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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Static analysis of software code, an experienced tester prefer detecting defects 

with using selective static technique. Many cases of static method have been reported 

such as coding rules, software metrics, defect data, etc. However, many of analysis case 

only present effectiveness of static analysis, not enough description for how the tester 

judged to classify code defects used in code analysis and removed them properly for 

ensure high quality. Occasionally, there are materials to show the effect of through 

some examples through some examples. But difficult to gain trust, because of not 

enough detail for application process. In this paper, introduced the static technique 

commonly used in railway and applied to the real development challenges. And the each 

of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t is hard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parer. 

But can be used and referenced as a case of study.

국문요약

소프트웨어 RAMS를 위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정적 분석을 위해서 경험 있는 테스터들은 
안전에 고장을 야기시키는 정적 기법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결함을 검출하기를 선호한다. 
코딩 규칙, 소프트웨어 메트릭스, 위험데이터 등의 정적 기법들의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분석 사례들은 정적 분석의 효과를 이론적으로만 제시할 뿐, 코드 분
석에 사용된 코드 결함들을 테스터가 어떻게 판단하여 분류하고 이를 높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올바르게 제거 수정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간혹, 일부 사례를 통
해서 그 효과를 제시하는 자료들도 있으나 그 적용과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성 화보를 위해 철도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적 
기법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실제 개발 과제에 적용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 참고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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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프트웨어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를 위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정적 분석을 위해서 경험있는 테스터들은 안전에 고장을 야기시키는 정적분석 기법
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결함을 검출하기를 선호한다. 코딩 규칙, 소프트웨어 메트릭스, 위
험데이터 등의 정적분석 기법들의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분석 사례
들은 정적 분석의 효과를 이론적으로만 제시할 뿐, 코드 분석에 사용된 코드 결함들을 테스
터가 어떻게 판단하여 분류하고 이를 높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올바르게 제거 수정하였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간혹, 일부 사례를 통해서 그 효과를 제시하는 자료
들도 있으나 그 적용과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Safety) 확보를 위해 철도분야(Railway Application)
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적분석 기법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실제 개발 과제에 적용하여 각각
의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 참고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정적기법을 소개하고 정적기법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각 기법에 대한 적용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다. 3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
에 대하여는 기술한다.
2. 본론

2.1 정 분석(Static Analysis) 기법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개발된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잠재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가
지 방법의 테스트 기법을 수행한다. 이때 실제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개발
된 소스코드 자체를 검토하고 결함을 찾는 활동을 정적분석(Static Analysis)이라고 한다. 
정적분석에 대한 기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수행하는 것을 리뷰
(Review)활동이라고 한다. 이 리뷰활동은 동료검토(Peer Review), 워크쓰루
(Walkthrough), 인스펙션(Inspection)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리뷰활동에서 사용
하는 정적분석 기법에는 코드리뷰(Code review), 품질리뷰(Quality review), 설계리뷰 
(Design review) 등이 있다. 

철도분야의 소프트웨어 안전성에 관한 국제 규격인 EN 50128의 Section 11.4.14에는 소
프트웨어 소스코드에 대한 검증(Verification)과 관련된 요구사항(Requirements)이 있으며, 
이 요구사항은 SW SIL(Software Safety Integrity Level)의 각 수준(SIL-0 ~ SIL-4)에 
따른 적용 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표-1]에 있는 EN 50128 Table A.5에 따르면 소스코드
에 대해서는 모든 SIL 수준에 대하여 정적분석(Static Analysis)과 동적분석(Dynamic 
Analysis)을 강력하게 권고(HR: Highly Recommended)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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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Measure SW SIL-1 SW SIL-2 SW SIL-3 SW SIL-4

1. FormaI Proof R R HR HR

2. Probabilistic Testing R R HR HR

3. Static Analysis HR HR HR HR

4. Dynamic Analysis and 
Testing HR HR HR HR

5. Metrics R R HR HR

6. Traceability Matrix R R HR HR

7. Software Error Effect 
Analysis R R HR HR

[표-1] EN 50128 - Table A.5. Verification and Testing (clause 11)

2.1.1 코드 리뷰 (Code Review)

코드 리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토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MISRA, CERT, CWE 등의 국제 코드 표준을 참조하거나 자사의 프로세스에 맞게 개발된 
코드 표준을 사용한다. 개발된 혹은 개발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정의한 기준을 비
교하여 위배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기법은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수행하며 발견된 위배사항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

C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여 MISRA-C를 사용할 경우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코드 표준 
룰은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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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ISRA-C:2004 Rule Rule Description

1 13S Goto detected.

2 36S Function has no return statement.

3 41S Ellipsis used in procedure parameter list. 

4 47S Array bound exceeded. 

5 48S No default case in switch statement. 

6 51S Shifting value too far. 

7 52S Unsigned expression negated. 

8 56S Equality comparison of floating point. 

