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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는 C의 장점올 가지고 있으연서 객체지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현재 객체지향적 소 

프트웨어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 중에 하나이다. 본 고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시스템과 같은 안천 시스댄 개딴에 사용원 언어가 Jl_ 장해야한 속성에 대하여 정악하고 이러한 속 

성들올 Ada, C/C++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80년 이후에 소개왼 객체 

지향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장점올 채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 

야의 소프트혜어 개발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safety-critical 시스템과 같이 고신뢰성과 안 

전성이 요구되는 시스템 개발에도 적용되어 진다면 소프트왜어 개발 생산성에 많은 도웅이 될 것 

이다. 

- 111 -



Summary

This report provides guidance to a verifier on reviewing of programs for

safety systems written in the high level languages, such as Ada, C, and C++. The

focus of the report is on programming, not design, requirements engineering, or

testing. We have defined the attributes, for example, reliability, robustness,

traceability, and maintainability, which largely define a general quality of software

related to safety. Although an extensive revision to the standard of Ada occured in

1995, current compiler implementations are insufficiently mature to be considered for

s.ilVtv systems. The discussion on C program emphasized the problem in memory

allocation and deallocation, pointers, control flow, and softwar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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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자로 발전소 제어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래잉 언어들은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비해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다. 본 보고서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 

(Nuclear Hegulatorγ Commission:NnCl의 조 약 nES 04-94-046에 의 거 하여 아 래 와 같은 고 

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한 특정과 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 Ada 

c와 c++ 

본 보고서의 목적은 Nnc에게 원자력 발전소의 고신뢰성 소프트혜어뜰 검토하는데 

지침올 제공하는데 었다. 따라서 소프트왜어 개발의 다른 과정보다도 구현， 즉 프로그래밍 

과정에 초전펀- 맞추고 있다 푼석， 섣계 그리고 V&V에 대한 그 외의 소프.s웨어 새만」’} 싱 

에 대한 것들은 다른 Nnc 보고서나 표준 문서 (혜 IEEE 7-4.3.2-1993, JEC 생O. 

NUnEG/cn 59‘쩌， NUnEG/Cn 6101 그리고 ~UnEG/cn 6~93) 둥볼 찬조하면 된다 

1.1 범위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은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성에 영향올 미칠 수가 있으므로 그 

들의 의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제시될 펼요가 있다 여기서는 위에 

서 열거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해 안전에 관련된 소프트혜어 개발올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정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스타일올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필수 안전 (safety-criticaJ)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기 위해 이미 만틀어 진 코딩 표 

준안에 있는 가이드라인올 보충하거나 안전 동급의 시스템에 관련에 비 안전 (non-safcty) 

둥급의 소프트혜어를 검토하는데 기존의 자료의 일부로 사용되어 질 수가 었다. 안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많은 프로그래잉 주제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는 제외시켰는데， 

예를 틀연 객쳐l지향 분석과 셜계 코드의 재샤용 그리고 효율성 퉁이다 일반적인 속성과 언 

어의 특별한 가이드라인들의 적용은 많은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의 특성에 영향흘 받았다. 

이러한 내용은 가능한 위치에 언급을 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쩌 2장에서는 일반적인 안전 프로그래잉의 속성 

어l 대하여 기술하였다. 재 3장에서는 Ada에 관하여 제 4장에셔는 C와 c++에 관하여 안전 

에 관한 속성과 그 언어에 따른 특별한 지침올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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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일반적인 안전 프로그래밍의 속성 

독립적인 안전 프로그래밍에 관한 속성에 

소개될 개별적인 언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올 

언어 일반적이연서 장에서는 본 

11. 

제시하는 뒤에서 기술하였다. 이러한 속성들은 

데 기본이 된다. 속성은 계층구조로 3단계로 정의되어 있다 . 

• Reliability(신뢰성) : 신뢰성이란 설계에서 정의된 조건에 따른 소프트왜어의 c벼측펠 수 

있거나 일관성 있는 실행의 정도를 말한다. 이런 상위 레벨 속성은 안전에 중요한데， 왜냐하 

면 구현과정에서 원치 않는 실행 (operation)이 소스 코드에 유도될 실수의 가능성올 줄일 수 

가 있기 때문이다 . 

