으로� 설정하여� 여러� 서버를� 하나의�서버인� 것처럼� 구성하는� 방법.�
확장성�및�고가용성을�위해�설정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 � � ㆍ서비스의�가용성에�따라�절체�시간을�설정하고�반영

되어� 있는지�확인

다중화�

운영�상태

[다중화� 운영]

다중화�구성�및�설정에�맞게�정상적으로�동작하는지�확인

-�모의시험을�통해� FailOver가� 정상동작하는지� 확인

-�다중화�프로세스�및�데모의�상태�감시하고,�상에�따른�

절체가�정상적으로�동작하는지� 확인

� � *� [참고]�

� � � ㆍ다중화�프로세스�및�데몬이�장애로�인해�종료되었

을� 경우�자동으로�실행시키는지� 확인

-�FailOver에�따른�상태로그(절체�시간,�장애�내역�등)의�

로그를� 정상적으로�수집�및�저장하는지� 확인

� � *� [참고]�

� � � ㆍ별도의�테스트베드가�없는�환경에서�절체�테스트�시에

는�절체� 실패를�충분히�대비

서비스�이관� 절차

WAS�관리자�콘솔

FailOver� 로그� 확인

절체�모의�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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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4-13.�WEB/WAS�백업/복구�진단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백업

백업설정

[백업�및�복구�정책]

서비스�운영�목적에�맞게�WEB/WAS�백업�및�복구�정책이�

수립되어� 있고�백업이� 수행되고� 있는지�확인

-�백업�및�복구�담당자가�활용할�수�있도록�백업�절차가�수립되어�

있는지�확인

-�백업대상(예:�소스파일,�WAS설정파일)이�선정되어�있는지,�백업

되어야�하지만� 누락된�백업� 대상은�없는지�확인

-� 백업을�수행할�시간대� 설정이�적정한지�확인

-�데이터의�중요도를�고려하여�백업�주기(예:�일,� 주,�월)가�

적정한지� 확인

-�백업데이터의�보존연한�등을�고려하여�보관기간을�설정하고�

보관기간이�지난�데이터가�적절히�처리(예:�자동삭제)되고�

있는지� 확인

-�백업된�데이터가�안전한�공간에�저장 ․관리되고�있는지,�가용�

디스크�공간이� 충분한지� 등� 확인

-�운영�중인�시스템에�재해�및�장애가�발생하였을�때�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할� 때까지�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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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정책�확인,�백

업�카탈로그(백업

잡�등록정보)�확인,�

백업수행로그� 확

인,�

-�백업솔루션�설치�여

부,�백업솔루션�설

정(config)

-� WEB/WAS� 백업�

설정�파일�확인

설정파일�백업

OS�설정값,�커널�설정값,�WEB/WAS�설정파일을�적절히�백업하

고� 있는지�확인

-� 백업할�설정값에�누락이�없는지� 확인

-� 백업�정책에� 따라�주기적으로�백업되고�있는지�확인

� � *� [참고]�

� � � ㆍ수동으로�백업하는�경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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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로그�확

인

-�백업데이터�저장상

태�확인

복구 데이터복구

[데이터�복구� 처리]

백업한�WEB/WAS　데이터가�정상적으로�복구되는지�확인

-�복구�목표시간�설정�여부,�백업된�데이터를�이용한�복구절차,�

복구이력�등을� 확인

-�가능한�경우�시나리오에�따른�복구모의시험을�통해�복구�

가능여부�확인

-�복구절차�및�이력�

확인

-�복구모의시험�

수행

-�백업데이터�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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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AI� 진단�항목

EAI와 ESB는 데이터를 연계하는 관점에서는 같지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딱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본 가이드에서는 두 가지 기술을 구별하지는 

않으며, EAI 제품에 따라 내부 아키텍처 또는 특징이 상이하여 세부적인 진단 항목은 벤더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VII-4-14.� EAI� 진단항목
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장애감지/예방

성능�및

모니터링

자원모니터링

장애로그�현황

응답시간

설정상태

파라미터

버전/패치상태

구성/데이터� 흐름

다중화 다중화
다중화� 설정

다중화�운영�상태

백업/복구
백업

백업�설정

데이터� 백업

설정파일�백업

복구 데이터� 복구

□ 장애감지/예방
장애에 대비한 장애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는지, EAI 장애 내역이 관리되고 있는지, 현재 발생되고 

있는 내부 오류, 장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장애감지 예방 측면을 진단한다. EAI의 

역할은 Application을 통합하는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각각의 Application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이에 대한 기록을 올바르게 남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파악 할 수 있는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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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의 흐름을 도와주는 도구가 Modeler와 Mapper이다. Modeler는 각각의 메시지의 흐름을 

도식화 아이콘화 하여 보여주는 도구로 이를 통해 메시지의 시작점과 종착점 그리고 데이터 흐름을 

바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파악된 부분에 대한 수정도 쉽게 도와주는 도구이다. Modeler가 

데이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도구라면, Mapper는 메시지 내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 주는 도구이다. 데이터를 변환해서 사용하는 경우 Mapper는 GUI환경을 통해 메시지 내부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표� VII-4-15.� EAI� 장애감지/예방�진단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모니터링]

EAI�구동을�위한�자원,�데이터�흐름�등이�EAI�운영에�

적정한지�확인

-� (자원)�EAI�엔진�구동상태,�메세지�흐름�등�EAI와�

관련된�운영�상태를�모니터링하고� 있는지�확인

-�(연동데이터)�연동되고�있는�메시지들을�확인하여�메시

지들이�정상적으로�연동되고�있으며�정확한�시기에�

알맞은� 위치로�전달되는지� 확인

EAI�관리�툴,�통합모니터링�화

면�에러�로그� 확인�등

장애로그�현황
EAI�로그�내역�확인을�통해�발생하고�있는�장애나�

주의하여야�할�특이사항이�없는지�확인

응답시간

[응답시간]

사용자�요청에�대한�응답시간이� 적절한지� 확인�

-�(사용자)모니터링�도구,�성능측정�도구�등을�활용하여�

User� 실제�응답속도�확인

-�(내부)�각각의�구간(EAI처리시간,�Application�처리

시간,�구간별�대기시간�등)�별�응답시간이�적절한지�

확인

EAI� 관리�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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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설정상태

파라미터

[EAI� 설정값]

데이터�저장�파일경로�및�파일명,�자원의�한계값을�설정하

는�매개변수,�로그파일�관리�방법�등�EAI�구동을�위한�

설정값이� 적절한지� 확인

OS�커널�설정값�조회�명

령어,� EAI� 관리� 툴

[OS커널�파라미터]�

EAI에서�권장하는�OS커널�파라미터�설정값이�적절하게�

적용되어� 있는지�확인

[Java�설정]

Java관련� 설정이� EAI� 수행에�적절한지�확인

-� (JVM�구성값)� JIT� 컴파일러�사용� 여부�확인

-�(메모리)�메모리�Heap�최소�및�최대�크기�설정값�확인.�

Application이�사용할수�있는�최대�Heap�메모리�사용

량�확인

� � *� [참고]�

� � � ㆍEAI�솔루션이�JAVA�기반인�경우�JAVA관련�설정을�

확인�필요

버전/패치

상태

[버전]�

EAI� 및� 운영체제의�버전이� 적절한지� 확인

-�(EAI)�EAI�버전에�따라�내부�구조나�지원�가능한�기능의�

차이가�있으므로,�시스템�운영에�적절한�EAI�버전을�

운영하고�있는지�확인하고,�EAI엔진�버전�및�EAI�개발사

의�서비스�지원종료(EOS,�End�of�Service)�여부�등�

확인

-�(OS)�EAI�종류�및�버전을�운영하기에�적합한�운영체제가�

선정되어�구동되고�있는지,�운영체제�개발사의�서비스�지원

이�종료(EOS,�End�of�Service)되었거나�종료가�예정된�

버전은�아닌지� 확인

-�(JAVA)�EAI의�경우�OS보다�JAVA와의�호환성에�따라�

성능이나�안전성에�영향이�크기에�사용하는�EAI�버전에�

적합한�JAVA�버전이�선정되어�구동되고�있는지�확인

EAI�관리자�콘솔,�EAI�패치

현황�조회�명령어

[패치]

EAI�및�운영체제의�패치�현황이�시스템�운영에�적정한지�

확인

-� (EAI)�EAI�제조사의�EAI�권장패치가�적용되어�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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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 (OS)� EAI�제조사에서�권장하는�OS패치가�적용되어�

있는지�확인

-�(JAVA)�EAI�제조사에서�권장하는�JAVA패치가�적용되어�

있는지�확인

� � *� [참고]�

� � � ㆍEAI,�OS�및�JAVA의�패치가�최신이어야�하는�것은�

아니며,�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패치�버전이�적용

되어�있어야� 함

구성/데이터�

흐름

[구성]

서버들의�구성과�연결방식,�데이터�변환�방법들이�적절한

지� 확인

-�EAI와�서비스를�하는�각각의�서버들의�구성이�적절한지�

확인

-�데이터를�연계하는�방식이�시스템이�추구하는�목적에�

적절한�방식인지�확인

� � *� [참고]�

� � � ㆍEAI를�통해�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

� � � � � -�Potint� to�Point:�복수의�어플리케이션을�1:1로�

연결

� � � � � -�HubB&Spoke:�미들웨어(Hub)를�이용하여�비즈

니스� 로직�중심으로�연결�

� � � � � -�Bus:�미들웨어(Bus)를�이용한�서비스�중심의�시스

템�연결�

-�서버들간의�데이터�연결과정에서�EAI를�통한�데이터�

변환과정이�있는데,�이�변환이�시스템�목적에�맞게�적절

하고,�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확인

EAI� 관리�툴

[데이터�흐름]

각각의�데이터들의�흐름을�파악하여�병목현상,�잘못된�변환�

등의�문제점이�있는지�확인하고�구조적으로�문제가�되는�

점이�있는지� 확인

-� (Modeler)�효율적인�EAI�관리를�위해,�EAI의�데이터�

흐름을�GUI�형태로�조회/관리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

모델러의� 구축�및�활용�여부� 확인

-�(Mapper)�효율적인�EAI�관리를�위해,�메시지�안에�있는�

각각의�데이터들이�실제�어느�데이터로�매핑�되는지를�

GUI�형태로�조회/관리하는�Mapper�도구�활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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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EAI� Modeler　
Modeler는�데이터의�흐름을�GUI를�통해�보여주는�것을�말한다.� EAI�모델러를�활용하면�관리자나�

시스템�유지보수자가�데이터�흐름을�보다�빠르게�파악�할�수�있고�데이터�흐름�등의�유지보수/수정이�

용이하다.

▸ Modeler� 화면(예)

� � ◦ A사�Modeler

  ◦ B사�Mod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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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EAIMapper� TIP
Mapper는�각각의�메시지�내부에서�데이터들이�어떻게�매칭�되는지를�보여주는�GUI�툴이다.�해당�

도구를�활용할�경우,�메시지�안의�데이터들이�어떻게�변환되는지�파악이�용이하여�EAI�기반소프트웨어의�

데이터�매칭�현황�진단�및� 수정 ․ 개선이�용이하다.

▸ Mapper� 화면�예

◦ A사 Mapper ◦ B사 Mapper

□ 다중화
EAI는 특성상 여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동작하므로, EAI의 장애는 곧 전체 시스템의 장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 예방 측면에서 EAI 서버 다중화를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AI 다중화는 2개의 EAI서버와 L4를 이용하여 다중화를 구성할 수 있고, EAI 자체적으로 내장된 

다중화 기능을 이용해 구성할 수도 있다. 

다중화 구성된 EAI가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중화 설정값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를 통해 EAI 서버 장애 시, 절체 및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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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4-16.� EAI� 다중화�진단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다중화

다중화� 설정

[다중화�구성]

EAI를�다중화한�형태�또는� 구성이�적절한지�확인

*� [참고]�

� � ㆍ별도�하드웨어를�이용하여�EAI를�다중화할�수도�있으

며,�EAI�Cluster를�구성하여�서비스�다중화를�구현할�

수도�있음.�또는,�별도�하드웨어와�EAI�Cluster�모두를�

이용하여�다중화�구성도�가능

소프트웨어�구성도� 확인

EAI� 관리�툴

[EAI� 다중화�설정]

다중화�설정이�정상적으로�되어있는지� 확인

-�EAI�다중화�구성�및�Failover를�위한�설정값이�적절한지�

확인

-�EAI�클러스터�간�세션�복제값�등�설정값의�필요성�및�

적용� 유무�확인

-�다중화된�EAI간�상태�확인을�위한�설정(HeartBeat)이�

적절한지�확인

� � *� [참고]�

� � � ㆍ서비스의�가용성에�따라�절체�시간을�설정하고�반영

되어�있는지� 확인

다중화� 운영�

상태

[다중화�운영]

다중화�구성�및�설정에�맞게�정상적으로�동작하는지�확인

-� 모의시험을�통해� FailOver가�정상동작하는지�확인

-�다중화�프로세스�및�데몬의�상태를�감시하고,�상태에�

따른� 절체가�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확인

� � *� [참고]�

� � � ㆍ다중화�프로세스�및�데몬이�장애로�인해�종료되었

을�경우� 자동으로� 실행시키는지�확인

-� EAI�인스턴스�간�부하가�적정하게�분산되고�있는지�

확인

-�FailOver에�따른�상태로그(절체�시간,�장애�내역�등)가�

정상적으로�수집�및�저장되고�있는지�확인

� � *� [참고]�

� � � ㆍ별도의�테스트베드가�없는�환경에서�절체�테스트�

시에는�절체� 실패를�충분히�대비

EAI� 관리�툴,

FailOver로그�확인,

절체�모의�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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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복구
장애 발생 후 EAI의 데이터 및 운영을 복구하기 위한 EAI 백업 정책, 운영 모드 및 백업을 위한 

환경을 점검하고 실제 백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복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여 백업/복구 측면의 

안전성을 진단한다. 

EAI는 각각의 Application 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전달한 메시지에 대한 로그 기록을 

정확하고 누락없이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지에는 출발지점과 종착지점, 수행시간, 각각의 

수행단계에서 걸리는 시간 등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는 관리되어야 하는 EAI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EAI는 데이터를 연계한 후 연계 결과에 대한 로그를 저장하며, 대부분의 

EAI제품들이 저장 공간으로 Database를 활용한다. 따라서, EAI의 장애복구 정책은 Database의 

장애복구 정책과 다소 유사하다.