9 60S Empty switch statement.  

10 62S Switch Case not terminated with break. 

11 93S Value is not of appropriate type. 

12 96S Use of mixed mode arithmetic. 

13 98S Actual and formal parameters inconsistent. 

14 132S Assignment operator in boolean expression. 

15 139S Construct leads to infeasible code. 

16 140S Infeasible loop condition found. 

17 248S Divide by zero in preprocessor directive. 

18 332S Widening cast on complex integer expression. 

19 334S No cast when ~ or << applied to small types. 

20 406S Use of ++ or -- on RHS of && or || operator. 

21 408S Volatile variable accessed on RHS of && or ||. 

22 433S Type conversion without cast. 

23 434S Signed/unsigned conversion without cast. 

24 439S Cast from pointer to integral type. 

25 442S Signed integral type cast to unsigned. 

26 443S Unsigned integral type cast to signed. 

27 446S Narrower int conversion without cast. 

28 452S No cast for widening complex int expression. 

29 457S Implicit int widening for function return. 

30 458S Implicit conversion: actual to formal param. 

31 477S Empty else clause following else if. 

32 496S Function call with no prior declaration. 

33 42D Local pointer returned in function result. 

34 1J Unreachable code found. 

[표-2] MISRA-C의 대표적인 Code Rule

2.1.2 품질 리뷰 (Quality review)

개발 된 코드의 단위 모듈(또는 기능 단위의 함수)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측정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Basic Metric)를 산출한다. 기본 지표로부터 산출되는 품질지표
는 [표-3]을 참조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품질지표는 명확성(Clarity), 테스트가능
성(Testability) 및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이며, 이러한 품질지표 중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고 합격 기준(예: Clarity 70점 이상, Testability 70점 이
상, Maintainability 70점 이상)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테스트에 드는 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소스코드의 잠재적 결함이 내포되어 있을 확률을 줄일 수 있다.

2496



 No Basic Metrics Clarity Testability Maintainability 

1 Executable reformatted Lines O O

2 Total Comments O

3 Comments in Headers O

4 Comments in Declarations O

5 Comments in Executable Code O

6 Blank Lines O

7 Total Comments/Exe. Lines O

8 Declaration Comments/Exe. Lines O

9 Code Comments/Exe. Lines O

10 Average Length of Basic Blocks O

11 Unique Operands O

12 Total LCSAJs O O O

13 Depth of Loop Nesting O

14 Expansion Factor O

15 Knots O O

16 Cyclomatic Complexity O O 

17 Number of Basic Blocks O

18 Total Operands O

19 Number of Loops O

20 Procedure Exit Points O

21 Number of Procedures O O

22 Unreachable LCSAJs O O

23 Maximum LCSAJ Density O O

24 Unreachable Lines O O

25 Unreachable Branches O O

26 File Fan in O

27 Fan Out O

28 Essential Knots O

29 Essential Cyclomatic Complexity O

30 Vocabulary O

[표-3] 소프트웨어 품질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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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설계 리뷰 (Design Review)

개발 된 코드를 대상으로 변수의 사용이나 함수간의 호출관계를 분석하여 개발코드에 내
포되어 있을 잠재적 결함을 발견한다. 고장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데이터로는

1)변수를 선언하였으나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UR: Variable not assigned a value before the specified use.)
2)변수를 선언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DU: Variable is assigned a value and not subsequently used.)
3)변수를 초기화하고 그 변수를 참조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다시 초기화를 한 경우 
  (DD: Variable is assigned a value twice with no intermediate use.)
등이 있으며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 정 분석 기법의 용의 문제

여러가지 정적분석 기법을 모두 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소스코드에 대한 
재작업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된다. 각 기법이 제공하는 방법이나 결과에 따라 소스코드에 
대한 수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적인 결함 또는 위배사항이 꾸준히 발견된
다. 결함 발견 시 코드 수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엄격한 개발표준으로 인한 개발기간이 너
무 증가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발자는 정적분석기법을 적용하기를 꺼리게 된
다. 

따라서 적절한 정적분석기법에 대한 선정과 적용에 따른 이해를 위한 개발자 교육이 필요
하다. 개발 규칙  및 표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조치 방법에 대한 가이드 등을 위한 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동화 도구를 지원하여 결함 발견을 위한 준비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2.3 정 분석 기법 용 사례

앞서 소개한 정적분석 기법을 2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해보았다. 적용한 테스트 자
동화 도구는 LDRA Testbed version 8.4.0 이다.