• Robustness(건선정) : 건전성이란 바정상적인 상태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시스템 

소프트왜어가 받아드렬 수 있는 방법으로 운행올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상위 의 

대치하기나 내부작인 듀서l 깐 상태에 역사 안전에 증요한데， 왜냐하면 예외의 

상황 (이러한 것은 

소서 •, 0 리|‘씬 

정의되기 잘 젓이 모
 

단계에서는 설계 비일상적인 그리고 결하거나 

능덕윤 만한다-

• Traceability(추적정) : 추적성은 소스 코드와 라이브러리 요소들의 기원 그리고 개발 

과정올 검토하거나 규정하는 것에 대한 feasibility( 믿음)에 관련되어 있다. 추적성은 더 

확산플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의 가 어렵다)으로부터 발생한 

높은 

역사 안 설계 문서와 더불어 

전에 중요하다. 왜냐하연 이것이 verification( 검증)과 validation( 검정) 그리고 소프트혜어 질 

속성 소스 표드에 관련될 수가 있다. 이런 상위 레벨의 단제의 

적인 확신에 대한 다른 요소들올 쉽게 해주기 때문 이다. 

발생하는 후에 개발완료 소프트혜어가 유지보수성이란 • Maintainability(';유지보수정) 

레멜 상위 된다. 이런 수 있는 수단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올 줄일 변경과정에서 

속성은 안전에 중요한데 왜냐하면 소프트혜어의 

발생될 수 

즉. adaptive. corrective 

실행의 가능성올 줄일 

유지보수 과정 

않는 인한 원치 오류로 있는 

의 

또는 perfective 과정으로 

수 있기 때문이다. 

걸쳐 이러한 속성들올 아주 자세히 다룬다. 제 2.1절에서 2.4에 

2.1 신뢰생 

조건 아래의 

성공적인 실행 확률 또는 (2) 요구 사항에 대한 성공적인 실행의 확률을 말한다. 소프트혜어 

η
 

, --“ 

정해진 또는 시간 이내 관점에서 신뢰성이란 (}) 정의된 소프트왜어 



의 성공적인 수행은 시스템의 메모리와 프로그렘 로직에 의한 소프트워l 어의 적절한 행위의 

결과이다 신뢰성에 관련된 부속 속성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가 있다. 

메모리 활용으l 예측정 : 소프트혜어가 프로세서에게 원치 않거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메모리의 위치의 접근올 야기치 않올 높은 가능성이 있다. 

• 재어 흐릎에 대한 예측성 : 프로세서는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따라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확률이 크다. 

타이망의 얘측성 : 정해진 run-time 환경 내에서 소프트혜어 실행은 요구 시간이나 능 

력의 제한에 맞추어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중간 속생은 여러 개의 기본 속성들올 가진다 메모리 활용과 흐름제어에 

관련원 객셰지향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속성닫플 보여 주고 있 ct. 이러한 속성퓨 아래에 자 

세히 설명되어져 있다. 

2. 1.1 때보리 활용의 예측성 

본 절에서는 메모랴 활용의 예측올 용이하게 해주는 다음의 기본 속성에 대하여 소 

개한다. 

• 동척 메모리 할당의 최소화 

• 메모리 페이징과 swapping의 최소화 

2.1.1.1 동척 에모리 할당의 최소화 

동적 메모랴 할당은 프로그랩의 실행 시에 메모리가 펠요할 때 임시적으로 메모리를 요 

구할 때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다른 사용자들 위해 메모리를 되돌려 줄 때 사용된다. 안 

전에 관한 관심은 메모리가 실시간 소프트웨어에 동적으로 할당되었다가 소프트왜어가 결국 

에 모든 또는 일부를 내어 놓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연유 

한다. 즉， 

• 웅용 프로그램이 때모리를 할당받았다가 이것올 정상 실행 경로의 일부로 해제하지 않 

는 경우 

• 어떤 프로그랩이 때모리를 임시적으로 할당받았다가 메모리률 되돌려 주는 명령문올 실 

행하기 이 전에 인터 럽트를 당한 경우 

? 