○표� VII-4-17.� EAI� 백업/복구�진단항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백업 백업설정

[백업�및�복구�정책]

서비스�운영�목적에�맞게�EAI�백업�및�복구�정책이�수립되어�

있는지�확인

-�백업�및�복구�담당자가�활용할�수�있도록�백업�절차가�

수립되어�있는지�확인

-�백업대상(예:�메시지들의�출발과�종착점,�변환되는�과정,�

EAI설정파일)이�선정되어�있는지,�백업되어야�하지만�

누락된�백업�대상은�없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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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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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데이터의�보존연한�등을�고려하여�보관기간을�설정

-�백업솔루션�설치�여부,�

백업솔루션�

설정(config)

-� 백업정책�확인,� 백업�

카탈로그(백업잡�

등록정보)�확인,�

백업수행�로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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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하고�보관기간이�지난�데이터가�적절히�처리(예:�자동삭

제)되고�있는지�확인

-�백업된�데이터가�안전한�공간에�저장 ․관리되고�있는지,�

가용�디스크� 공간이�충분한지�등�확인

� � *� [참고]

� � � ㆍ백업된�데이터는�운영�데이터와�물리적으로�다른�디스

크�및�서버에�저장하여�서버�장애가�영향을�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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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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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서

버의�서비스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지�등을�확인해야�

함�

-�운영�중인�시스템에�재해�및�장애가�발생하였을�때�정상적

인�업무로�복귀할�때까지�소요된�시간(복구목표시간,�

RTO:� Recovery� Time� Objective)과�재해�상황에서�

수용할�수�있는�최대�허용�데이터�손실�지표�(복구목표시

점,�RPO:�Recovery�Point�Objective)를�관리하는지�

확인

데이터� 백업

운영�중�발생하는�연동�데이터,�에러�로그�등� EA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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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정책�확인�

백업�수행�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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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설명 진단방법(예)

설정파일�백업

OS�설정값,�커널�설정값,�EAI�설정파일을�적절히�백업하고�

있는지�확인

-� 백업할�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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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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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데이터�복구�점검이�계획되어�있는�경우�이를�이행하고�

있는지�여부�확인하고�실제�복구가�가능한지�복구�테스트�

수행

복구절차�및�이력�확인

복구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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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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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Ⅷ

시스템 안전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 부품이나 장비에 대한 점검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내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 명령을 받아들여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이나 비중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드웨어 점검 

외에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안전 진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의 운영목적이나 영향 측면에서 볼 때 안전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을 구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초기부터 

시스템과 관련한 사고,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운영단계에서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 운영관리 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해 개발하였다 할 지라도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변경, 운영환경의 변화, 운영자의 운영 방식이나 실수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개발 당시 

고려한 안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물며, 시스템 개발 당시 소프트웨어 위험 

및 이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개발되지 않았다면,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구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방법의 보급을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본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본 가이드는 해외 시스템 안전 표준 및 

지침 등을 반영하였으며, TTA가 수행한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 수행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진단의 효과성이 높고 실무자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철도, 자동차, 항공, 조선 등 각 산업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지고 IoT 기술 등과 

접목이 활발해지면서 향후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진단 가이드가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진단을 

수행 하는 데 있어 참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가이드가 

시스템 안전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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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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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위험분석�기법� 소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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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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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발생 

확률을 구하여 시스템의 고장확률을 계산하고 신뢰성 평가를 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FTA 기법을 

이용한 주요 위험분석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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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정� 및� 분석
분석할�시스템을�선정하고�요구사항�명세서,�설계서�등을�통해�

시스템� 분석�수행

ê

‚ 최상위� 이벤트�정의
사고에�가장�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상황을�최상위�이벤트(TOP�

Event)로� 정의

ê

ƒ 분석�준비 분석할� 범위를�한정하고,� 분석�기준과� 규칙�수립

ê

„ Fault� Tree�전개� (원인�분석)
최상위�이벤트의�발생�원인을�계속적으로�분석하여�근본�원인(Basic�

Event)을� 도출하고� 이를� Tree�형태로� 논리적으로�표현

ê

… Fault� Tree�평가�및�안전� 대책�수립
Fault�Tree�적절성을�평가하고�도출된�이벤트�발생�원인에�대한�

안전조치�강구

┃그림� 1┃ FTA를�이용한�위험분석�절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TA 기법을 이용하여 위험분석을 하는 경우 <그림 2>와 같은 고장트리(Fault 

Tree) 전개를 통해 최상위 위험원과 기여요인 간 관계를 ‘Top-down 방식’으로 추적하여 분석한다. 

┃그림 2┃ FTA 위험분석 전개도
상위 이벤트와 원인 이벤트 간의 관계는 <표 1> 및 <표 2>와 같은 게이트(Gate)와 이벤트(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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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를 이용하여 그 속성 관계를 함께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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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부족으로�

더�이상�분석� 전개가�불가능�한�경우�표기

기본�이벤트
Fault�Tree에서�원으로�표기하는�이벤트로서,�가장�근본�원인이�되는�사건�

혹은�문제를�나타내는�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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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MEA(Failure� Modes� &� Effects� Analysis)� 기법

FMEA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기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모드(Failure Mode)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일부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었지

만, 현재는 자동차, 전기 ․ 전자, 기계 등 산업분야 대부분에서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분석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귀납적 방법으로서 각 개별 기능별로 잠재적인 고장모드를 도출하고 해당 고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FMEA에 정량적인 치명도 분석(Criticality Analysis)을 더해 

FMECA(Failure Mode,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라고 부르기도 한다.

FMEA는 ‘Bottom-Up 방식’ 즉, 각 기능별 결함(원인)에서 출발해 해당 결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 대상�선정� 및� 분석
분석할�시스템을�선정하고�요구사항�명세서,�설계서�등을�통해�소프트웨어�

분석�수행

ê

‚ 기능별� 고장모드� 도출 서브시스템,�기능을�나열하고�각각의� 잠재�고장모드�도출

ê

ƒ 고장모드별�영향� 및� 원인�파악
각�고장모드에�대한�원인을�파악하고�해당�고장모드에�의해�발생�가능한�

영향�분석.�고장�발생도(Frequency)�및�고장�위험도(Severity)를�구함

ê

„ 고장모드별�검출� 방식�파악 고장모드별�검출방식을�확인,�고장�검출도를�구함

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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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ê

† 원인�분석
우선순위가�높은�고장모드를�중심으로�발생�원인을�상세히�분석�및�대응조

치� 도출

┃그림� 3┃ FMEA를�활용한�위험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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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의 고장모드는 <표 3>과 같은 질의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다. FMEA 

기법을 활용하여 <표 4>와 같은 항목에 대한 위험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표� 3.� 고장모드�도출을�위한�기본�질의어
번호 기본�질의어

1 어떤�고장인가?

2 어떻게� 고장이�나타나는가?

3 얼마나�자주�고장이�나타나는가?

4 고장에� 따른�영향은� 무엇인가?

5 고장에�따른�신뢰성/안전성의� 결과는�무엇인가?

○표� 4.� FMEA�주요�분석�항목(예)
항목 기본�질의어

고장�모드� (Failure� Mode)
시스템의�규정된�기능이�손실되는�상황을�일탈상황으로�보고�고장모드로�

간주하여�예상되는�고장� 모드를�모두� 열거

고장�원인� (Causal� Factor) 고장상태로� 전이되는데�영향을� 미칠�수�있는�원인

고장의�영향� :� 직접적

(Failure� Effect� :� Immediate)
고장에�따른�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결과

고장의�영향� :� 서브시스템�

(Failure� Effect� :� Subsystem)
고장에�따른�서브시스템의�결과

고장의�영향� :� 시스템

(Failure� Effect� :� System)
고장에�따른�전체시스템의�결과

고장의�발견� 방식� (Method� of�

Detection)

고장을�발견할�수�있는�방법�기술�또는�고장이�발견되지�않을�때에는�어떤�

시험방법을� 추가함으로써�고장의�발견이� 가능한지� 기술

시정활동� (Current� Controls) 고장을�제거하거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필요한�기능

고장�발생도� (Failure� Frequency) 고장� 발생빈도:�얼마나�자주�고장이�나타나는가?

고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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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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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한�영향�미침
주요�서브시스템� 손실

제한적(Marginal) 2 경상�또는�환경에�상당한�위협�미침 심각한�서브시스템�손상

경미한(Insignificant) 1 가능한� 작은�부상 작은�서브시스템� 손상

FMEA�고장�발생�빈도(Failure� Frequency)� 기준

발생빈도�수준 등급 정의 운용시간�당�발생빈도

빈번함

(Frequent)
6 빈번/연속적�발생�가능 � � � � � ＞� 

종종�발생

(Probable)
5 종종� 발생할�것으로�예상됨 � 1� � <� to� ≤� 100

가끔�발생

(Occasional)
4

시스템�수명�기간�동안�가끔�발생할�것으로�

예상
  � <� to� ≤� 

발생�가능

(Remote)
3 시스템�수명기간�동안�간혹적으로� 발생함   � <� to� ≤�  

발생�가능성�낮음

(Improbable)
2 예외적으로� 발생할�가능성이�있음   � <� to� ≤�  

가능성�극히�희박

(Incredible)
1 발생� 가능성이� 극도로�희박함 ≤�  

※ IEC� 62278�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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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FMEA� -� 발생도,�위험도,� 검출도�기준(예)�계속
FMEA�검출도�기준

검출�수준 등급 정의

절대적으로� 불확실

(Absolute� Uncertainly)
10

잠재적�원인/메커니즘과�그이후의�고장형태를�검출하지�못하거

나� 검출� 할� 수� 없다

매우�희박

(Very� Remote)
9

설계관리를�통해�잠재적�원인/메커니즘과�그�이후의�고장형태를�

검출할�기회가� 매우�희박하다

희박

(Remote)
8

설계관리를�통해�잠재적�원인/메커니즘과�그�이후의�고장형태를�

검출할�기회가� 희박하다

매우�낮음

(Very� Low)
7

설계관리를�통해�잠재적�원인/메커니즘과�그�이후의�고장형태를�

검출할�기회가� 매우�낮다

낮음

(Low)
6

설계관리를�통해�잠재적�원인/메커니즘과�그�이후의�고장형태를�

검출할�기회가� 낮다

보통

(Moderate)
5

설계관리를�통해�잠재적�원인/메커니즘과�그�이후의�고장형태를�

검출할�기회가� 보통이다

다소�높음

(Moderately� High)
4

설계관리를�통해�잠재적�원인/메커니즘과�그�이후의�고장형태를�

검출할�기회가� 다소�높다

높음

(High)
3

설계관리를�통해�잠재적�원인/메커니즘과�그�이후의�고장형태를�

검출할�기회가� 높다

매우�높음

(Very� High)
2

설계관리를�통해�잠재적�원인/메커니즘과�그�이후의�고장형태를�

검출할�기회가� 매우�높다

거의�확실

(Almost� Certain)
1

설계관리를�통해�잠재적�원인/메커니즘과�그�이후의�고장형태를�

검출할�기회가� 거의�확실하다

※� IEC� 62278�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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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AZOP(Hazard� and� Operability� Analysis� Study)� 기법

HAZOP 분석 기법은 안내어(Guide Word)를 이용해 실제 의도에서 벗어난 일탈상태(Deviation)를 

도출하여 위험분석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HAZOP 분석 기법은 시스템 개발 초기에 시스템 위험원 분석 및 운영상 위험원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HAZOP 분석 기법에서 제시하는 안내어를 이용할 경우 시스템 이해관계자(예: 

개발자, 유지보수자, 운영자) 간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일탈상태와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비교적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 대상�선정� 및� 분석 분석할�시스템을�선정하고�요구사항�명세서,�설계서�등을�통해�분석�수행

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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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ê

ƒ 영향�분석 일탈상황으로�인해� 발생�가능한� 영향�및�발생원인�분석

ê

„ 위험도�평가�및�개선�사항�도출 현재�안전조치�현황�및�위험도�평가를� 수행,�개선사항�도출

┃그림� 4┃ HAZOP을�활용한�위험분석�절차

위험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어(Guide Word) 및 안내어 적용 대상 (파라미터)은 각각 <표 

5> 및 <표 6>와 같으며, 각 파라미터 별로 안내어를 적용하여 <표 7>과 같은 다양한 일탈상황을 

도출할 수 있다.

○표� 5.� HAZOP�안내어(Guide�Word)
안내어(예) 설명

No,� Not,� None 정의된� Parameter가�없음

Part� of 일부만�수행되거나�고려됨

Early/Late 정의된� 시간�보다�일찍/늦게� 수행됨

More/Less 변수의� 초가(증가)/미달(감소)

Other� than 비정상적인�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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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HAZOP�파라미터�정의
파라미터(예) 설명

Interface 시스템간�인터페이스,� Man-Machine� 인터페이스�등

Time 시스템�동작시간,� 데이터�처리시간�등

Action 시스템�동작� 내용�혹은�운영자,�유지보수자� 조작�내용

Limit 데이터�처리� 한계,�성능상�한계�등

Procedure 운영 ․ 유지� 보수�절차,� 비상시�대응� 절차

Outside 자연적� 상황(지진,� 태풍,� 등)� 등�의도적인�외부�장애조건

Data 제어명령,�현장data� 등

○표� 7.� 안내어�및�파라미터를�이용한�일탈상항�도출
안내어(예) No Part� of Early Late More Less Other� than

Interface
Interface�

불가

비정상적인�

Interface

Time
정의된�

시간보다�빠름

정의된�

시간보다�늦음

Action
동작� 하지

않음
일부만� 동작

빠른�조작�및�

동작

늦은�조작�및�

동작

기타

비정상적�조작�및�

동작

Limit
정의된�

한계없음

정의된�한계를�

초과함

정의된�한계에�

미달됨

기타�비정상적인�

한계

Procedure 절차� 없음
절차�일부만�

존재함
비정상적인�절차

Outside
외부요인이�

일부�작용함

비정상적인�

외부요인

Data
Data

없음

Data�일부만�

생성,� 송수신

빠른�Data

생성,�송수신

늦은�Data

생성,�송수신

Data

생성,�송신�

초과함

기타�비정상적인�

Data

도출한 일탈상황을 기반으로 <표 8>과 같은 분석 Sheet를 활용하여 해당 일탈상황의 발생원인, 

결과, 해당 위험 대비 현재 조치 상태 및 위험도 등의 분석을 수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일탈상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표 9>와 같은 개선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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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HAZOP�분석양식(예)
ID 일탈상태 원인 결과 현재안전조치 위험도� 개선권고사항

○표� 9.� HAZOP�분석�결과�개선이행�계획서(예)
ID 우선순위 위험도 개선권고사항 책임부서 일정 진행결과

④ O&SHA(Operating� and� Support� Hazard� Analysis)� 기법

O&SHA기법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상황에서 작업자가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활동을 나열하고,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들을 사전에 도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각 운영절차에 걸쳐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5┃ O&SHA� 위험분석�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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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기법은 <그림 6>과 같이 시스템 설계서, 기능 흐름도 등을 통해 시스템을 분석하고 

해당 시스템 운영자 및 유지보수자의 일련의 업무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 ․ 유지보수 중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원 및 발생 요인들을 도출한다. 이어, 도출된 위험원에 대하여 위험원 발생 

가능성을 분석 ․ 예측하도록 하고 해당 위험원을 예방 혹은 완화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 대상�선정� 및� 분석 분석할�시스템을�선정하고�요구사항�명세서,�설계서�등을�통해�분석�수행

ê

‚ 사용자� 작업절차� 열거 사용자의�일련의� 작업�절차�열거

ê

ƒ 작업절차별�위험파악 각�작업�절차별로�발생� 가능한�위험상황�파악� 및� 발생�가능성� 분석

ê

„ 위험�경감� 대책�수립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할�수�있는� 안전조치� 도출�및�개선�계획� 수립

┃그림� 6┃ O&SHA를�활용한�위험분석�절차

○표� 10.� O&SHA�위험분석서(예)
Operating� &� Support� Hazard� Analysis

시스템� :� 분석자� :