2.3.1 용 사례 (1)

코드 리뷰(Code Review)를 적용하기 위해 MISRA-C:2004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완성
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질 리뷰(Quality Review)의 경
우 여러 품질 항목 중에서 복잡도(Complexity)항목과 테스트가능성(Testability) 항목만을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계리뷰(Design Review)의 
경우 변수들의 사용에 대해서만 검증하였으며, 변수를 선언하였으나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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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권장항목
총검증적용항목개수 217 55

통과항목개수 185 48
위배항목개수 32 7

위배코드발생횟수 630 108

[표-4] 코드 리뷰(Code Review) 결과

항목 개수
총함수개수 52

복잡도 11 이하 함수 개수 45
복잡도 11 초과 함수 개수 7

테스트가능도 70 이상 함수 개수 45
테스트가능도 70 미만 함수 개수 7

[표-5] 품질 리뷰(Quality Review) 결과

한 경우(UR)와 변수를 선언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DU) 및 변수를 초기화하고 그 변
수를 참조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다시 초기화를 한 경우(DD)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목 개수
UR 항목 개수 1
DU 항목 개수 265
DD 항목 개수 236

[표-6] Design Review 결과

2.3.2 용 사례 (2)

 1차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적분석을 수행하여 MISRA-C:2004 위배항목을 발견
하고 2차 개선 및 검증을 수행하여 함수의 복잡도(Complexity)와 테스트가능성
(Testability)를 개선하였으며, 정적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동적분석을 실행하였다.

정적분석의 대상과 검증 결과 및 합격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7], [표-8]
1) 대상 소프트웨어
- 총 소스코드라인 : 823 Line
- 적용함수개수 : 24 개
- 프로그램사이즈 : 3.7 Kbytes
2) 검증결과
- MISCRA STANDARD CHECKING 결과
- MISRA C:2004의 520개의 항목 중 514개 적용
- MISRA C:2004 적용항목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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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예외항목은 MISRA:C 대상에서 제외
3) 품질지표 합격 기준
- System Critical 기능 85점 기준
- System 비Critical 기능 70점 기준
- 24개 함수기준 통과

MISRAC:2004검증 1차 2차 최종 권장
검증항목 247 247 193 54
통과항목 167 180 187 54
위배항목 26 13 0 0

위배코드발생횟수 294 39 0 0
제한적통과항목 3 0 0 0

[표-7] 정적분석 1, 2차 수행결과

품질지표 수행 결과
명확성
(Clarity)

결과: 각모듈에 관한 명확성 검증완료.
모든 함수 기준 통과.

테스트가능성
(Testability)

1차결과: 2개 함수의 테스트가능성 기준 미달: 50/63
2차결과: 함수 1: 테스트가능성 향상 : 50 →100
         함수 2: 테스트가능성 향상 : 63→88
→ 개선완료

유지보수성
(Maintainability

)

1차결과: 2개 함수의 복잡도가 17, 12로 다소 높았음(1차)
2차 품질측정 결과
 - 함수 1 : 복잡도: 17→2, 유지보수성: 50→100
 - 함수 2 : 복잡도: 12→7, 유지보수성: 50→75
→개선완료

[표-8] 품질지표 수행결과

2.4 정 기법의 용과 소 트웨어 신뢰성의 계

소프트웨어 신뢰성은 하드웨어의 신뢰성과는 다르게 컴포넌트 고장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방법이나 적용하는 신뢰성 예측 모델이 하드웨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소
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입력유형과 입력데이터의 발생 확률의 명세서로 구
성된 운영 프로파일을 식별하고 시험 데이터 집합을 준비한다. 이후 준비한 데이터 집합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관측된 신뢰성을 계산한다.

앞서 수행했던 정적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데이터 집합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신뢰성을 예
측해본 결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이 보다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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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예측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는 [표-9]를 참조하도록 한다.

SW 개발단계 Metrics SW 개발단계 Metrics

Retirement

Transferability
Conversion
Migration
Parallel checkout

Implementation

Complexity
Interfaces 
Development Std.
Completeness
Maintainability

Concept

User needs /objectives
Functionality
Performance
Completeness
Consistency
Documentation Std.

Test

Functional Coverage
Topical coverage
Component interface
P e r f o r m a n c e 
measures

Requirements

Architecture
O p e r a t i o n a l 
environment
Completeness
Ease of use

Installation & 
Checkout

Operational realism
C o n f i g u r a t i o n 
coverage
Interfaces

Design

Complexity
Modularity
Interfaces
Expandability
Timing, Sizing
Completeness

Operation & 
Maintenance

Integrity of changes
Regression testing 
coverage
Ease-of-learning
Ease-of-use

[표-9] 소프트웨어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품질 요소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스크드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조기
에 검출하는 기법으로 정적분석 기법을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기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얻었다. 2개의 사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적분석 기법
을 적용할 경우에는 개발자의 부담과 개잘 기간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법을 선정하여야 한
다. 또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실증적인 정적분석 기법을 적용한 개발자의 
경험에 디추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 빠르게 단위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 신뢰도 측정이 가능하였다.
- 개발자의 부담이 적었다.
- 빨랐다.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 결함을 발견하는 프로세스인 만큼 가볍게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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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교육을 진행하자.
- 프로젝트 시작 전에 교육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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