나
 



위의 경우 어떤 것이던 모든 사용 가능한 메모리와 모든 안전 시스템 함수틀올 결 

과적으로 잃게된다. 그러므로 안전 시스템에서의 동적 메모리 할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만약 동적 메모리 할당이 피할 수가 없다면，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은 것올 확실히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항해야 한다. 

• 특정 실행 사이클 동안에 동적으로 할당된 모든 메모리는 사이콜이 끝난 때 되돌려 져야 

한다. 

• 메모리가 동적으로 할당되었다가 해제되는 사이에 실행에 대한 인터럽트의 가능성은 피 

할 수 없다면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브쿄 소스굿브에뉴 동적으호 한당원 메모리가 해제되 

지 않는 상황을 판단하고 그러한 메모리가 있다면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져 있어 

야 한다 

2.1.1.2 메모리 페이정화 교환의 최소화 

에l 모리 페이싱은 디스늬의 일부 (또는 다븐 보조 /1 억장치)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지 

않는 주기억장치의 일부의 사용올 대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모리 영역이 프로그랩 실행 

중에 펼요하다연， 운영체제가 디스크로부터 읽어드려 주기억장치로 저장시켜준다. 프로세스 

교환(swapping)은 디스크 등 보조기억장치륜 이용하여 스택 공간 그러고 hcap 공간 둥 데 

이터 영역올 포함한 모든 불활성 프로셰스의 메모리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이다. 프로세스가 

실행할 시간이 된다면， 이미지가 디스크로부터 읽어드려져 주기억장치로 저장되는데 CPU에 

의해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기능은 요구되는 메모리의 크기가 컴퓨터가 갖고 있는 크기보다 큰 온라인 

과 배치 시분활 시스템올 위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안전 시스렘에서 적합하지 못한 

데， 왜냐하면 이로 인해 반용시간이 현격히 늦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전이뜰 위한 

복잡한 인터럽트 합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러한 기능들은 디스크와 같은 

전자기계적 장치에 영향올 받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장나기가 쉽다. 

만약 머l모리 페이정과 프로셰스 교환을 지원하는 어떤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가 안전 

시스템에 사용된다연， 이러한 특성은 운영체제 레벌에서 행해져서는 안된다. 모든 자료와 프 

로그램응 저장한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주기억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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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성 흐름의 2. 1.1 쩌어 

제어 흐름(Control f1ow)는 프로그랩에서 설행문이 설행되는 순서를 정의한다. 예측 

가능한 제어 흐름은 특정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행되는 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가능히게 한다 

관련된 기본 속성들로는 : 

• 구조의 최대화. 

• 제어 흐름 복잡도의 최소화. 

• 변수는 사용하기 이전에 초기화. 

• 부프로그램은 단독 엮구과 Tfl-톡 훈구른 각뉴다 

• 인터페이스 애매모호성올 최소화한다 

경저 
"'- ~~. 

• 자료형올 사용한다. 

정낀도와 정확도갚 걱성한나 

• 산술， 논숲， 그리고 함수적 연산자에 

• 부작용옴 유발할 수 있논 함수와 rr 무시듀어 피한다 

• 블래스 라이브리간1 3.가갚 소성싼다 

순위 대한 우선 

• 동적 바이딩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 연산자 오버로딩올 조정한다. 

다시 논의된다.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아래에서 및 이러한 속성 

2. 1.2.1 구조의 최대화 

。l비구조적 설행의 곳으로 분기점에서 다른 프로그램의 “ Spaghetti c여e" 란 어 떤 

것이다. 지칭하는 불명예스럽게 코드를 가진 동둥한 설행문올 동올 야기시키는 goto 또는 

얀전에 판련해선 실행 시간적 행위는 추석하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 Goto문은 왼하지 않는 

틀어가기 위 그 세그먼트에 side effect률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 왜냐하연 연속되는 설행이 

톡정 코드 세그먼트의 실행올 중단시킬 대한 확신에 없이 한 모든 조건올 만족시키는 지에 

습관올 금지하거나 권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코딩 수가 있기 때문이다. 