운용(Operation)� :� 일시� :

Task No. 위험 원인 영향
초기
리스크

조치
조치후�
리스크

비고 상태

항목 설명

Task 분석� 대상이�되는� 작업(Work),� 작업� 목적/단계�등�표기

No. 위험원�식별번호

위험 발생가능한� 모든�위험상황을�기술

원인 위험원의�발생원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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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TA(Event� Tree� Analysis)� 기법

ETA 기법은 1974년 WASH-1400 원자력 발전소 안전연구에서 활용된 이후 원자력 분야 뿐 

아니라 우주비행선, 화학 공장 등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ETA 기법은 <그림 7>과 같이 Event 

Tree 전개를 통해 최초 고장 즉, 초기 이벤트(Initiating Event) 발생 시, 해당 Event가 어떤 중간 

이벤트(Pivotal Event) 발생상황과 결합하여 어떤 결과(사고)를 초래하는 지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초기

이벤트

중간�이벤트
결�과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그림� 7┃ Event� Tree� 전개�방법

항목 설명

영향 위험원이�발생하여�나타나는�영향� 및� 결과(최악의� 결과�포함)�명시

초기�리스크 위험� 발생으로� 인한�영향의� 결과(리스크)를� 정성적으로�평가

조치 위험원을�소멸시키거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 권장�조치

안전�조치�후�잔여�리

스크�

위험원�완화기술�및�안전�요구사항�적용�후의�잠재적�잔여�리스크를�정성평가.�초기�리스크와�

동일한�리스크� 평가기준� 사용

상태 위험원을�방지,�완화하기�위한�현재의�안전�조치� 상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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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기법을 활용한 위험분석 절차는 <그림 8>과 같이 초기이벤트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중간 

이벤트의 성공/실패 경우를 도출하여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대상�선정� 및� 분석 분석할�시스템을�선정하고�요구사항�명세서,�설계서�등을�통해�분석�수행

ê

‚ 초기이벤트(IE)� 정의 최초�고장현상을� 초기이벤트로�정의

ê

ƒ Event� Tree� 전개
초기이벤트를�트리�왼쪽에�위치하고,�각�중간이벤트의�성공/실패의�경우에�따라�

Tree�전개

ê

„ 결과�리스크�파악
각�이벤트의�실패�발생�확률을�계산하고�각�이벤트에�대한�위험도�평가,�수용�

가능여부를�판단

ê

… 위험�경감� 대책�수립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할�수�있는� 안전조치� 도출�및�개선�계획� 수립

┃그림� 8┃ ETA를�활용한�위험분석�절차

Event Tree 전개 방법은 분석할 시스템 기능을 우선 나열하고 해당 기능에서 발생 가능한 오동작(고장)

을 초기 이벤트로 왼쪽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해당 초기 이벤트와 관련된 중간 이벤트를 

나열하고 해당 중간 이벤트가 성공(정상동작)하는 경우와 실패(비정상동작)하는 경우로 각각 분류하여 

Event Tree로 전개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지 분석한다. 따라서, ETA 기법을 

이용하면 초기이벤트가 어떤 경로에 의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 그 사고에 발생 경위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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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SSEH� :�위험도에�따른�안전�활동�요구수준�정의
첨부

2

JSSSEH(Joint Software Systems Safety Engineering Handbook)는 美 국방부에서 발간한 소프트웨

어 안전 엔지니어링 핸드북으로서, 미 육군, 해군, 공군을 비롯하여 미연방항공청(FAA), NASA 

등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JSSSEH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로 소프트웨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합리적 수준’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활동을 계획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위험분석, 안전성 평가 및 잔존 

위험평가, 안전성 검증 등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에 따른 비용적, 시간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JSSSEH에서는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 즉, 안전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안전 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JSSSEH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4단계를 거쳐 LOR을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안전 

기능별로 SCC(Software Control Category)와 심각도(Severity)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SCI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LOR(Level Of Rigor)73)을 규정한다. LOR은 기능설계, 구현, 테스트, 검증 

등 각 개발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소프트웨어 안전 보증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 Software� Control� Category� 정의

73)�Level�Of�Rigor:�엄정�수준.�사용자의�요구,�손상기구�및�위험수준과�같은�인자를�근거로�하여�정해진�시험�시스템이�실증되어져야�하는�신뢰수준�

�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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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C(Software� Control� Category)� +� Severity� 정의
시스템 내 SW 기능별로 SCC(Software Control Category)를 정의 한다. SCC는 5단계로 분류되며 

안전과 밀접한 HW 및 시스템 등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Level 1- 

Autonomous(AT)을 부여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는 Level 5 - No Safety 

Impact(NSI)를 부여한다.

○표� 1.� Software� Control� Category� 정의
Level Control� Category Description

1 Autonomous(AT)
-�소프트웨어가�안전�중요�하드웨어�및�시스템�등을�자율적으로�

제어 ․ 위험� 방지를�위한� 개입�불가

2
Semi-Autonomous

(SAT)

-�안전�중요�하드웨어�및�시스템�등을�제어하나,�위험�완화�또는�

제어를�위한�독립적인�안전�매커니즘이�개입�가능(시간이�주어짐)

-�소프트웨어가�안전�주요�정보를�표시하고,�운영자가�이를�이용한�

즉각적인� 조치가�가능

3
Redundant� Fault�

Tolerant(RFT)

-�소프트웨어가�안전�중요�하드웨어�및�시스템�등으로�명령�전송이�

가능하고,�독립적인� fault� tolerant� 매커니즘� 존재

-�소프트웨어가�주요한�결정을�위한�정보를�제공하고,�독립적인�

fault� tolerant� 매커니즘�존재

4 Influential
-�소프트웨어가�운영자의�결정을�위한�안전과�관련된�정보를�제공함

(운영자의� action�필요�없음)

5 No� Safety� Impact(NSI) -� 안전관련�제어,� 커맨드�전송,�정보제공�없음

소프트웨어 기능을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Severity 수준을 정한다. 먼저, 

소프트웨어 기능을 Safety Significant 기능과 Non-safety Significant 기능으로 1차 분류하고 다시 

Safety-significant 기능을  Safety-critical 기능과 Safety-related 기능으로 분류한다. 사고발생 시 

결과의 심각도에 따라 ‘catastrophic’ 및 ‘Critical’, ‘Marginal’ 및 ‘Negligible’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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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everity� 정의
Safety� Function� Classification� &� Severity

Safety� Significant

Safety-critical
Catastrophic

Critical

Safety-related
Marginal

Negligible

Non� Safety� Significant - -

□ SCM(Software� Criticality� Matrix)�및� SCI(Software� Criticality� Index)�정의
SCC 및 Severity를 이용하여 SCM(Software Criticality Matrix)을  생성한다. 이 때, SCC와 

Severity 조합을 통해 결정된 인덱스를 SCI(Software Criticality Index)라고 하며, 인덱스 번호가 

낮을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며, 인덱스 번호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그림� 2┃ Software� Criticality� Matrix

시스템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설계자 등은 SCI를 고려하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여 수행한다. 가령, SCI ‘1’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해서는 SCC를 낮추기 위해 

제어 자율성을 감소시키거나, 안전 중요기능을 적절히 분산 또는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조절하는 

등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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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Level� Of� Rigor)� 정의
LOR은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개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활동 수준을 정의한 

테이블이다. LOR에 근거하여 각 기능의 SCI에 따라 기능별로 각 개발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태스크 

및 어느 정도의 노력(Efforts)를 투입할지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 LOR�템플릿(예)

아래 예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SCI가 높은 기능에 대해서는 개발 각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위험분석, 리뷰, 테스트 등 보증 활동을 요구하고 SCI 등급이 낮은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안전 보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한정된 

인력, 시간, 비용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이나 진단 시 전략 및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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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OR� 태스크�또는�요구사항�정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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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케이스�설계� 기법
첨부

3

동적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시키면서 사용자가 기대하는대로 프로그램이 정상 실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

동적 테스트는 크게 블랙박스 테스트(명세기반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구조기반 테스트)로 

구별할 수 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사용자 요구사항 명세서나 설계서를 이용해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소스코드나 내부 동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도 테스트 수행이 가능하다. 

반면,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프로그램 내부의 소스코드와 소스코드 구조를 분석하여 입력값에 따른 

프로시저를 따라가며 테스트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소스코드 언어 및 프로그램 내부 로직에 대해 

개발자 수준의 이해가 요구된다.

3.1� 블랙박스�테스트�기법

① 동등�분할�테스트(Equivalence� Partitioning� Test)� 기법

동등 분할 테스트기법은 입력 데이터를 선정 할 때, 동일한 결과 값을 유발하는 입력값 영역을 

동등 클래스(Equivalent Class)로 구분한 후 각 클래스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표 값을 선택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이다. 조건 범위내의 입력조건을 만족시키는 유효한(Valid) 클래스와 

조건 범위 외의 입력조건에 해당하는 유효하지 않은(Invalid) 클래스로 나누어 테스트케이스를 설정 

한다.

예를들어,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각 수치에 따라 미세먼지 좋음(0㎍/m³~30㎍

/m³), 미세먼지 보통(31㎍/m³~80㎍/m³), 미세먼지 나쁨, 미세먼지 매우나쁨 으로 나누어져있다. 

이때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나뉘어진 각 구간(동등 클래스) 별로 대표되는 값을 테스트데이터로 

뽑는다. 가령, 유효한 클래스에서 각각 15㎍/m³, 43㎍/m³, 99㎍/m³ 및 160㎍/m³를, 유효하지 

않은 클래스에서 -1㎍/m³를 테스트데이터로 선정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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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등분할(예)

② 경계값�테스트(Boundary� Value� Test)� 기법

경계값 테스트 기법은 동등 분할 기법에 추가적으로 클래스 간 경계값을 테스트 데이터로 도출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입력 영역 경계값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출력 결과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경계값 근처의 값도 테스트 데이터로 추가 선정하여 테스트를 수행한다.

앞서 동등 분할 기법에서 제시하였던 예제에 경계값 테스트 기법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경계값�테스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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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분할 기법에 경계값 테스트 기법을 추가 적용할 경우, 동등 클래스들(0㎍/m³~30㎍/m³, 

31㎍/m³~80㎍/m³, 81㎍/m³~150㎍/m³, 151㎍/m³ 이상)의 대푯값으로 사용했던 15㎍/m³, 

43㎍/m³, 99㎍/m³, 160㎍/m³ 테스트 데이터 뿐만 아니라, 경계값인 0㎍/m³, 30㎍/m³, 80㎍

/m³ 및 150㎍/m³ 인근 값을 테스트케이스로 추가 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테스트 데이터는 

-1, 0, 1, 15, 29, 30, 31, 43, 79, 80, 81, 99, 149, 150, 151이 된다.

③ 페어와이즈�테스트(Pairwise� Test)� 기법

페어와이즈 테스트는 상당수 결함이 2개 입력값의 상호작용에 가운데 발생하는 특징을 착안한 

기법으로, 두 개의 입력값들의 모든 조합(pair)을 테스트케이스로 설계하여 테스트 하는 방법이다.

가령, 아래와 같이 입력인자가 A, B, C 세 종류이고 이 입력 인자에 대한 입력 가능 값이 각각 

A1, A2, A3과 B1, B2 그리고 C1, C2, C3이라고 하자.

○표� 1.� 페어와이즈�테스트(예)
입력�인자 입력�가능�값

A A1,� A2,� A3

B B1,� B2

C C1,� C2,� C3

입력 가능한 모든 조합을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3×2×3 = 18개의 테스트케이스를 수행해야 

하지만, IPO 알고리즘을 이용한 페어와이즈 테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두 개의 입력값 조합만을 

고려하면 테스트케이스 수를 9개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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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IPO� 알고리즘을�이용한�페어와이즈�기법
페어와이즈�테스트�기법에�따른�테스트케이스를�도출하기�위한�방법으로�IPO�알고리즘을�사용할�수�

있다.� IPO�알고리즘을�이용하여�A,�B,�C�입력인자에�대한�테스트케이스를�도출하는�법은�아래와�같다.�

① 두�인자� (A,� B)의�입력가능� 값에� 대한� 모든� 쌍을� 구한다.�

� � � � =>� (A1,� B1),� (A1,� B2),� (A2,� B1),� (A2,� B2),� (A3,� B1),� (A3,� B2)�

② 나머지�인자들의�조합인� (B,� C)�및� (A,� C)에�대해서도�입력가능�값에�대한�모든�쌍�집합(AP)을�

구한다.�

� � � � =>� AP� =� {� (A1,� C1),� (A1,� C2),� (A1,� C3),� (A2,� C1),� (A2,� C2),� (A2,� C3),� (A3,� C1),� (A3,� C2),�

(A3,� C3),�

(B1,� C1),� (B1,� C2),� (B1,� C3),� (B2,� C1),� (B2,� C2),� (B2,� C3)� }�

③ AP를�도출한�후,�테이블에�①�과정에서�도출된�값(쌍)을�우선�나열하고,�변수�C에�입력�가능�값인�

C1,� C2,� C3를�나열한다.�

테스트케이스ID A B C

TC1 A1 B1 C1

TC2 A1 B2 C2

TC3 A2 B1 C3

TC4 A2 B2

TC5 A3 B1

TC6 A3 B2

   � C1,� C2,� C3�입력으로� TC1,� TC2,� TC3이�각각�완성되었고,� C1,� C2,� C3입력�후�테스트케이스�

내에�추가된�새로운� 짝의� 조합을� AP에서�삭제한다.�

� � � � =>� AP� =� {� (A1,� C1),� (A1,� C2),� (A1,� C3),� (A2,� C1),� (A2,� C2),� (A2,� C3),� (A3,� C1),� (A3,� C2),� �

(A3,� C3),� (B1,� C1),� (B1,� C2),� (B1,� C3),� (B2,� C1),� (B2,� C2),� (B2,� C3)� }�

� � � � =>� AP� =� {(A1,� C3),� (A2,� C1),� (A2,� C2),� (A3,� C1),� (A3,� C2),� (A3,� C3),� (B1,� C2),� (B2,� C1),�

(B2,�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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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IPO� 알고리즘을�이용한�페어와이즈�기법(계속)
④ TC4를�완성하기�위해�입력�가능한�입력변수�C의�값,�즉,�C1,�C2,�C3�중�AP에서�가장�많은�쌍을�

제거할�수�있는�값을�선정한다.�즉,�TC4에�C1이�입력되는�경우,�AP에서�(A2,�C1)과�(B2,�C1)의�

2개의�쌍이,�C2가�입력되는�경우,�(A2,�C2)의�1개�쌍이,�C3가�입력되는�경우�(A2,�C3),� (B2,�C3)�

2개�쌍이�제거된다.�따라서�C1�또는�C3를�입력하도록�한다.�C1�입력�시�AP는�아래와�같이�변경된다.�

� � � =>� AP� =� {(A1,� C3),� (A2,� C2),� (A3,� C1),� (A3,� C2),� (A3,� C3),� (B1,� C2),� (B2,� C3)}

테스트케이스ID A B C

TC1 A1 B1 C1

TC2 A1 B2 C2

TC3 A2 B1 C3

TC4 A2 B2 C1

TC5 A3 B1

TC6 A3 B2

⑤ TC4번과�동일한�방식으로�가장�많은�AP를�제거할�수�있도록�TC5와�TC6에�대한�C�데이터를�

선정하여� 아래와�같이�테스트케이스를� 완성한다.

