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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적분석방식은 소프트웨어 코드분석방식중의 하나이다. 국제철도신호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규격 IEC

62279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레벨에 따라 총 9가지 분석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도시철도 차·지상간 열차운행 정보 통신장치 연구개발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 가

지 정적분석방식에 대하여 연구하고, LDRA 툴을 이용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철도신호시스템 소

프트웨어개발주기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여 안전성 관련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ABSTRACT

Static analysis is one of the software source code analysis tools. 9 static analysis methods of three groups are recommended by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about software safety related standard in IEC 62279. In this paper we choose the proper

static analysis method from IEC 62279 about the train wayside communication system, Shorten the time of railway signalling

software development using LDRA tools. And it wil be useful to improve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the safety-relate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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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전자시스템은 기존의 전기적

장치로부터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변경되어가고 있

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의존성이 증가되고, 구조가

복잡해지게 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1-4]. 특히 철도분야에서 열차의 충돌방지를 위하

여 차ㆍ지상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장

치는 고신뢰성, 고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5-6].

위험원들은 심각한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며, 그중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은 중요한 하나의 위험

원으로 표현이 된다[7]. 이러한 위험원을 제거하기 위

하여 최근에는 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SHA(: System Hazard Analysis, FMEA(: Failure

Mode Effects Analysis)와 같은 안전성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설계, 실행, 테스트를 통하여 소

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보증한다[1]. 유럽에서는 약 20

년 전부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분석방법과 테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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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절차, 방법 등 안전성 관련 요소들을 정리하여

철도관련 소프트웨어 규격인 EN50128을 제정하였다.

오늘날 국제전기위원회에서는 유럽의 표준을 참조하

여 IEC 규격으로 제정하여 철도분야에서의 표준문서

로 제시하고 있다.

Ⅱ. TWC 사례 연구

국제철도표준규격인 IEC 62278에서는 철도시스템

개발주기를 14단계로 나뉘어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1단계의 시스템 정의단계로부터 14단계인 시스템

폐기 단계까지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에

대한 정의, 분석, 평가, 확인, 입증절차를 거치도록 권

고하고 이 14단계는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IEC 62278 에서는 시스템 안전에

관련해서는 IEC 62425를 참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 관련해서는 IEC 62279을 참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8].

IEC 62279에서 권고하는 안전성관련 철도시스템

소프트웨어는 SWSIL(: Software Safety Integrity

Level)에 따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소프트웨

어 테스팅 또는 검증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정적분석과 동적분석방식

이다[9]. 정적분석은 소스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분석

하는 방법인 반면에 동적분석은 소스코드를 실행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정적분석은 동적분석보다

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최근 철

도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함에 있어

서 정적분석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10].

2.1 IEC 62279

IEC 62279는 국제전기전자위원회에서 정한 철도통

신신호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관련 규격이다. 이 규

격에서는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단계에서 그림 1

과 같이 7가지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방법을 이용

할 것을 권고한다[9].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단계에서는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규격에서는 SWSIL 1, 2에서는 3가지 조합을

추천한다. SWSIL 3, 4에서는 3가지 조합을 권고하는

데 여기서 공통으로 권고하는 부분은 정적분석과 동

적분석방식이다. 정적분석은 그림 2와 같이 권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정적분석은 9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된

다. 9가지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Boundary Value

Analysis, Checklist, Control Flow analysis, Data

Flow Analysis, Error Guessing, Fagan Inspections,

Sneak Circiut Analysis, Symbolic Execution,

Walkthroughs/Design Reviews 등 방법을 권고한다[9].

2.2 TWC

도시철도의 운행에 있어서 전동차운행을 제어하는

장치는 크게 구분 해 보면, 먼저 중앙사령실과 각 역

에 설치 되어 있는 “지상 장치(Wayside System)”와

이동중인 각 전동차에 설치 되어있는 차상장치

(Carbone System)로 구분이 된다.

그림 1.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Fig. 1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그림 2. 소프트웨어 정적분석
Fig. 2 Software static analysis

지상장치는 주행중인 전동차가 정해진 구간을 운행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지령을 생성해 차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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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거나 지상의 신호설비를 제어해 전동차의 운행을

제어하고, 주행중인 전동차는 실시간으로 레일 및 지

상에 설치된 각종 장치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각 역에

정차 때마다 차상에서 생성된 정보를 지상 장치로 보

내고 또한 다음 역까지 주행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령을 지상 장치로부터 받아 운행을 한다.