2.1.2.2. 재어 흐름 복장도의 최소화 

분기나 반복에 대한 중첩 (nesting) 레벨의 

대한 예측올 어렵게 하거나 검토나 유지 보수에 방 

대한 관심은 얘상치 못한 매개 변수의 조합올 만나는 곳에서는 제어 

관련되어져 수에 

’ 3 

흐름의 

었다. 과도한 복잡도는 프로그램 흐륨에 

해된다. 톡별한 안전에 

복잡도는 제어 



흐름이 예측하기 힘든다는 것이다. 과도한 중첩은 분기 위치에 항수나 부프로그램올 사용하 

여 피할 수가 있다. 프로책트의 일부 또는 조직적인 E딩 가이드라인 일부로서 중첩에 관한 

특정한 한계는 안전에 대한 염려를 줄일 수가 있다. 

2.1.2.3 변수는 사용하가 이전에 초가화 

변수가 실행되기 이전에 알려진 값으로 초기화되지 않으면 변수가 이상한 값올 포 

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실행과정 예측성은 프로세스를 위해 

확보된 메모리는 엑셰스하기 전에 그 값이 알수 있기를 원한다. 컴파일러는 변수들올 위해 

예비된 메모리 영역올 자동적으로 reset하는 것에 종속되지 않는다. 

2. 1.2 .4 서브 프로그랩올 위한 단독 입구와 출구 

서브 프로그램에 많은 입구와 윷구는 goto 문장에 의한 것과 비슷한 제어 흐깐익 

비확실성이 야기될 수가 있다. 실행 흐름 예측성은 각 프로그램이 단독 입구와 단독 줍구뜸 

갖게 함으로써 높일 수가 있다. 설행 흐류의 예측성은 안전에 중요한 특성이기에 서브프로 

그램 또는 함수늪에 대한 다수의 입구와 출구점은 u~란직하지 봇하다. 

2.1.2.5 인터페이스 에 u，모호생의 최소화 

인터페이스 결함이란 다른 서므프로그램의 호출시， 다른 작업과 통신하는 과정， 객 

체간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운영체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매개 변수가 힐치하 

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한 결함의 한 예로 서브프로그램올 호출할 때 매개 변수의 

순서롤 거꾸로 한 경우도 포함된다. 소프트왜어 실패에 대한 기폰의 연구가 이러한 범주의 

결합이 심각하다는 것올 보여주고 있다. 인터페이스 결합의 확률을 줄이거나 채거할 수 있 

는 코딩 습관은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매개변수의 순서를 정할 때 이웃한 것들은 다른 자료형올 갖도록 한다. 

• 기호를 지왼하는 언어흉 사용할 경우는 순서나 위치 가호보다는 이름적인 기호를 사용 

하도록 한다. 예로 display(v머ue=>TC5， units=>EU)가 display(TC5，EU)보다 낫다. 

• 서므프로그랩이 시작하는 시점에 입력된 매개변수의 오류를 검토한다. 

2. 1.2.6 자료형의 사용 

프로그램에 훤하는 것과는 다른 데이터가 받아드려지연 문제가 야기되고 이로 인해 

실행과정에셔 안전에 영향올 마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은 자료형 (data type)을 선언함으로 

” o 



써 해결이 가능하다. 자료형은 향상된 인터페이스를 위해 좋으며， 검토를 도와 주거나 컴파 

일링과 실행 시간의 검토를 도와준다 지금은 강령 형규제 (strong typing)으로 발전되었다. 

안전에 관련된 자료형에 관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강력형 규제 언어에서 얘매모호한 자료형의 사용을 자제한다. (예플 들면， 상위와 하위 

범위가 없는 일반식인 정수형이냐 실수형) 

• 자료형이 갖고 있는 값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 예외 오류나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 형전환올 최소화하고 자동적인 형 변환올 없앤다. 