테스트케이스ID A B C

TC1 A1 B1 C1

TC2 A1 B2 C2

TC3 A2 B1 C3

TC4 A2 B2 C1

TC5 A3 B1 C2

TC6 A3 B2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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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IPO� 알고리즘을�이용한�페어와이즈�기법(계속)
⑥ 위�AP가�TC에�포함될�수�있도록�각각�TC7,�TC8,�TC9에�추가하고,�입력변수�B에는�임의의�입력값

(B1~B3)을�할당하여� 아래와�같이�테스트케이스를� 완성한다.�

테스트케이스ID A B C

TC1 A1 B1 C1

TC2 A1 B2 C2

TC3 A2 B1 C3

TC4 A2 B2 C1

TC5 A3 B1 C2

TC6 A3 B2 C3

TC7 A1 B1 C3

TC8 A2 B2 C2

TC9 A3 B2 C1

이와�같이�페어와이즈�기법을�이용하면�입력값� A,� B,� C에�대한�모든�조합�개수인� 18개보다�훨씬�

적은�수인�9개의�테스트케이스만을�이용하여�테스트를�수행할�수�있으며,�비록�모든�조합�대비�적은�

수의� 조합이지만� 모든� 조합을�이용하여� 테스트�하는�것과�비슷한�테스트� 효과를�얻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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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태�전이�테스트(State� transition� test)� 기법

상태 전이 테스트는 시스템을 상태 전이도74)로 모델링 한 후 상태 전이도로부터 테스트케이스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가령, ‘전원’, ‘재생/정지’, ‘앞으로’, ‘뒤로’ 등 총 4가지 버튼을 가진 오디오 

재생 시스템을 가정할 때 해당 시스템의 상태 전이도는 <그림 3>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이어, 

테스트케이스 생성을 위해 상태 전이도를 기반으로 <그림 3>과 같이 전이트리를 전개하도록 한다.

┃그림� 3┃ 상태전이도�및�전이트리�전개

전이트리로부터 테스트케이스 생성 시, <표 2>와 같이 처음 시작 노드부터 제일 마지막 노드까지 

두 노드씩 짝을 지어, 노드의 초기 상태, 발생 이벤트 및 이벤트 발생 이후 예상 출력 상태를 하나의 

테스트케이스로 하여 정상전이 테스트케이스를 도출하도록 한다.

74)�상태�전이도:�시스템�외부로부터�들어오는�일련의�이벤트들에�대해�시스템의�상태가�어떻게�전이되고�어떤�식으로�반응하는가를�도식화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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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태전이도로부터�정상전이�테스트케이스�도출(예)

테스트ID
입력 예상출력

초기상태 이벤트 행위 완료상태

1-1 OFF 전원 전원 Idle

1-2 Idle 전원 전원 OFF

2-1 OFF 전원 전원 Idle

2-2 Idle 재생/정지 재생/정지 Play

2-3 Play 전원 전원 OFF

3-1 OFF 전원 전원 Idle

3-2 Idle 재생/정지 재생/정지 Play

3-3 Play 재생/정지 재생/정지 Idle

4-1 OFF 전원 전원 Idle

4-2 Idle 재생/정지 재생/정지 Play

4-3 Play 앞으로 앞으로 Play

5-1 OFF 전원 전원 Idle

5-2 Idle 재생/정지 재생/정지 Play

5-3 Play 뒤로 뒤로 Play

정상적인 전이에 대한 테스트케이스 도출이 끝나면, 비정상 전이에 대한 테스트케이스를 추가 

생성한다. 오디오 재생장치가 OFF 상태일 때에는 전원 버튼을 제외한, 재생/정지 버튼, 앞으로, 

뒤로 버튼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정상 전이에 포함되며 Idle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버튼을 

누르는 경우도 비정상 전이에 포함된다. 정상 전이 및 비정상 전이에 대한 테스트케이스를 종합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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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태전이도�테스트케이스�도출�예

테스트ID
입력 예상출력

초기상태 이벤트 행위 완료상태

1-1 OFF 전원 전원 Idle

1-2 Idle 전원 전원 OFF

2-1 OFF 전원 전원 Idle

2-2 Idle 재생/정지 재생/정지 Play

2-3 Play 전원 전원 OFF

3-1 OFF 전원 전원 Idle

3-2 Idle 재생/정지 재생/정지 Play

3-3 Play 재생/정지 재생/정지 Idle

4-1 OFF 전원 전원 Idle

4-2 Idle 재생/정지 재생/정지 Play

4-3 Play 앞으로 앞으로 Play

5-1 OFF 전원 전원 Idle

5-2 Idle 재생/정지 재생/정지 Play

5-3 Play 뒤로 뒤로 Play

6 OFF 재생/정지 예외 OFF

7 OFF 앞으로 예외 OFF

8 OFF 뒤로 예외 OFF

9 Idle 앞으로 예외 Idle

10 Idle 뒤로 예외 Idle

⑤ 결정�테이블(Decision� table)� 기법

결정 테이블 기법은 기능 동작이 여러 가지 논리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조건의 조합을 테이블의 ‘열’로 조건에 따른 결과를 ‘행’으로 하는 테이블을 생성하고 입력 조건에 

따른 기대 결과를 테스트케이스로 생성한다. 가령,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 명세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입력조건(Condition 또는 Cause)과 기대결과(Action 또는 Effect)에 대하여 <표 4>와 같은 

결정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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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발매�시,� 제휴할인은� 10%� 할인을�적용하고,� 임직원은� 50%�할인을�적용한다.�

7세� 이하,� 65세�이상의�경우�무료탑승이� 가능하며,�

무료로�탑승을�할�경우�다른� 할인은�적용되지�않는다.�

반면,� 제휴�할인과� 임직원�할인은�중복적용이�가능하다.

7세�이상,� 65세�미만의� 경우�일반�요금을�적용한다.”

○표� 4.� Step� I� -� 결정테이블�생성(예)
조건의�조합

1 2 3 4 ... N

입력

조건

일반요금(7세�이상,� 65세�미만)

제휴� 할인

임직원�할인

우대요금(7세�미만,� 65세�이상)

기대

결과

할인� 없음

10%�할인

50%�할인

무료

이후 입력 조건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나열하고 조합에 따라 해당하는 행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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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tep� II� -� 결정�테이블�입력조건�및�기대결과�도출(예)
조건의�조합

1 2 3 4 5 6 7 8 ... N

입력

조건

일반요금(7세�이상,� 65세� 미만) Y Y Y Y Y Y Y Y N

제휴�할인 Y Y Y Y N N N N N

임직원�할인 Y Y N N Y Y N N N

우대요금(7세�미만,� 65세� 이상) Y N Y N Y N Y N N

기대

결과

할인�없음 X

10%�할인 X X

50%�할인 X X

무료

입력 조건에 따른 행위에 대해 조건의 조합을 모두 작성한 이후, 발생할 수 없는 입력조건의 

조합은 테이블에서 삭제하고, 동일한 행위를 유발하는 조건의 조합들도 서로 병합하여 테스트케이스 

수를 줄인다. 가령, 일반이면서 우대요금인 경우, 일반도 우대요금도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없는 입력조건이 된다.

○표� 6.� Step� III� -� 결정�테이블�테스트케이스�병합/제거(예)
조건의�조합

2 4 6 7 9

입력
조건

일반요금(7세 이상, 65세 미만) Y Y Y Y N
제휴 할인 Y Y N N Y

임직원 할인 Y N Y N Y
우대요금(7세 미만, 65세 이상) N N N N Y

기대
결과

할인 없음 X
10% 할인 X X
50% 할인 X X

무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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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테이블이 도출되면, 조건의 조합에 해당하는 입력조건이 하나의 테스트케이스로 생성된다. 

위 예를 들면, 최종 도출된 조건의 조합이 5개(2, 4, 6, 8, 9)이므로, 총 5개의 테스트케이스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3.2� 화이트박스�테스트�설계�기법

화이트박스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은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으로, 크게 제어 흐름 테스트와 자료 흐름 테스트로 구분한다. 제어 흐름 테스트는 소스코드의 

논리 흐름 또는 수행 경로에 기반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이며, 자료 흐름 테스트는 

소스코드 내 변수의 정의 및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이다.

1)� 제어�흐름�테스트

제어 흐름 테스트는 소스코드의 제어 흐름을 따라가며 테스트 하는 방법이다. 소스코드는 순차문, 

제어문(if문, if-else문, switch문), 반복문(for문, while문, do-while문) 등의 다양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제어문과 반복문의 결과에 따라 실행 결과가 달라진다. 이러한 제어 

흐름을 결정하는 제어문과 반복문을 결정 포인트(Decision Point)라고 하며, 제어 흐름 테스트에서는 

프로그램 내 결정 포인트를 기준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한다. 

제어 흐름 테스트 기법에는 문장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조건/분기 커버리지, 

변형 조건/분기 커버리지, 다중 조건 커버리지 및 기본 경로 커버리지가 있으며, 각 기법간의 커버리지 

포함 관계는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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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테스트�커버리지�다이어그램

1.1 문장 커버리지(Statement coverage)

문장 커버리지는 소스코드 내의 모든 문장을 최소 한번 이상 실행하도록 테스트케이스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제어 흐름도를 가지는 소스코드가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동그라미

도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순차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마름모 도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분기문 영역이다.

경로 : A-B-C-D-E-F-G

┃그림� 5┃ 문장�커버리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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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커버리지 기법은 모든 문장을 최소 1회 이상 테스트하는 기법으로 위 예제에서는 모든 

문장을 실행한 경로 A-B-C-D-E-F-G가 문장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경로이며, 이 경로를 지날 

수 있도록 테스트데이터를 선택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면 문장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케이스를 

구성할 수 있다.

문장 커버리지 기법은 제어문과 반복문 등 조건식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테스트 하지는 

않기 때문에 문장 커버리지를 만족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되는지는 알 수 없다.

1.2 분기 커버리지(Decision coverage)

분기 커버리지는 소스코드 내의 모든 제어문과 반복문의 결과가 참이 되는 경우와 거짓이 되는 

경우를 최소 한번 이상 실행하도록 테스트케이스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문장 커버리지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제어 흐름도를 예로 들면, 이 소스코드는 B와 E, 2개의 분기문 영역을 가지므로, 두 분기문이 

각각 참과 거짓이 되는 경로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테스트데이터들을 선정한다.

                 

경로� 1� :� A-B-D-E-G

경로� 2� :� A-B-C-D-E-F-G

┃그림� 6┃ 분기�커버리지(예)

분기 커버리지는 분기문의 결과가 참과 거짓이 되는 경우에 대해 모두 테스트하기 때문에 문장 

커버리지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으나, 분기문 내의 기본 조건식, 즉, 분기문 내의 모든 단위 조건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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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참과 거짓이 되는 경우를 모두 테스트 하지는 못하므로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되는지는 

알 수 없다.

1.3 조건 커버리지(Condition coverage)

조건 커버리지는 소스코드 내의 결정 포인트들이 참이 되는 경우와 거짓이 되는 경우를 모두 

테스트 한다. 즉, 소스코드의 모든 기본 조건식의 값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에 대해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앞서 사용한 동일한 제어 흐름도에서 분기가 되는 B 및 E의 조건문이 각각 “a>0 && 

b>0” 및 “a<10 || b<10” 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조건을 만족하는 테스트데이터를 도출하면 조건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

분기문� B� :� a>0� &&� b>0

분기문� E� :� a<10� ||� b<10

a=15,� b=-5 a=-5,� b=15

a>0 true false

b>0 false true

a>0� &&� b>0 false false

a<10 false true

b<10 true false

a<10� ||� b<10 true true

┃그림� 7┃� 조건�커버리지(예)

조건 커버리지는 분기 커버리지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으나 각 기본 조건식에 대해서만 참과 

거짓을 만족하므로 해당 분기의 전체 조건식에 대해 참과 거짓을 모두 만족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건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케이스가 반드시 분기 커버리지를 만족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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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건/분기 커버리지(CDC : Condition/Decision coverage)

더욱 정교한 테스트데이터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조건식이 가질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 조건식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한 번 이상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테스트 

하여야 한다. 조건 커버리지와 동일한 예제에서, 조건/분기 커버리지를 만족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테스트데이터를 선정한다.

분기문� B� :� a>0� &&� b>0

분기문� E� :� a<10� ||� b<10

a=15,� b=-5 a=-5,� b=15 a=15,� b=15

a>0 true false true

b>0 false true true

a>0� &&� b>0 false false true

a<10 false true false

b<10 true false false

a<10� ||� b<10 true true false

┃그림� 8┃ 조건/분기�커버리지

조건/분기 커버리지를 만족하도록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면 조건 커버리지와 분기 커버리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

1.5. 변형 조건/분기 커버리지(MC/DC : Modified condition/Decision coverage)

변경 조건/분기 커버리지는 기본 조건식이 다른 기본 조건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조건식의 

결과값에 영향을 주도록 테스트케이스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기본 조건식들의 

값을 고정시키고 선택한 기본 조건식이 독립적으로 전체 조건식에 영향을 주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 커버리지와 분기 커버리지의 속성을 모두 반영한 조건/분기 커버리지 기준에서 일부를 

변형하여 변형 조건/분기 커버리지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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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용한 예제를 토대로 MC/DC 커버리지를 만족하도록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해보자. 예제의 

분기문 B와 분기문 E는 각각 AND(&&)와 OR(||)로 구성된 조건식이다. 이때, 분기문 B의 경우 

a>0과 b>0 조건식이 AND로 구분되어, 두 조건식 중 하나라도 거짓(false)인 경우 전체조건식이 

거짓이 되고, 두 조건식이 모두 참(true)인 경우에만 전체 조건식이 참이 된다. 즉 테스트데이터가 

{ (a>0) = true, (b>0) = false}, { (a>0) = false, (b>0) = true }, { (a>0) = true, (b>0) = true 

}인 경우가 분기문 B의 MC/DC 커버리지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분기문 E의 경우 a<10과 b<10 조건식이 OR로 구분되어 있고, 두 조건식중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 조건식이 참이 되고, 두 조건식이 모두 거짓일 때 전체 조건식이 거짓이 된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테스트데이터를 선별하면 MC/DC 커버리지도 만족하게 된다.

분기문� B� :� a>0� &&� b>0

분기문� E� :� a<10� ||� b<10

a=15,� b=-5 a=-5,� b=15 a=15,� b=15

a>0 true false true

b>0 false true true

a>0� &&� b>0 false false true

a<10 false true false

b<10 true false false

a<10� ||� b<10 true true false

┃그림� 9┃ MC/DC�커버리지(예)

1.6 다중 조건 커버리지(Multiple condition coverage)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소스코드 상의 모든 전체 조건식 내에 있는 기본 조건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논리적인 조합을 고려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전의 예제를 사용하여 다중 조건 커버리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기본 조건식의 모든 조합을 고려해야 하므로, 각 기본식이 { (true, true), (true, false),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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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false) }가 되는 경우에 대해 테스트데이터를 선별한다.