이러한 전동차의 운행을 제어하는 TWC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TWC 시스템 구성도
Fig. 3 TWC system block diagram

2.2.1 TWC 차상장치

전동차가 역 구내에 접근해 플랫폼의 제일 앞 쪽에

정위치 정차를 시도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시속

3Km/h 이하로 떨어지면, 차상의 TWC장치는 TCMS

나 ATO, ATC 등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취합 해 지상

TWC장치를 향해 차상의 주요 정보를 250ms 주기로

반복 전송을 하고, 지상 장치는 이에 반응을 하여 전

동차가 다음 역까지 운행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차상으로 전송한다.

지상TWC장치에서 정보가 전송되어 오면 차상의

TWC장치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 한 후 완충하고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차상의 각 장치(TCMS,

ATO, ATC등)에게 전송한다.

2.2.2 TWC 지상장치

지상 TWC장치(TWCC)는 전동차 하부에 설치된

TWC안테나와 승강장 앞 부분에 설치된 TWC루프 안

테나(TWC loop antenna) 사이에 형성된 자기유도 결

합을 통해 전송되는 차상의 정보(TCMS, 차상ATO장

치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지상 신호기계실의

Wayside CPU장치(이하 지상CPU)로 전송하고, 차상장

치(TCMS, ATC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상CPU장치

로부터 수신 받아 차상으로 전송 해 주는 역할을 한다.

2.2.3 TWC 안전성분석

TWC 장치는 TWC안테나를 통하여 열차운행에 필

요한 전차정차(Train berth), 전동차 제어, 무인모드,

반송자 검지와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안전성 분석

에 의해 TWC 차상장의 ATC와의 통신 기능이 철도

안전성 무결성 레벨 SIL2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규격서에서

권고하는 SIL2레벨의 안전성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2.3 TWC 차상장치 ATC 통신 안전관련기능

TWC 차상장치 ATC 통신부분은 차상 ATC에서 수

신된 데이터 스트림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검증괸 데이

터는 필터링 루틴으로 보낸다. 차상 ATC 로 보낼 데이

터를 완충 버퍼에서 꺼내어 일련의 패킷을 구성한 다

음 ATC로 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차상 ATC

로 보낼 데이터는 상호 물리적/ 논리적 프로토콜을 중

계하는 라우팅 기능이 안전성 관련 기능에 해당한다.

Ⅲ. 정적분석

TWC차상장치의 ATC통신기능에서 물리적/ 논리적

프로토콜을 중계하는 라우팅 기능은 안전성 관련 기

능에 해당이 되므로 IEC 62279에서 권고하는 정적분

석과 동적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정적분석은 규격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Control

flow analysis(흐름제어 분석)와 데이터 흐름 분석( Data

flow analysis), 상세설명 또는 디자인 리뷰(Walk-throughs/

Design Reviews)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3.1 흐름제어 분석

흐름제어 분석은 소스코드의 제어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제어흐름 그래프와 제어의존도,

콜그래프를 이용하여 소스코드의 제어구조에 대한 분

석방법이다. 소스코드의 제어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블록을 추출하여 노드(Node)를 이용하여 소스코

드 중에 함수가 몇 번 이용이 되는지 분석하여 소스

코드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3.2 데이터흐름 분석

데이터흐름 분석은 소스코드의 데이터흐름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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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다. 소스코드에서 선언한 데이터형태를 추

출하여 사용한 데이터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소스코드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장치의 물리

적 메모리와 연계되어 많이 사용되고 올바르지 않는

데이터 형태는 메모리 오버플러우와 같은 현상을 생

성시킨다. 이 부분이 안전성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되

기 때문에 안전성기능을 위한 필요한 방법이다.

3.3 상세설명 또는 디자인 리뷰

상세설명 또는 디자인 리뷰방법은 소스코드 신뢰성

과 가용성, 유지보수성 및 품질을 위한 방법이다. 소

스코드의 에러와 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스코드의 주석, 문법, 코딩규칙과 같은 부분

은 분석하는 방법이다.

Ⅳ. TWC 소스코드 분석

TWC차상장치는 차상의 ATC에서 온 정보를 분류

하고 종합하여, 이 정보를 지상의 TWC 장치로 송신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상에서 연결 된 ATC와

연결을 유지하고, 각 장비의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생

성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1 TWC 차상장치 소프트웨어 구조

TWC 차상장치의소프트웨어기본구조는그림 4와같다.