• 혼합 모드 심행올 피한다. 만약 꼭 훨요하다면 소스 코드에 정확히 명시되어 사용되어 

져야 한다 

• 산술 연산자나 관계 연산차가 있는 수식에서는 단독 자료형올 갖거냐 또는 적절한 자료 

형의 집함이 되어야 하며， 이달간의 젠한의 어려움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2.1.2.7 정말도와 정확도의 측정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는 적당한 정밀도와 정확도를 제공받아야 한다. 안전에 대한 

염려는 부동소수 변수가 분석에 의해 정밀도가 지원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가 있다‘ 

2.1.2.8 연산자간의 우선 순위 결정 

산숲， 논리 그리고 다른 연산자들간의 default 우선 순위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우선 순위 확실히 하기 위혜 괄호를 사용하거나 다른 장치를 이용하여 연산 

자의 우선 순위를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2.1.2.9 side effect를 가져용 함수나 부프로그햄의 사용폴 규제한다. 

2.1.2.10 치환은 팽가로부터 분리한다 

2.1.2.11 프로그웹 인스투루벤트의 적철한 관리가 요구된다. 

2.1 .2.1 2 클래스 라이브러리 크기를 조갱한다. 

클래스 라이브러리 크기률 조정합으로써 많은 클래스와 객체로 인해 시스템이 다루 

기 어려워지거나 또는 수행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클래스와 객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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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 된다. 

2.1.2.14 연산자 오벼로당의 조정 

다형성， 즉 연산자 오버로딩이란 같은 연산자를 이용하여 다른 자료형의 연산올 하 

도독 허용하는 것으로 C++이나 Ada에서 지원하는데， 이로서 판녹성올 높이고 복잡성올 낮 

출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바인딩하는 지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 

문에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지침에 따른 수행이 검정과 더불어 사용할 수는 

었으나， 그렇지 못하면 사용올 자제하는 것이 좋다. 

2. 1.3 질행 시간의 예측생 

안전 시스템이 실시간 제어에 사용될 때 시간의 예측은 아주 중요하다. [Kopetz 

1993. Leveson92. Tumeκη1 예 륜 들어 reactor shutdown 시 스 템 은 만 약 섣 행 파 라 떼 프 가 

허용 구간올 벗어나면 특정 기간 이내에 trip 신호를 발행시켜야 한다. 객처}지향 언어에서의 

기본적인 속성은 아래와 같은데 이미 위에서 설명되었다. 

• 클래스 라이브러리 크기의 조정 

• 동적 바인딩의 최소한 사용 

• 연산자 오버로딩의 조정 

다옴용 그 이외 실행에 관련된 속성에 관한 것이다. 

2.1.3.1 Tasking 사용의 칙소화 

바록 Ada에서 지원하는 태스킹은 병렬 프로세싱에서 매력적인 모텔올 제공하지만， 

펠수 안전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이유에서 적합하지 않다. 

• 청파일 뺀더， 운영체재와의 상호접촉， 그리고 하드쐐어 기반의 설계 동의 구현방식의 차 

이로 인해 실행시간의 얘측이 어렵다 . 

• 여러 개의 호출된 태스크가 실행올 기다라고 있올 때는 실행의 순서가 예측하기 힘들 

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선택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Gotfried 93, Naidtch93]. 

• 태스킹은 race 조건이나 deadlock같은 시간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은 

디버 깅이 쉽지 않다. [Royce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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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인터럽트 관련 프로세싱의 사용올 최소화 

발전소와 운행자의 입력올 받아드라고 실행하는 것올 조절하는데 인터럽트 유도 프 

로세싱을 사용하는 것은 반웅 속도를 줄일 수는 었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결정적인 최 

대한의 반응 시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안전 관련 시스템에 관련된 문서나 지침서에는 일반 

식으보 이러한 것의 사용올 억제하거나 막고 있다 [IEC잃어. 

2.2 Robustness (건전성) 

건전성이란 소프트혜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조건에서 수! 