분기문� B� :� a>0� &&� b>0

분기문� E� :� a<10� ||� b<10

a=15,� b=-5 a=-5,� b=15 a=15,� b=15 a=-3,� b=-5

a>0 true false true false

b>0 false true true false

a>0� &&� b>0 false false true false

a<10 false true false true

b<10 true false false true

a<10� ||� b<10 true true false true

┃그림� 10┃ 다중�조건�커버리지(예)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폭넓은 테스트케이스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대해 테스트 하여야 하므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1.7 기본 경로 커버리지(Basis path coverage)

기본 경로 커버리지는 프로그램을 제어 흐름 그래프로 도식화 하고, 사이클로매틱 복잡도

(Cyclometic complexity) 개수만큼의 기본 경로(Basis path)를 통과하도록 테스트케이스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기본 경로란, 선형적으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의 경로(Linearly independent path)를 말하며, 

기본 경로 집합을 사용하여 소스코드 상에 존재하는 어떤 경로라 할지라도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본 경로는 다른 경로들의 조합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고, 경로의 일부분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사이클로매틱 복잡도는 기본경로의 개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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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매틱� 복잡도� =� E� � N� +� 2

(E:� 간선� 수,� N� :� 노드� 수)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제어 흐름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 제어 흐름 그래프의 간선의 수 E는 

8개, 노드 수는 7개 이므로, 사이클로매틱 복잡도는 8 – 7 + 2 으로 계산하여 3이 된다.

┃그림� 11┃ 제어�흐름�그래프(예)

이 외에도 사이클로매틱 복잡도는 간선들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Region) 개수에 1을 더해주는 

방법으로도 계산 가능한데, 위 예제의 경우, 간선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이 총 2개({A, B, C, E, 

F} 및 {B, C, D, E}) 이므로, “영역 수 + 1” 산식에 의해 3으로 계산 가능하다. 사이클로매틱 복잡도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조건문, 반복문 등의 분기문으로 이루어진 분기노드(Branch)에 1을 

더해 구할 수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2개의 분기노드(A와 B)가 있으므로, “분기문 + 1” 산식에 

의해 3으로 복잡도를 도출할 수 있다. 

사이클로매틱 복잡도가 3이므로 기본 경로 개수는 3개이며, 위 예제의 기본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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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E-F-G>, <A-B-D-E-F-G>, <A-F-G>} 이다. 기본 경로 커버리지 기법에서는 이 

3가지의 기본 경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데이터를 선정하여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한다.

2)� 자료�흐름�테스트

자료 흐름 테스트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정의 및 사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자료 흐름 테스트에서는 변수들이 선언되거나 값을 할당받거나, 혹은 사용된 

지점 등에 따라 프로그램 테스트의 경로를 선택한다. 

자료 흐름 테스트 기법으로 테스트케이스 설계 시 ‘정의(Definition)’와 ‘사용(Use)’의 개념을 

토대로 테스트데이터를 선정하는데, 여기서 ‘정의’는 소스코드에서 변수를 선언하거나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정의된 변수가 순차문, 조건문 및 분기문 등에 사용될 때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변수의 ‘사용’은 ‘c-use’와 ‘p-use’로 구분할 수 있는데, c-use는 ‘계산에 사용(Used in 

a calculation)됨’을 의미하고 p-use는 ‘조건에 사용(Used in a predicate)됨’을 의미한다.

┃그림� 12┃� def-c-use� 및� def-p-use



363

어떤 노드에서 변수 x가 정의되고 그 이후 추가로 정의되지 않고 특정 노드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def-c-use’와 ‘def-p-use’로 표현할 수 있고, 해당 경로를 ‘def-c-use경로’ 및 ‘def-p-use경로’

로 표현한다. 위의 예제에서 각각 def-c-use경로와 def-p-use경로는 <1-2-3> 경로임을 알 수 

있다.

자료 흐름 테스트를 위해서는 먼저 소스코드의 제어 흐름 그래프를 그리고, 각 변수들이 어디서 

정의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어 흐름 그래프에 추가한다. 제어 흐름 그래프에서 각 변수가 

정의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는 아래 표의 테스트데이터 선정 기준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여, 기준에 맞는 경로를 찾아 테스트데이터를 선정하면 된다. 

○표� 7.� 자료�흐름�테스트데이터�선정�기준
기준 설명

all-defs

소스코드에� 정의된� 모든� 변수들에� 대해� 적어도� 한번은� 사용되는� 것을� 요구.� 즉,� 임의의�

변수가� 적어도� 한번은� c-use� 되거나� p-use� 되는� 경로를� 지나가도록� 테스트데이터�

선정

all-c-uses

임의의� 변수가� 정의된� 지점에서� c-use되는� 모든� 지점까지의� 경로를� 지나가도록� 테스트

데이터� 선정.� 즉,� 변수가� 정의된� 지점과� c-use� 되는� 지점� 사이의� 경로가� 여러� 개인�

경우�적어도�한번은� 지나가도록�테스트

all-c-uses/

some-p-uses

임의의� 변수가� c-use� 되는� 지점이� 없는� 경우,� p-use되는� 지점까지의� 경로를� 지나가도록�

테스트데이터� 선정

all-p-uses

임의의� 변수가� 정의된� 지점에서� p-use되는� 모든� 지점까지의� 경로를� 지나가도록� 테스트

데이터� 선정.� 즉,� 변수가� 정의된� 지점과� p-use� 되는� 지점� 사이의� 경로가� 여러� 개인�

경우,� 적어도�한번은�지나가도록�테스트

all-p-uses/

some-p-uses

임의의� 변수가� p-use되는� 지점이� 없는� 경우,� c-use되는� 지점까지의� 경로를� 지나가도록�

테스트데이터� 선정

all-uses

임의의� 변수가� 정의된� 지점에서� c-use� 되거나� p-use되는� 모든� 지점까지의� 경로를�

지나가도록� 테스트데이터� 선정.� 즉,� all-c-uses와� all-p-uses를� 모두� 만족하도록� 테스

트데이터� 선정.� 변수가� 정의된� 지점과� c-use� 또는� p-use되는� 지점� 사이의� 경로가�

여러�개인� 경우,�적어도�한번은� 지나가도록�테스트

all-du-paths

임의의� 변수가� 정의된� 지점에서� 변수가� 사용되는� 모든� 지점까지의� 경로를� 지나도록�

테스트데이터� 선정.� 즉,� 변수가� 정의된� 지점과� c-use� 및� p-use되는� 지점� 사이의� 경로가�

여러�개인� 경우�모든�경로에�대해�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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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코딩� 규칙
첨부

4

소스코드 정적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개발 언어별 코딩 규칙, 산업 도메인 별 코딩 규칙, 특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코딩 규칙 등 정적분석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코딩 규칙의 세부 내용을 소개한다.

□ 자동차 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 규칙 – MISRA C

MISRA C : 2012

세부규칙(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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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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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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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 C : 2012

세부규칙(Rule)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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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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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되어

야 함

MISRA_08_08
외부 연결(external linkage)을 갖는 객체나 함수는 오직 하나의 파일에서만 선언되어

야 함



366

MISRA C : 2012

세부규칙(Rule)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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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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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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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RA_10_02 실수형 타입(floating type)의 표현식의 값을 다른 타입으로 묵시적 변환 금지

MISRA_10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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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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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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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 C : 2012

세부규칙(Rule)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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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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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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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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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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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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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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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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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연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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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MISRA C : 2012

세부규칙(Rule)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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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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CPP_00_01_01 도달 불가능한 코드 포함 금지

MISRA_CPP_00_01_02 실행 불가능한 경로 포함 금지

MISRA_CPP_00_01_03 미사용 변수 금지

MISRA_CPP_00_01_04 한번만 사용하는 volatile아닌 POD변수 금지

MISRA_CPP_00_01_05 사용되지 않은 타입 선언 포함 금지

MISRA_CPP_00_01_06 변수 값 할당 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 금지

MISRA_CPP_00_01_07 함수 반환 값 미사용 금지

MISRA_CPP_00_01_08 external side effect가 없는 void타입 함수 사용 금지

MISRA_CPP_00_01_09 dead코드 사용 금지

MISRA_CPP_00_01_10 함수를 정의하고 미사용 금지

MISRA_CPP_00_01_11 가상 함수가 아닌 함수에서 미사용 파라미터 선언 금지

MISRA_CPP_00_01_12 가상 함수와 함수를 오버라이드한 모든 함수의 미사용 파라미터 금지

MISRA_CPP_00_02_01 객체를 자신과 겹쳐지는 객체로 할당 금지

MISRA_CPP_00_03_01 런타임 오류 최소화

MISRA_CPP_00_03_02 함수의 에러정보 확인 필요

MISRA_CPP_00_04_01 Scaled-integer나 고정소수점(fixedpoint) 연산 문서화

MISRA_CPP_00_04_02 부동소수점(floatingpoint) 연산 문서화

MISRA_CPP_00_04_03 부동소수점(floatingpoint) 연산의 표준 준수

MISRA_CPP_01_00_01 사용하는 코드는 C++ 표준을 준수해야 함

MISRA_CPP_01_00_02 다중 컴파일러 사용 제한

MISRA_CPP_01_00_03 컴파일러에서 정수 나눗셈을 문서화해야 함

MISRA_CPP_02_02_01 character set과 encoding을 문서화해야 함

MISRA_CPP_02_03_01 trigraph 사용 금지

MISRA_CPP_02_05_01 digraph 사용 금지

MISRA_CPP_02_07_01 C스타일 주석 안에서 C스타일 내 부주석 사용 금지

MISRA_CPP_02_07_02 코드 뭉치를 C스타일 주석으로 주석 처리 금지

MISRA_CPP_02_07_03 코드뭉치를 CPP스타일 주석으로 주석 처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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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CPP_02_10_01 서로 다른 식별자에 구별하기 어려운 문자 사용 금지

MISRA_CPP_02_10_02 식별자는 외부범위(scope)의 식별자(identifier)를 가리면 안 됨

MISRA_CPP_02_10_03 typedef 이름에는 유일한 식별자를 사용해야 함

MISRA_CPP_02_10_04 class,union이나 enum의 이름은 유일해야 함

MISRA_CPP_02_10_05 static 변수나 함수의 이름은 유일해야 함

MISRA_CPP_02_10_06 변수나 함수에 타입과 같은 식별자 사용 금지

MISRA_CPP_02_13_01 허용한 확장 문자열만 사용

MISRA_CPP_02_13_02 8진수 확장 문자와 상수를 사용금지

MISRA_CPP_02_13_03 unsigned 타입인 8진수나 16진수 literal에는 접미사 ‘U’사용

MISRA_CPP_02_13_04 literal의 접미사에 소문자 사용 금지

MISRA_CPP_02_13_05 narrow string과 wide string literal을 연결해서 사용 금지

MISRA_CPP_03_01_01 헤더 파일에 함수나 객체정의 금지

MISRA_CPP_03_01_02 블록 단위에 함수 선언 금지

MISRA_CPP_03_01_03 배열 크기가 명시적이어야 함

MISRA_CPP_03_02_01 모든 변수나 함수의 선언은 호환되는 타입을 가져야 함

MISRA_CPP_03_02_02 One Definition Rule을 지켜야 함

MISRA_CPP_03_02_03 여러 translation unit에서 사용하는 변수나 함수는 한 파일에서 한번만 선언해야 함

MISRA_CPP_03_02_04 external linkage 식별자의 중복 정의 금지

MISRA_CPP_03_03_01 external linkage 변수나 함수는 헤더 파일에 선언해야 함

MISRA_CPP_03_03_02 internal linkage인 함수는 static으로 재선언해야 함

MISRA_CPP_03_04_01 하나의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는 함수 scope에 정의해야 함

MISRA_CPP_03_09_02 기본 숫자 타입 대신 크기와 부호를 나타내는 typedef를 사용해야 함

MISRA_CPP_03_09_03 실수형을 underlying bit로 표현 금지

MISRA_CPP_04_05_01 bool타입 표현식을 특정 built-in 연산자의 피연산자로 사용하면 안 됨

MISRA_CPP_04_05_02 enum타입 표현식을 특정 built-in 연산자의 피연산자로 사용하면 안 됨

MISRA_CPP_04_05_03 char와 wchar_t 표현식을 특정 연산자의 피연산자로 사용하면 안됨

MISRA_CPP_04_10_01 NULL을 정수로 사용하면 안됨

MISRA_CPP_04_10_02 Literal 0을 null-pointer-constant로 사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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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CPP_05_00_01
모든 표현식의 계산값은 표준에 따른 어떤 평가 순서로 평가하여도 그 값이 같아야 

함

MISRA_CPP_05_00_02
표현식(expression)에서 C++연산자 우선순위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만 괄호를 

사용해야 함

MISRA_CPP_05_00_03
cvalue표현식(expression)의 근본타입(underlying type)을 다른 타입으로 묵시적 변환 

금지

MISRA_CPP_05_00_04 근본타입(underlying type)의 부호를 변경하는 묵시적 정수 변환 금지 

MISRA_CPP_05_00_05 부동 소수타입과 정수타입 사이의 묵시적 변환 금지 

MISRA_CPP_05_00_06
정수형이나 부동소수형의 근본타입(underlying type) 크기를 줄이는 묵시적 형 변환 

금지

MISRA_CPP_05_00_07
c value 표현식(expression)의 근본 타입(underlying type)이 변하는 부동소수형과 

정수형 간의 명시적 변환 금지 

MISRA_CPP_05_00_08
c value 표현식(expression)의 근본 타입(underlying type)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정수형

과 부동소수형 간 명시적 변환 금지 

MISRA_CPP_05_00_09
c value표현식(expression)의 정수형 근본 타입(underlying type) 의 부호를 변경하는 

명시적 정수 변환 금지 

MISRA_CPP_05_00_10

비트 연산자 ~와 <<를 unsigned char 또는 unsigned short를 근본 타입(underlying 

type)으로 갖는 피연산자에 사용하면 결과를 반드시 원래의 근본 타입으로 명시적 

변환해야 함 

MISRA_CPP_05_00_11 plain char타입은 문자들을 위한 공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MISRA_CPP_05_00_12 부호 있는 char타입은 숫자들을 위한 공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MISRA_CPP_05_00_13 조건문과 반복문등에 사용된 조건들의 최종 결과 타입은 bool이어야 함 

MISRA_CPP_05_00_15 포인터 타입에 배열접근연산 이외의 연산자 사용 금지 

MISRA_CPP_05_00_16
포인터 피연산자와 포인터 산술의 결과로 생긴 피연산자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배열의 

범위안의 원소를 가리켜야 함 

MISRA_CPP_05_00_17 포인터 차감 연산은 같은 배열에 대한 요소 간에 이루어져야 함 

MISRA_CPP_05_00_18 포인터 간의 대소 비교는 같은 배열에 대한 요소 간에 이루어져야 함 

MISRA_CPP_05_00_19 3차원 이상의 포인터 선언 금지 

MISRA_CPP_05_00_20
이항비트 연산의 상수가 아닌 피연산자들은 모두 같은 근본타입(underlying type)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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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CPP_05_00_21
이항비트 연산의 피연산자들은 모두 같은 부호 없는(unsigned) 근본타입(underlying 

type)을 가져야 함 

MISRA_CPP_05_02_01 AND 또는 OR의 각 피연산자는 후위 표현식(postfix- expression)이어야 함 

MISRA_CPP_05_02_02
Virtual상위(base) 클래스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dynamic_ cast를 이용해서 하위