그림 4. TWC 차상장치 소프트웨어 기본구조
Fig. 4 The structure of TWC carbone software

4.1.1 하드웨어 계층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물리적인 부분으로, 차상장

치와 지상장치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차상장치와 지

상장치의 회로를(Hardware)를 모두 하나의 모듈에 수

용을 해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 각각 다른 동

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4.1.2 디바이스 드라이버 계층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계

층이며, 회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된 부분

이다. 이 부분의 프로그램은 회로를 직접 제어하는 프

로그램들이며, 라이브러리와 그 상위의 알고리즘 구현

부인 응용 테스크계층을 하드웨어 비 종속적으로 만

들기 위해 작성되는 계층 이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최소한의 기본 기능인 초기화와, 입력, 출력과 관련된

단순한 기능만 가지고 있다.

4.1.3 라이브러리 계층

실제 TWC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버퍼

링된 입출력, 디바운스 처리된 입력 및 통신 버퍼링,

패킷 조립 등등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계

층이다. 이 계층은 하드웨어의 직접적인 제어와 순수

알고리즘의 구현의 중간 단계에서, 드라이버 계층의

단순한 기능을 확장하여 좀 더 복잡한 통신 기능 등

의 제공이나, 통신이나 기타 하드웨어 제어의 추상화

기능 등등을 상위 계층인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제공

한다. S/W의 최적화를 위해 일부 루틴이 하드웨어를

직접 엑세스 할 수도 있다.

4.1.4 응용계층

실제의 TWC장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구현 되

어 있는 계층이다. 이 계층에 차상, 지상 TWC장치의

통신 처리 및 장치제어 2중계 처리 및 장치 감시 등

등의 모든 기능들이 개개의 테스크(Task)로 구현 되

어 하나의 무한 루프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그림 5. TWC 차상 ATC 통신 Flow Chart
Fig. 5 TWC carbone ATC communication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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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스코드 quality review
Fig. 7 Source code quality review

그림 6. 소스코드 code review
Fig. 6 Source code code review

4.2. TWC 차상장치 소프트웨어 통신 테스크

차상의 ATC장치로부터 송신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차상데이터 버퍼에 저장하며, 이 저장 데이터는 지상

으로 보낼 패킷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차상 ATC로부

터 정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상데이터 버퍼에서 정

보를 읽어 즉시 응답을 한다. 차상ATO장치의 통신

테스크는 그림 5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4.2.1 패킷수신 부분

주기적으로 패킷 수신 루틴을 호출하여 차상ATC

장치로부터 새롭게 수신된 패킷이 있는지 점검하고,

수신된 패킷이 없을 시에는 바로 테스크를 종료하여

다음 테스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2.2 패킷분석 및 저장부분

수신된 패킷의 각 필드를 차상ATC장치의 포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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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검사하고, 각 필드의 값이 유효한 지 확인한

다. 확인 후 모든 필드가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 수신된 정보를 차상테이터버퍼에 저장한다. 차상데

이터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는 TWC 지상장치로 전송

되는데 사용이 된다.

4.2.3 즉시응답 부분

차상 ATC장치가 지상장치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지상데이터 버퍼에서 정보를 꺼

내 응답을 한다.

4.3 TWC 차상장치 소프트웨어 테스트

TWC 차상장치의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안전성기능

이 포함된 ATC통신기능의 라우터 코드부분을 예들어

정적분석을 진행한다.

정적분석은 규격에서 권고하는 CFA, DFA, W-T/D

Reviews방법을 이용하여 LDRA 로 테스트를 진행한

다. LDRA Testbed를 사용하여 정적분석방식의 CFA,

DFA, W-T/D Reviews를 Code, Quality, Design형태

로 코딩규칙에 의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6, 7은 TWC 차상장치 라우터기능의 소스코

드를 처음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5, 6과 같이 코딩규칙을 MISRA-C규격[11]을

선택하고 TWC 차상장치 라우터기능의 소스코드를

정적분석하면 Code에 대한 에러가 54가지, 코드품질

에 대한 에러는 약 6가지 종류의 10%의 소스코드가

품질조건을 위배함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현재 국내의 철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안전성 관

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은 국제표준 규격에 맞춰

개발되도록 법규가 개정되고 있다. 철도소프트웨어 안

전규격에서 권고하는 IEC 62279의 소프트웨어 정적분

석방식은 안전 무결성 레벨에 따라 여러 가지 조합으

로 구성이 되지만, TWC 특성상 가장 일반적인 정적방

식을 선택하여 LDRA 툴을 이용하여 TWC 차상장치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였다. 정적분석 결과로부터 연구개

발단계에서의 정적분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소프트

웨어분석의 개발시간이 단축될 것을 예상한다[1]. 추후

엔 동적분석방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국내 안전성

관련 소프트웨어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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