행올 계속할 수 있는 능력올 말한다. 건전성은 안전 소프트워l 어에 있어서 중요한 속성인데， 

왜냐하면 사고나 다른 이유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또한 소프트훼어는 

:L êj 한 상황에서도 모니터링과 재어가 게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컨전성에 대한 세부 속성으 

로는 다음과 같다 

• 다양성의 샤용에 대한 조정 

• 예외 시리에 대한 조성 

• 입출릭 자료의 점겁 

2.2.1 다양성 사용얘 관한 조정 

다양성올 유지하는 소프트워l 어의 개발은 셜계 단계의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다양성이 설계나 요구사항 정의에서 요구되지만， 그것은 용용에서 조 

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두 가지 기본 속성으로는 아래와 같다. 

2.2. 1.1 내부 다양생의 조정 

만약 내부 다양성만이 사용된다연， 모든 버전에 관한 인터페이스가 동일해야 한다 

즉， 호출 부프로그램으로 부터의 어떤 센서 자료나 파라매터가 모든 버전에게 동일하재 전 

달되어야 하며， 어떤 버전으로부터의 출력 자료는 받아드려지고 시스댐의 다른 부분에 사 

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수 모률 버전이나 instantiations에서는 지역변수의 내부 설행이 

나 저장장소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내부 다양성은 같은 메시지나 메소드가 사용되어지는 객 

체지향 방식에서 활용되며， 내부 알고리즘이나 자료 표현은 서로 다르다 [Cuthi1l93) 내부 

다양성은 섣겨l 와 프로젝트 특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현되어져야 한다. 

• 다양한 알고리즘; 다른 알고리즘， 단위 전환， 그리고 프로셰스 매개변수는 셜계나 구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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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관련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가 있다 . 

• 다양한 자료 검증 . 센서 자료나 출력 자료의 검증올 위한 다양한 계획올 사용하는 것 

은 설계나 구현과정에 관련된 오류의 가능성올 최소화할 수가 있다. 

대양한 예외 처리 류틴 · 이러한 방법은 예외 처리나 프로세성에서의 오류가 많은 버 

전에서 동시에 발생할 확률올 줄어준다 

• 다흔 xf효 형， 듀조와 세장장소 

• 다양한 라이브러리 와 서브 프로그랭 

• 산줄 연산에 대한 다양한 순서결정 

• 압출력 살랭의 다양한 순서 

2.2. 1.2 외부 다양성의 조정 

외부 다양성이 사용되어지는 카에 만약 시스템의 구현이 섣게 문서에 의해 잘 정의 

된 망엠에 의해 이푸어진다면 안찬성유 ’.L 아선나 f! 시l :，I- 서간 R구사항. 우l 힘 뷰서 ~L 이그l 

비슷한 자원에 의해 부여펀 다양성올 반영해야 한다 외부 다양성은 아마도 내부 다양성과 

연계되어 버전 가운데에서 다른 인터페이!-깐 사용한 o 우L 써 이루어진다. 외부 다양성은 다 

릎 언어늪이 다릎 버 진에 사용펠 때는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다릎 채널을 풍-해 센서 자 ît 

릎 얻을 때 사용된다. 

2.2.2 예외 처리 사용에 관한 조정 

c얘외 처리는 잘못 실행되는 시스템 상황과 입력 데이터를 처리한다. 어떤 언어의 

예외처리에 관한 규정은 비록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그 이후에 정의된 상태로 ·변하더라도 

실행 경로를 변경하는 것올 쉽게 허용한다. 예외의 발생과 처리륜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야 

기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외 조건 동안의 싣행 흐름이 추적하기가 어련기 때문이다 

Exception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속성은 아래와 같다. 

2.2.2.1 국부적 인 exception 처 리 

한 프로그랩에서 exception올 여러 레멜올 통해 확산하는 것은 exception 처리가 

구현된 장소에서 exception의 정확한 근본올 잘못 해석할 수가 었다.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 

실패는 만약 exceptJOn이 지역적으로 다루어진다연 해결될 수가 있다. 