(derived) 클래스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변환해야 함 

MISRA_CPP_05_02_03
상위(base) 클래스를 하위(derived)클래스로 변환하는 것은 다형(polymorphic) 타입 

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MISRA_CPP_05_02_04 C-스타일 변환과 함수형 표기(functional notation)변환은 사용 금지 

MISRA_CPP_05_02_05 변환하면서 포인터나 참조형의 const또는 volatile이 누락되면 안됨 

MISRA_CPP_05_02_06 함수 포인터에서 다른 포인터 타입으로(다른 함수 포인터 포함) 변환 금지 

MISRA_CPP_05_02_07 포인터 타입 객체는 관련 없는 포인터 타입으로 변환 금지 

MISRA_CPP_05_02_08 정수 타입 또는 void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포인터 타입 객체로 변환 금지 

MISRA_CPP_05_02_09 포인터 타입에서 정수 타입으로 변환 금지 

MISRA_CPP_05_02_10 표현식(expression)에서 ++과 —연산자는 다른 연산자와 혼용 금지 

MISRA_CPP_05_02_11 comma, &&, ||연산자는 연산자 오버로딩 금지 

MISRA_CPP_05_02_12 함수인자로 들어온 배열 타입의 식별자는 포인터로 망가지면(decay) 안됨 

MISRA_CPP_05_03_01 !, && 또는 ||연산자 각각의 피연산자는 bool타입을 가져야 함

MISRA_CPP_05_03_03 unary&연산자 오버로딩 금지 

MISRA_CPP_05_03_04 sizeof연산의 피연산자는 side effect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MISRA_CPP_05_08_01 shift연산자의 오른쪽 피연산자가 적절한 값을 가지는지 검사 

MISRA_CPP_05_14_01 && 또는 ||연산자의 오른쪽 피연산자는 side effect를 가지면 안 됨 

MISRA_CPP_05_17_01 이진연산과 그 할당연산은 의미가 동일해야 함 

MISRA_CPP_05_18_01 comma연산자 사용 금지

MISRA_CPP_05_19_01 Unsigned integer타입 상수식의 평가가 wrap-around를 일으키면 안됨 

MISRA_CPP_06_02_01 sub-expression에서 할당 연산자 사용 금지 

MISRA_CPP_06_02_02 실수 표현식에 동등비교연산자 사용 금지 

MISRA_CPP_06_02_03
전처리 전에 null statement는 다른 statement와 혼용 금지. NULL 문장 뒤에 주석이 

올 때는 문장 바로 다음에 공백이 있어야 함 

MISRA_CPP_06_03_01 switch, while, do while이나 for문장의 body는 복합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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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CPP_06_04_01 if, elsief, else문장의 body는 복합문이어야 함 

MISRA_CPP_06_04_02 모든 if, elseif문장은 else절로 끝나야 함 

MISRA_CPP_06_04_03 switch문의 형태는 잘 쓰여야(well-formed)함 

MISRA_CPP_06_04_04 switch-label은 switch문장의 body의 block scope에 있어야 함 

MISRA_CPP_06_04_05 비어있지 않은 switch-clause는 throw나 break로 종료되어야 함 

MISRA_CPP_06_04_06 switch문의 마지막 절은 default이어야 함 

MISRA_CPP_06_04_07 switch문의 조건식에 boolean expression 사용 금지 

MISRA_CPP_06_04_08 모든 switch문에는 적어도 하나의 case-clause가 있어야 함 

MISRA_CPP_06_05_01 for루프의 loop-counter는 하나이고 실수형이 아니어야 함 

MISRA_CPP_06_05_02
loop-counter가 증감 연산자로 값이 변하지 않을 때 조건식 안의 loop-counter는 

==, !=의 피연산자로 사용 금지 

MISRA_CPP_06_05_03 loop-counter를 condition이나 statement에서 변경 금지 

MISRA_CPP_06_05_04 loop-counter의 값을 잘못된 형태로 증감 금지 

MISRA_CPP_06_05_05
loop-counter가 아닌 loop-control-variable은 condition이나 expression에서 변경 

금지 

MISRA_CPP_06_05_06
bool타입이 아니고 loop-counter가 아닌 loop-control-variable은 for의 body에서 

변경 금지 

MISRA_CPP_06_06_01
goto문장이 참조하는 label은 같은 block이나 goto문장을 포함한 block에 선언해야 

함 

MISRA_CPP_06_06_02 함수 body안의 label선언은 goto보다 나중에 있어야 함 

MISRA_CPP_06_06_03 continue문장은 잘 쓰여진(well-formed) for루프에서만 사용해야 함 

MISRA_CPP_06_06_04 반복문은 하나의 break나 goto로만 종료해야 함 

MISRA_CPP_06_06_05 함수는 하나의 종료지점만 함수의 끝에 있어야 함 

MISRA_CPP_07_01_01 값이 변경되지 않는 변수는 const로 선언되어야 함 

MISRA_CPP_07_01_02
포인터, 참조형 파라미터는 그 객체의 값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const타입 객체를 

가리켜야 함 

MISRA_CPP_07_02_01 underlying type이 enum인 수식은 해당 enum에 속한 값들만 가져야 함

MISRA_CPP_07_03_01 전역 namespace에는 main, namespace, externC 선언만 있어야 함 

MISRA_CPP_07_03_02 main이란 이름을 갖는 함수는 오로지 전역에만 존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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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CPP_07_03_03 헤더파일에는 unnamed namespace가 존재하면 안됨 

MISRA_CPP_07_03_04 using-directive를 사용하면 안됨 

MISRA_CPP_07_03_05 using-declaration 이후에 동일한 식별자 선언이 있으면 안 됨 

MISRA_CPP_07_03_06 using-directive, using-declaration은 헤더파일에서 사용하면 안 됨 

MISRA_CPP_07_04_01 모든 어셈블러 사용은 문서화되어야 함 

MISRA_CPP_07_04_02 어셈블러 명령어는 asm 선언을 통해서만 사용해야 함 

MISRA_CPP_07_04_03 어셈블리 코드는 캡슐화되어야 함 

MISRA_CPP_07_05_01 함수는 함수 내 정의된 변수에 대한 참조나 포인터를 반환 금지 

MISRA_CPP_07_05_02 자동변수의 주소는 그 변수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다른 변수에 할당 금지 

MISRA_CPP_07_05_03 함수는 const참조로 전달된 파라미터에 대한 포인터나 참조 반환 금지 

MISRA_CPP_07_05_04 함수의 직, 간접적 재귀호출은 사용 금지 

MISRA_CPP_08_00_01 하나의 declaration에 declarator 하나만 쓰는지 검사 

MISRA_CPP_08_03_01 Overriding 함수가 Overridden 함수와 동일한 default argument를 사용하는지 검사 

MISRA_CPP_08_04_01 가변인자를 갖는 함수정의 금지 

MISRA_CPP_08_04_02 함수 재 선언 시 이전 선언과 동일한 식별자를 갖는 파라미터를 써야 함 

MISRA_CPP_08_04_03 Non-void함수의 모든 exitpath에는 명시적인 반환수식이 있어야 함 

MISRA_CPP_08_04_04 함수 이름은 호출이나 & 다음에 쓸 때만 사용해야 함 

MISRA_CPP_08_05_01 모든 변수는 사용되기 전에 값이 할당 되어있어야 함 

MISRA_CPP_08_05_02 배열과 구조체의 non-zero 초기화에는 구조에 맞게{}를 사용해야 함 

MISRA_CPP_08_05_03
enumerator list에서 초기화가 있다면, 첫 번째 멤버만 초기화 하거나 혹은 모든 

멤버를 다해야 함 

MISRA_CPP_09_03_01
const member함수에서 클래스 데이터를 가리키는 non-const pointer나 reference반

환 금지 

MISRA_CPP_09_03_02 member함수에서 클래스 데이터의 const가 아닌 핸들 반환 금지 

MISRA_CPP_09_03_03
static 또는 const로 선언할 수 있는 member함수들은 static 또는 const로 선언해야 

함 

MISRA_CPP_09_05_01 union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MISRA_CPP_09_06_01
bit들의 절대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bit-field가 필요할 때에는 이것의 동작 및 packing이 

문서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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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CPP_09_06_02 bit필드들은 bool, unsigned 또는 signed int의 타입들로만 구성되어야 함 

MISRA_CPP_09_06_03 bit필드에는 enum타입의 변수가 포함되면 안됨 

MISRA_CPP_09_06_04 부호 있는 integer타입의 이름 있는 bit필드의 크기는 1bit 이상이어야 함 

MISRA_CPP_10_01_01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를 virtual로 상속받지 않아야 함 

MISRA_CPP_10_01_02 클래스는 다이아몬드 상속 관계일 때에만 다른 클래스를 virtual로 상속 받아야 함 

MISRA_CPP_10_01_03 접근 가능한 base클래스가 다중 상속 계층에 virtual, non-virtual로 존재하면 안됨 

MISRA_CPP_10_02_01 다중 상속 계층구조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엔티티 이름은 유일해야 함 

MISRA_CPP_10_03_01 상속 계층을 따라 각 virtual function 정의는 하나씩만 존재해야 함 

MISRA_CPP_10_03_02 virtual 함수를 상속 받은 함수에 virtual 속성을 명시해야 함 

MISRA_CPP_10_03_03
재선언되는 base클래스의 함수가 pure virtual일 때만 pure virtual함수로 재선언 

할 수 있음 

MISRA_CPP_11_00_01 POD가 아닌 class에서의 member data는 private이어야 함

MISRA_CPP_12_01_01 객체의 동적 타입은 생성자나 소멸자 안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함 

MISRA_CPP_12_01_02 클래스의 모든 생성자는 명시적으로 바로 위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함

MISRA_CPP_12_01_03
하나의 기본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는 호출 가능한 생성자들은 explicit으로 선언되어

야 함

MISRA_CPP_12_08_01 복사 생성자는 기본 클래스들과 그 클래스들의 non-static멤버들만 초기화해야 함

MISRA_CPP_12_08_02 추상 클래스에서 복사 대입 연산자는 protected 또는 private으로 선언되어야 함

MISRA_CPP_14_05_01
non-member 제네릭 함수는 associated namespace가 아닌 namespace에서 선언되어

야 함 

MISRA_CPP_14_05_02
템플릿으로 작성된 생성자가 하나의 제네릭 파라미터를 갖는 경우, 복사 생성자가 

명시적으로 선언되어야 함 

MISRA_CPP_14_05_03
템플릿으로 작성된 복사 대입 연산자가 하나의 제네릭파라미터를 갖는 경우, 복사 

대입 연산자가 명시적으로 선언되어야 함 

MISRA_CPP_14_06_01 클래스 내에서 식별자 사용 형식 검사 

MISRA_CPP_14_06_02 Overload resolution이 식별하는 함수 검사 

MISRA_CPP_14_07_01 모든 템플릿과 관련된 선언들은 최소 한번은 instantiation이 되어야 함 

MISRA_CPP_14_07_02
어떠한 템플릿 특수화(specialization)가 일어난 후에도 ill-formed 프로그램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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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CPP_14_07_03 모든 부분 특수화와 명시적 특수화는 템플릿 선언과 같은 파일에 있어야 함 

MISRA_CPP_14_08_01 오버로드된 함수 템플릿의 명시적 특수화 금지 

MISRA_CPP_14_08_02

호출 가능한(viable)함수 집합, 즉 최종 호출 함수를 선택하기 위한 집합에는 함수 

템플릿 특수화가 포함되어있지 않거나, 함수 템플릿 특수화로만 구성되어있어야 

함 

MISRA_CPP_15_00_01 예외는 에러 핸들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 

MISRA_CPP_15_00_02 예외 오브젝트는 포인터 타입이면 안됨 

MISRA_CPP_15_00_03 goto나 switch문장을 이용해 제어를 try나 catch내로 이동하면 안됨 

MISRA_CPP_15_01_01 throws문장의 표현식 자체가 예외를 던지면 안됨 

MISRA_CPP_15_01_02 명시적으로 NULL을 던지면 안됨 

MISRA_CPP_15_01_03 빈 throw(throw;)는 catch 핸들러에서만 사용해야 함 

MISRA_CPP_15_03_01 예외는 start-up(main) 다음 위치와 프로그램이 끝 바로 전에만 일으켜야 함 

MISRA_CPP_15_03_02 핸들링되지 않은 예외들을 처리하는 예외 핸들러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함 

MISRA_CPP_15_03_03
생성자나 소멸자를 function-try-block으로 구현하는 경우, 핸들러에서 이 클래스나 

베이스클래스의 비-정적(non-static) 멤버를 참조하면 안됨 

MISRA_CPP_15_03_04
코드 내에서 명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 함수의 호출경로 상에 호환되는 

타입의 핸들러가 있어야 함 

MISRA_CPP_15_03_05 클래스 타입의 예외는 항상 레퍼런스 방식으로 핸들링해야 함 

MISRA_CPP_15_03_06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에 대한 try-catch문장이나 function-try-block에서 핸들링 

할 때는 가장 하위 타입부터 상위 타입 순서로 핸들러를 배치해야 함 

MISRA_CPP_15_03_07
try-catch 문장이나 function-try-block에서 다중의 예외를 핸들링 할 때는 catch-all 

핸들러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야 함

MISRA_CPP_15_04_01
함수의 선언이 예외기술절(exception-specification)을 갖는 경우에, 동일한 함수 

선언은 동일한 예외기술절을 가져야 함

MISRA_CPP_15_05_01 클래스 소멸자는 예외를 발생하며 끝나면 안됨

MISRA_CPP_15_05_02
함수 선언이 예외기술절(exception-specification)을 포함하면, 해당 함수는 이 예외기

술절에 언급된 타입의 예외만 발생시켜야 함

MISRA_CPP_15_05_03 terminate()함수는 묵시적으로 호출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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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CPP_16_00_01 파일 내 #include 앞에는 다른 전처리지시자 또는 주석만 허용

MISRA_CPP_16_00_02 매크로는 전역 namespace에 #define되거나 #undef되어야 함

MISRA_CPP_16_00_03 #undef는 사용 금지

MISRA_CPP_16_00_04 함수형 매크로 정의 금지

MISRA_CPP_16_00_05 함수 매크로의 인자는 전처리지시자처럼 보이는 토큰을 포함하면 안됨 

MISRA_CPP_16_00_06 함수형 매크로의 정의에서, 인자의 각 인스턴스는 괄호로 둘러싸여야 함 

MISRA_CPP_16_00_07 정의되지 않은 매크로 식별자는 #if또는 #elif 전처리지시자 내에서 사용 금지 

MISRA_CPP_16_00_08 #토큰이 코드라인의 첫 번째 토큰이라면, 곧 전처리 토큰이 따라와야 함 

MISRA_CPP_16_01_01 defined 전처리 연산자는 두 가지 표준형태 중 한 가지로 사용해야 함 

MISRA_CPP_16_01_02 #else, #elif, #endif 모두 #if 또는 #ifdef와 같은 파일에 위치해야 함 

MISRA_CPP_16_02_01 전 처리자는 파일의 include와 include guard로만 사용해야 함 

MISRA_CPP_16_02_02 C++매크로는 include guard, type qualifier, storage classspecifier로만 사용해야 함 

MISRA_CPP_16_02_03 Include guard를 사용해야 함 

MISRA_CPP_16_02_04 ', ", /*, //문자는 헤더파일 이름에 포함 금지 

MISRA_CPP_16_02_05 \문자는 헤더파일 이름에 포함 금지 

MISRA_CPP_16_02_06 #include 다음에는 <파일이름> 또는 “파일이름”이 따라와야 함 

MISRA_CPP_16_03_01 단일 매크로정의에서 #또는 ##연산자는 최대 한 개만 존재해야 함 

MISRA_CPP_16_03_02 #과 ##연산자 사용 금지 

MISRA_CPP_16_06_01 #pragma지시자의 모든 사용은 기록되어야 함 

MISRA_CPP_17_00_01
표준 라이브러리에 예약된 식별자, 매크로, 함수는 define, redefine, 또는 undefine 

금지 

MISRA_CPP_17_00_02 표준 라이브러리 매크로, 객체 이름 의 재사용 금지 

MISRA_CPP_17_00_03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와 같은 이름의 함수 재선언 금지 

MISRA_CPP_17_00_04 모든 라이브러리 코드는 MISRAC++을 따라야 함 

MISRA_CPP_17_00_05 setjmp매크로와 longjmp 함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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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_CPP_18_00_01 C라이브러리 사용 금지

MISRA_CPP_18_00_02 라이브러리의 함수 atof, atoi, atol은 사용하면 안 됨

MISRA_CPP_18_00_03 라이브러리의 함수 abort, exit, getenv, system은 사용하면 안 됨

MISRA_CPP_18_00_04 라이브러리의 시간 핸들링 함수는 사용하면 안됨

MISRA_CPP_18_00_05 라이브러리의 unbounded함수는 사용하면 안됨

MISRA_CPP_18_02_01 시스템 매크로 offsetof는 사용하면 안됨

MISRA_CPP_18_04_01 동적 힙 메모리 할당은 사용하면 안됨

MISRA_CPP_18_07_01 라이브러리의 신호핸들링 기능은 사용하면 안됨

MISRA_CPP_19_03_01 에러 표시자(indicator)errno는 사용하면 안됨

MISRA_CPP_27_00_01 스트림 입력/출력 라이브러리는 사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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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C++ 코딩 가이드75)

75)� https://google.github.io/styleguide/cppguide.html

번호 세부규칙(Rule) 설명

1

헤더파일

#define 가드
모든 헤더파일은 여러번 포함되지 않기 위해 #defime 가드를 사용해야 

한다

2 전방 선언 불필요한 #include를 피하기 위해 클래스를 전방 선언할 수도 있다

3 인라인 함수 함수가 10라인 이하일때만 인라인으로 정의한다

4 -inl.h 파일 복잡한 인라인 함수들을 정의할 때 –inl.h 파일 이름 사용할 수 있다

5 함수 인자 순서 함수를 정의할 때 인자 순서는 입력이 먼저이고 출력이 다음이다

6
include의 이름과 

순서

C라이브러리, C++라이브러리, 다음 라이브러리의 .h, 현재 프로젝트의 

.h 순으로 사용

7

범위

네임스페이스
.cc 파일에 이름없는 네임스페이스 사용 권장, using 지시자 사용 금지, 

인라인 네임스페이스 사용 금지

8 중첩 클래스 API 일부인 경우 public 중첩 클래스 사용 가능

9

비멤버 함수, 

정적멤버 함수, 

전역함수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비멤버 함수나 정적 멤버 함수를 전역함수보다 

선호, 완전한 전역함수 사용 자제

10 지역 변수 함수의 변수는 가능한 한 좁은 범위에 두고, 선언에서 초기화

11
정적변수, 

전역변수
클래스 타입의 정적변수와 전역 변수 사용 금지

12

클래스

생성자 생성자에서 복잡한 초기화 작업 자제

13 초기화
클래스 멤버 변수 정의 시 반드시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해 클래스 내 

초기화 구문 제공하거나 생성자 작성

14 explicit 생성자 인자가 하나인 생성자에는 C++ 키워드인 explicit 사용

15 복사 생성자 필요한 경우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 작성

16

클래스

생성자 위임과 

생성자 상속
코드 중복 줄일 수 있는 경우 생성자 위임과 상속 사용

17 구조체 대 클래스
데이터 나르는 수동적 객체의 경우만 struct 사용, 그외의 경우 class 

사용

18 상속 컴포지션 사용, 상속 사용시 public 사용

19 다중 상속 상위 클래스들 중 최대 하나가 구현을 가진 경우에만 다중 상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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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터페이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클래스만 Interface 접미어로 끝날 수 있음

21 연산자 오버로드 연산자 오버로드 금지

22 접근 제어
데이터 멤버를 private으로 만들고, 필요한 경우 접근자 함수를 통해 

접근 제공

23 선언 순서
클래스 내의 선언 시 public이 private보다 먼저, 메서드가 데이터 변수보

다 먼저임

24 짧은 함수 짧고 집중된 함수 사용

25

기타

소유권과 스마트 

포인터

동적으로 할당된 객체들에는 하나의 고정된 소유자 사용, 스마트 포인터

를 써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선호

26 cpplint 스타일 오류를 찾기위해 cpplint.py 사용

27 레퍼런스 인자 레퍼런스로 전달되는 모든인자는 const로 수식되어야 함

28 rvalue 레퍼런스

rvalue 레퍼런스, std::forward, std::move_iterator, std::move_if_noexcept를 

사용금지, 복사 불가능한 인자에 대해서만 단일 인자 형식의 std::move를 

사용

29 함수 오버로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오버로드된 함수 사용

30 디폴트 인자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디폴트 함수 인자 금지

31
가변길이 배열과 

alloca()
가변길리 배열이나 alloca() 허용 금지

32 Friends friends 클래스 함수 제한적 사용

33 예외 C++ 예외 사용 금지

34 RTTI Run Time Type Information 사용 자제

35 형변환
static_cast<>() 같은 C++ 형 변환 사용, int y = (int)x; 나 int y = 

int(x); 같은 다른 형 변환 형식을 사용 금지

36 스트림 로그를 위해서만 스트림 사용

37
전위 증가와 전위 

감소

이터레이터 및 다른 템플릿 객체들의 증가와 감소 연산자에 접두어 

형태 (++i) 사용

38 const 사용 합당한 곳마다 const 사용 권유

39 constexpr 사용
C++11에서 진짜 상수를 정의하거나 상수 초기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constexpr 사용

40

기타

정수 타입 타입의 크기가 의심되는 경우 더 큰 타입 사용

41 64비트 이식성
64비트와 32비트에 대해 모두 친화적으로 작성, 력, 비교, 구조체 정렬

(alignment)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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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처리기 매크로 매크로보다는 인라인 함수, 열거형, const 사용

43
0과 

nullprt/NULL

정수는 0 을, 실수는 0.0 을, 포인터는 nullptr (혹은 NULL) 을, char는 

‘\0’을 사용

44 sizeof sizeof(type)보다 sizeof(varname) 사용

45 auto 타입이름을 사용하기 복잡한 곳에 auto를 사용

46
중괄호 사용한 

초기화
중괄호 리스트 초기화 사용 가능

47 람다 표현식
람다 표현식과 그와 연관이 있는 std::function 혹은 std::bind 유틸리

티를 사용 금지

48 Boost Boost 라이브러리 모음에서 공인된 라이브러리만 사용

49

이름 규칙

일반 함수이름, 변수이름, 파일이름은 약어 피하고 서술적으로 사용

50 파일 모두 소문자, (_) 또는 (-) 포함 가능

51 타입 대문자로 시작, (_) 사용 금지

52 변수 모두 소문자, 단어 사이에 (_) 사용

53 상수 k로 시작하는 대소문자 섞인 이름 사용

54 함수 대소문자 섞인 방식 사용

55 네임스페이스 모두 소문자 사용

56 열거형 이름 상수 또는 매크로 방식중 하나로 작성

57 매크로 사용 자제

58

주석

스타일 // 또는 /* */ 사용

59 파일 주석
모든 파일의 시작 부분에는 라이선스 문안이 있어야 하고, 그 뒤에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60 클래스 주석
모든 클래스 정의는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지 설명하는, 

클래스에 수반하는 주석을 가져야 한다

61 함수 주석 선언 주석은 함수의 사용을 설명, 함수 정의의 주석은 함수의 동작을 설명

62 변수 주석 변수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채기 쉽도록 설명

63 구현 주석
구현에서 까다롭거나, 명백하지 않거나, 흥미롭거나, 중요한 부분은 

주석을 가져야 함

64 TODO 주석
아직 완벽하지 않은 코드 혹은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에 TODO 

주석을 사용

65 Deprecation 주석 Deprecate된 인터페이스는 DEPRECATED 주석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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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포매팅

줄 길이 각 줄은 80문자 넘지 않도록 작성

67 ASCII
ASCII가 아닌 문자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UTF-8 포매팅

을 사용

68 스페이스 2개의 스페이스로 들여쓰기

69 함수 선언과 정의 리턴 타입과 함수 이름, 인자를 같은 줄에 작성

70 함수 호출 한줄로 작성 권유, 긴 경우 괄호 안의 인자들 줄바꿈

71
중괄호 초기화 

리스트

중괄호로 된 초기화 리스트는 함수 호출에서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성

72 조건문 괄호 안에서는 스페이스 사용 자제

73 반복문과 switch문
switch 문은 블록마다 중괄호를 사용 가능, 단순하지 않게 이어지는 

case 문들은 주석 사용, 비어 있는 반복문은 {} 또는 continue를 사용

74
포인터, 레퍼런스 

표현식

마침표나 화살표 좌우에는 스페이스를 사용 금지, 포인터 연산자 뒤에는 

스페이스를 사용 금지

75 불리언 표현식
정해진 줄 길이보다 긴 불리언 표현식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줄바꿈을 

일관성있게 사용

76 리턴값 불필요한 괄호 사용 금지

77 변수, 배열 초기화 =, (), {} 중에서 선택

78 전처리기 지시자 # 기호는 항상 그 줄의 처음에 있어야 함

79 클래스 포맷
public, protected, private 순서로 각각 스페이스 하나씩 들여쓰기하여 

클래스 본문을 구성

80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는 모두 한 줄에 쓰거나, 스페이스 4개로 들여쓰기 

하여 각각 다음 줄에 작성 가능

81
네임스페이스 

포매팅
네임스페이스 내부는 들여쓰기 금지

82 가로 공백 줄 끝에는 공백 문자 사용 금지

83 세로 공백 사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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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DAPA)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코딩 규칙- C/C++

번호 세부규칙(Rule) 설명

1

스타일�규칙

주석은� 파일별�소스코드의� 30%이상

2 Switch�구문에서�첫번째� Label� 전에�코드�구문이�존재하면�안된다.

3 함수/변수의� 선언�시� type을�명시해야�한다

4 의미�없는� 구문은�사용하지�말아야�한다.(side� effect)

5 함수�선언시�사용된� 리턴형과� 함수�내에서� 사용되는� 리턴형은� 일치해야� 한다.

6 외부�함수� 사용시�이를� 명시하고� 사용해야� 한다.� �

7 전처리에�사용되는�매크로는�사용�전에� 반드시�정의되어야� 한다.

8 goto�문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9 하나의� 함수는�하나의� Exit� Point를� 가져야�한다.

10 switch� ~� case�문은� default� 문이� 포함되어야�한다.

11 한�줄에�하나의�명령문을�사용한다.

12 if� -� else� if� 문은� else� 문도�반드시� 포함�시킨다.

13
초기화�규칙

char�배열의�초기화시�char�배열의�크기는�초기화�문자열의�크기와�Null을�포함하는�

크기로� 선언되어야�한다.

14 변수는� 사용전�반드시�초기화되어야� 한다.

15

초기화�규칙

값이�초기화되지�않은�변수의�포인터를�함수의�Read-only(const)로�사용해서는�안된다.

16 external과� internal� linkage의�특성을�동시에� 가질�수�없다.

17
external� linkage�scope에서�정의된�함수나�Object의�데이터형은�선언�시�정의와�

동일해야�한다.

18 외부� scope에서�정의된�변수를� 내부� scope에서�재정의� 해서는�안된다.

19

조건식�규칙

float� 자료형에서�동등성� 비교연산을�수행하지�말아야� 한다.

20 조건문의�결과가�항상�True�혹은�False라면�이는�조건문으로�작성해서는�안된다.

21 switch의� case의� 조건을�만족할�수�없는� Label을�사용하지�않는다.

22 Switch�구문에서� Expression을�논리적� 연산으로�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23 수행되지�않는�소스코드를� 작성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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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규칙(Rule) 설명

24

변환�규칙

선언된�데이터�형으로�표현할�수�있는�숫자의�영역을�초과하는�값을�할당하지�

말아야� 한다.

25
가변인수를�받는�함수의�Conversion�지시자와�Argument의� type은�동일해야�

한다.

26 가변인수를�받는�함수의�Conversion�지시자와�Argument의�개수는�동일해야�한다.

27 Object� 저장�값을� 표현할�수�없는� 데이터로의�형�변환을� 하지�말아야� 한다.

28 음수�값을� unsigned� type으로� 변환해서는�안된다.

29 Character� 문자열과�Wide� character� 문자열을�혼용하지�말아야�한다.

30 포인터�Cast의�결과로�인한�이전�포인터의�CONST�특성의�상실을�유의해야�한다.

31 포인터�Cast의�결과로�인한�이전�포인터의�volatile�특성�상실을�유의해야�한다.

32

포인터/배열�규칙

포인터는�참조전에� NULL�여부를�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

33 지역변수의�주소값을�더�넓은� scope를�가진� 변수에�할당하지�말아야�한다.

34 지역변수의�주소값을�함수의�리턴값으로�사용하지�말아야�한다.

35 선언된� 배열의�크기를�초과하는�인덱스� 값을�사용하지�말아야� 한다.

36 Null� Pointer를�산술연산�하지�않는다.

37

연산자�규칙

하나의�Sequence� Point�내에서�하나의�Object�Value를�두�번�이상�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38 나누는� 값이�변수일� 경우� 0인지를� 반드시�확인하여야� 한다.

39
하나의� Sequence� Point내에서�Object의�값을�변경하고� Access�하지�않아야�

한다.

40
음수�값�또는�데이터�사이즈를�초과하는�값을�사용하여�Shift�operator를�하지�

않는다.

41
Underlying�type이�Unsigned인�데이터에�‘-’를�사용하여�결과를�assign하지�말아야�

한다.

42 ’sizeof’의�인자로� side� effect를�포함하는�식을� 사용하면� 안된다.

43 Boolean� 표현�값에는� 논리�연산자(&&,� ||,� !)만을� 사용하여야�한다.

44 condition에� assignment� operator를�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45
Signed�Value에서�Bitwise연산자(<<,�~,� |,� �̂등)로�인한�Negative�Value를�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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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규칙(Rule) 설명

46

C� 전용�규칙

Scanf의� Argument� 에는� Object� Value가�저장된� 주소값이� 입력되어야�한다.

47 #include�구문에서�표준에�맞지�않는�Character� set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48 malloc에서�사용하는�인자값은� assign될� 변수� type의�정수배이어야� 한다.

49
함수의�Argument�type과�개수는�함수의�Prototype,�선언,�정의가�모두�같아야�

한다.

50
구조체/배열의�초기화�시�default�초기화�값(0)을�제외하고,�구조에�맞게� ‘{}’를�

사용하여�선언된� Size에�맞게� 초기화�해야� 한다.�

51

C++�전용�규칙

동적할당된�변수를�release�할�때에는�변수의�type과�일치하게�release�하여야�

한다.

52 지역�변수의�주소�값을� 처리하는� handle을� return하지�말아야�한다.

53 함수� parameter의�주소� 값을�처리하는� handle을� return하지� 말아야�한다.

54 소멸자내에서� 처리할�수�없는� 예외�상황을� 발생시키지�말아야� 한다.

55 사용되지�않는�예외� 처리�문을�작성하지�말아야�한다.

56
exception�specification에�기술되지�않은�모든�throw에�대하여�예외처리를�해야만�

한다.

57 main� 함수에서�처리되지�않는� throw를�작성하지�말아야�한다.

58 elease�된�메모리�영역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59 copy� operator를�통해서,�복사되지�않는� 멤버�변수가� 존재하지� 말아야�한다.

60 C++에서� 동적�메모리� 할당은� new�연산자를�이용하여야� 한다.

61 순수�가상함수는� 반드시� 0으로� 초기화�되어야�한다.

62 순수함수는�반드시�가상함수로�선언되어야� 한다.

63
virtual� base� 클래스의� 포인터는� derived� 클래스의� 포인터로� cast� 할� 때에는�

dynamic_cast만�사용해야�한다.

64 생성자/소멸자�내에서� 가상함수는�식별자� 없이�호출하면�안된다

65 생성자/소멸자에� dynamic_cast를� 사용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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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Java�코딩�가이드76)�

76)� https://google.github.io/styleguide/javaguide.html

번호 세부규칙(Rule) 설명

1
소스파일 기본

파일이름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대소문자 구별하여 작성, 확장자 .java

2 인코딩 UTF-8로 통일

3
소스파일 기본

공백문자 스페이스 키만 허용하며, 탭은 사용 금지

4 특수문자 ‘\b’, ‘\n’, ‘\\’ 등으로 사용, 8진법 및 유니코드 표현 사용 금지

5

소스파일 구조

기본 각 섹션 사이에는 공백 라인이 하나 들어가야 함

6 Package문 Package 문은 한문장으로 작성

7 Import문
import문에는 ‘*’ 사용 금지, 한문장으로 작성, import 문은 그룹핑해서 

순서에 맞게 작성

8

Class 선언

한 java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만 존재하도록 작성

9
클래스 멤버 순서는 논리적으로 작성, 동일한 메소드명(생성자, 오버라

이딩 된 메소드들)은 한 곳에 모아서 작성

10
포맷팅 중괄호(Braces)

K&R(Kernighan and Ritchie) 스타일로 작성

 - 여는 중괄호 앞/뒤에 줄바꿈 없음

 - 닫는 중괄호 앞/뒤에 줄바꿈 없음

 - 함수, 구조체, 클래스, 제어문 끝나는 경우만 닫는 중괄호 뒤에 

줄바꿈 사용

11 빈 블록 ‘{}’ 사용 가능

12

포매팅

블록 들여쓰기 새로운 블록 열릴 때 들여쓰기 2칸 사용

13 문장 한줄에 한문장, 문장 끝에 줄 바꿈 사용

14 컬럼 제한 100자 컬럼 제한

15

줄 

바꿈(Line-wra

pping)

- 대입 연산자 아닌곳에서 자를 경우 심볼 앞에서 내림

- 대입 연산자에서 자를 경우 대입 연산자 뒤에서 내림

- 함수 호출의 경우 ‘(’ 다음에 내림

- 콤마 ‘,’의 경우 콤마 다음에 내림

16

공백 처리

클래스 멤버 구별시 사용(메소드, 생성자, 멤버변수)

17 메소드 내부에서 논리적으로 그룹핑 되는 부분 

18

- if, for, catch와 ‘(’ 사이 공백문자

- else, catch와 ‘{’사이 공백문자

- ‘,’, ‘:’, ‘;’ 다음에 공백문자

- 연산자 앞뒤로 공백문자

19 switch 문 들여쓰기 적용, default 무조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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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규칙(Rule) 설명

20 네이밍 Type명

- package 명은 모두 소문자

- Class 명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단어 바뀔 때 다시 대문자 사용

- Method 명은 소문자로 시작해서 단어 바뀔 때 대문자 사용 

- 상수명은 모두 대문자 사용하고 단어 사이에 밑줄 표시

21
프로그래밍 

관례
-

- 오버라이딩 된 경우 @Override 필수 기입

- 모든 예외는 무시하지 말고 처리

- Static 멤버는 반드시 클래스명으로 접근

- Finalizer 사용하지 않고 각 인스턴스에서 종료 여부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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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표준 규칙 – JAVA

ID 세부규칙(Rule) 설명

J-1 AbstractClassWithoutAbstractMethod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interface를 참조하지 않고 

abstract 메소드를 갖지 않는 abstract 클래스 검출

J-2 AssignmentInOperand Assign 문법에 수학 연산자 사용 검출

J-3 AssignmentToNonFinalStatic 안전하지 않은 Static 변수의 재할당 검출

J-4 AvoidArrayLoops 두 배열간에 loop 구문을 이용한 복사 검출

J-5 AvoidConstantsInterface
Interface 가 메소드는 포함하지 않고, 필드만 가지는 경우 

이를 검출

J-6 AvoidReassigningParameters
Method 작성시 입력받은 parameter에 reassign 하는 구문 

검출

J-7 AvoidSynchronizedAtMethodLevel Method를 synchronized로 선언 검출

J-8 AvoidThrowingNullPointerException NullPointerException 객체 할당 검출

J-9 AvoidThrowingRawExceptionTypes
Throwable, Exception, Error, Runtime Exception 등의 

객체 할당 검출

J-10 DIVIDE_BY_ZERO 0으로 나눗셈을 수행할 때 발생

J-11 DuplicateImports 중첩된 import 구문 검출

J-12 EMPTY_CATCH_BLOCK
try, catch 블록에서 catch 블록이 비어있는 경우 Program 

실행 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J-13 EmptyFinallyBlock Finally 블록이 비어있는 경우, 삭제 가능하므로 이를 검출

J-14 EmptyIfStmt
If 블록이 비어있어 조건이 만족하여도 아무런 동작을 수행하

지 않는 경우 이를 검출

J-15 EmptyStatementNotInLoop
Loop 문 이외에서 발견되는 비어있는 구문(단일 세미콜론)을 

검출

J-16 EmptyTryBlock
Try 블록이 비어있어 아무런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검출

J-17 EmptyWhileStmt
While 블록이 비어있어 조건이 만족하여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검출

J-18 EqualsNull equals(null) 패턴을 검출

J-19 FORWARD_NULL
Reference 변수의 null 확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역참조되는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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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세부규칙(Rule) 설명

J-20 FinalFieldCouldBeStatic
Interface가 아닌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를 상수 값을 assign하

며 final로 선언하는 코드를 검출

J-21 ImmutableField
private 필드 중 초기화 이후 값이 한 번도 변화하지 않은 

경우 이를 검출

J-22 ImportFromSamePackage package로 정한 후 같은 package import을 검출

J-23 InefficientEmptyStringCheck
String.trim().length()를 빈 문자열 검사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검출

J-24 InefficientStringBuffering
StringBuffer 의 선언 argument 혹은 append ()에 + 를 이용한 

문자열 조합을 검출

J-25 MisleadingVariableName
필드가 아닌 변수 명이 ‘m_’로 시작하는 경우 필드 변수와의 

구분에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출

J-26 NULL_RETURN
null 값이 반환되는 경우 null 확인을 하지 않고 역참조하는 

경우 발생

J-27 NULL_RETURN_STD

Java standard library중에 null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는 메소

드들로부터 값을 특정 변수에 할당한 뒤, 이 변수의 null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역참조하는 경우에 발생

J-28 NULL_RETURN_USR

사용자가 작성한 library들 중에 null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는 

메소드들로부터 값을 특정 변수에 할당한 뒤, 이 변수의 null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역참조하는 경우에 발생

J-29 RESOURCE_LEAK
특정 자원이 할당이 되었지만, JVM의 가비지콜렉터에 의해

서 빠르게 자원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

J-30 SimpleDateFormatNeedsLocale
SimpleDateFormat 객체를 생성할 때 Locale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검출

J-31 SimplifyBooleanExpressions “==” 표현 앞이나 뒤의 true 혹은 false를 검출

J-32 StringInstantiation new String(...)을 검출

J-33 StringToString String객체에서 toString() 호출을 검출

J-34 SwitchStmtsShouldHaveDefault Switch 문장에 default case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검출

J-35 SystemPrintln System.out.print() 혹은 System.err.print() 메소드 호출을 검출

J-36 UNCHECKED_NULL
null reference와 비교한 적이 있는 reference를 이후 비교 

없이 사용 할 경우 발생

J-37 USING_SYSTEM_EXIT
VM을 종료시키는 System.exit()과 같은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Denial of Service(DOS) 공격의 진입로를 만들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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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세부규칙(Rule) 설명

J-38 UncommentedEmptyMethod
주석이 없는 빈 메소드는 의도적으로 비워둔 메소드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검출

J-39 UnnecessaryConversionTemporary Primitive type에 toString()을 사용하는 경우를 검출

J-40 UnnecessaryParentheses PrimarySurfix 처럼 보이는 PrimaryPrefix을 검출

J-41 UnnecessaryWrapperObjectCreation
파싱 메소드(예: Integer.parseInt(...))는 직접 호출되어야함. 

이를 위반한 경우를 검출

J-42 UnusedFormalParameter
Method의 formal parameter로 받고 사용하지 않는 변수을 

검출

J-43 UnusedPrivateField 사용하지 않는 private 변수을 검출

J-44 UnusedPrivateMethod 사용하지 않는 private 메소드를 검출

J-45 UselessStringValueOf 문자열에 값을 더할 때 String.valueOf()의 호출을 검출

J-46 VariableNamingConventions 변수명 표준 위배를 검출

J-47 WhileLoopsMustUseBraces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은 while 구문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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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C# 코딩규칙

번호 세부규칙(Rule) 설명

1 이름 지정 규칙(Naming Conventions)

- 이름을 너무 길게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한줄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을 이용하여 몇줄로 나누어서 

처리

2 배치 규칙(Layout Conventions)

- 들여쓰기는 띄어쓰기 4칸 사용

- 한줄에 한 문장만 사용

- 메소드 및 특성 정의시 최소 한칸 이상의 공백 추가

3 주석 규칙(Commenting Conventions)

- 코드 줄 끝이 아닌 별도의 줄에 주석 삽입

- 대문자 사용

- 마침표 사용

- (//)기호와 텍스트 사이에 공백 삽입

- 주석 주위에 별표 블록 사용 금지

4

언어 규칙

(Language 

GuideLines)

스트링(String) 

데이터 타입

- (+) 연산자 사용하여 짧은 문자열 연결하여 사용

- 루프 속 긴 문장 사용 시 StringBuilder 오브젝트 사용

5
 ‘var’ 지역변수 

사용

- 변수 형식이 명확하거나 로컬변수일 경우 사용

- 변수 이름에 Type 지정 금지

- 동적 변수 대신 ‘var’ 사용 금지

- for, foreach문에서 사용

6
부호없는(unsigned

) 데이터 타입
- 부호없는 데이터 타입 보다는 ‘int’ 사용

7 배열(Array)

- 간결하고 단순하게 작성

- string[] 대신 var 사용 금지

- 명시적 인스턴스 사용시 var 사용 가능

8 대리자(Delegate)

- 간결한 구문의 대리자 형식 사용

- 메소드 이름이 대리자와 매칭되어야 함

- new 사용하여 

9 예외 처리

- 일반적으로 try-catch 사용

- try-finally문에서 finally 블록에 Dispose 메소드 호출만 있는 

경우 ‘using’문 사용

10 && / || 연산자 - & / | 대신 && / || 사용

11 New 연산자
- 간결한 형식 사용

- 개체 초기화 사용하여 간단히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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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규칙(Rule) 설명

12 이벤트 처리 - 제거 필요없는 이벤트는 람다(lambda) 표현 이용

13
정적 멤버

(Static Members)
-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재정의 금지

14

언어 규칙

(Language 

GuideLines)

LINQ 쿼리

- 쿼리 변수 이름을 의미있는 것으로 사용

- 별칭 이름 명확히 설정

- LINQ 쿼리 변수는 var 이용하여 선언

- from 이후 작성하여 가독성 높임

- where 사용하여 가독성 및 성능 높임

- 내부 여러 컬렉션 엑세스의 경우 join 대신 여러개의 from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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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Jet Propulsion Laboratory(JPL) - The Power of 10 Rules for Developing 

Safety-Critical Code

ID 세부규칙(Rule) 설명

Rule 1 단순한 제어 흐름 구조만을 사용
goto구문, setjmp/longjmp 구조, 직/간접적 재귀 함수 

사용 금지

Rule 2 모든 루프에 제한적인 최고값을 지정
루프 반복이 정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루프의 한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위반 간주

Rule 3
초기화한 후에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사용 

금지

malloc, gc(gabage collector) 등은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준수되어야 함

Rule 4 모든 함수는 60라인을 넘지 않도록 사용
각각의 함수는 코드 안에서 하나의 단위로서 이해와 확인 

가능한 논리적 단위여야 함

Rule 5
평균적으로 함수당 최소한 두 개의 assertion 

사용

assertion 구문은 불리언 테스트(Boolean test)로 정의되어

야 함, assertion이 실패했을 경우 에러 조건을 실패한 

assertion 실행 함수의 호출자에게 반환하는 것 같은 분명한 

복구작업 필요

Rule 6 데이터 객체는 최소 범위 레벨에서 선언
어떤 객체가 범위안에 있지 않을 경우 이 객체는 참조되거

나 변경 될 수 없음(데이터 은닉)

Rule 7
Void가 아닌 함수의 리턴 값과 함수의 매개

변수가 타당한지 확인

void 함수의 리턴값은 각각의 호출 함수에 의해 체크되

어야 하고, 매개변수 타당도는 각 함수 내부에서 체크되

어야 함

Rule 8
전처리기(preprocessor)는 파일을 포함하

거나 간단한 매크로에서만 사용

토큰 붙이기(token pasting), 가변인자 리스트, 재귀적 

매크로 호출 금지, 조건적 컴파일 지시자(conditional 

compliation directives) 사용 제한

Rule 9
포인터의 사용을 제한, 역참조는 단일 레벨

로만 사용, 함수 포인터 금지

포인터는 프로그램 내부의 데이터 흐름 분석 어려워져 

사용 제한

Rule 10

컴파일러의 모든 경고 옵션을 켜고 컴파일 

해야하며 매일 최소 하나 이상의 소스코드 

분석기를 사용하여 분석

크리티컬 코드 개발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컴파일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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