2.2.2.2 외부 셰어 흐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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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이 발생했던 루틴의 외부에 대한 제어흐름의 인터립트는 exception 처리 

에 따라 후속 실행에 대한 예측 불허를 초래한다. 안전은 exception 처리를 위한 모율의 외 

부 제어흐름올 유지함으로써 높일 수가 있다. 

2.2.2.3 Exception 처리의 일관성 

Exception 처리에 관한 잘 정의되지 않는 사용은 코드의 다른 부분에 같은 

exception 조건에 대한 일관성 없는 처리를 야기할 수가 였다. 최악에는 이것은 다른 

exception이 발생하고 처리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코덩 

방법에 exception에 대한 가이드라인올 사용함으로써 피할 수가 있다. 

2.2.3 입. 출력의 점검 

산붓된 겸과에 의한 데이터의 오염븐 반약 후-자 ]í_ -'.’-‘ Il 잉이 약산 ~l ~，:- 섯이 허 용씬 

것이라면 심각한 결과갈 초래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된 기본 속성은 아래와 같다. 

2.2.3.1 염략 데이터 점검 

입력 데이터란 다른 루틴으로부터의 자료 외부환경으로의 자료 그리고 이전 설행 

으로 메모리에 저장된 자료를 포함한다. 입력 자료는 처리되기 전에 옳은 가릎 점검해야 한 

다. 최소한 입력되는 자료는 자료형과 허용 범위에 대하여 점검되어야 한다. 안전 시스템에 

서는 잘못된 자료를 발견하고 셜계 단계에서 정의된 것 같이 모플올 알려진 상태로 옮기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2.2.3.2 출력 데 oJ 터 갱검 

출력 데이터， 즉 외부 환경 또는 다른 모률 또는 다음 실행올 위해 에모리에 저장 

될， 데이터들은 오류가 없음을 위해 접검되어야 한다. 최소한 적젤한 자료형이 사용되었는지 

적당한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지는 점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검은 옳은 자료를 제 

거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설계에 의해 제거된 출력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져 있어야 한다. 

2.3 Traceability (추척생) 

추적성이란 설계와 비교하여 소프트혜어의 정확성과 한성도의 검증올 도와주는 속 

성이다. 아래는 추적성에 관련된 세부적인 속성에 대한 설명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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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갱 만들어진 합수 사용의 2.3.1 01 01 

대부분 언어들은 프로그래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태 

조
 

구
 

스크에 대한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함수뜰은 기본 언어 

않다. 따라서 이 제 한 섬 이 나 exception올 

염려가 된다. 기정의된 함수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염려 

통해 

있지 잘 알려져 대하여 방법에 처리하는 비해 어l 

러한 함수의 사용은 안전에 

기구의 수가 있 다. Regression 테 스 팅 은 

새로운 컴파일러와 실행 라이브러리에 대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것을 확정하는 것올 가능 

대한 검사 자료， 프로시듀어， 그리고 기존 

명시될 가이드라인올 프로책트 또는 사항은 

만들어진 함수들에 

보관되어져야 한다. 

허용되어 

테스탱 결과에 대한 것들이 

한다. 따라서 하게 

조갱 

라이브러리간 다른 개발 팀에 의해 삭성되어지고 벤역된 푸딘올 딸한다 

라이브라리의 웅용은 표준 언어에서는 정의되지 않는 입·출력 실행， 장치 드라이브， 또는 수 

학적 실행 동올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캠파일러 벤더， 제 삼자 또는 다른 개 

발 부서어l 서 채공할 수가 었으며 built-in 함수와 비슷한 염려가 뒤따른다. 

밴역된 

2.3.2 밴역된 라이므러리 사용의 

벤역펀 

2.4 Maintainability (유지 보수생 ) 

소프트왜어의 유지보수성이란 개발 이후 변경올 가져다올 때 오류의 가능성올 줄여 

준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보수에 관련된 세부적인 속성으로는 아래와 같다. 

• 판옥성 : 소프트혜어가 개발자에 의해 이해를 쉽게 해주는 속성올 말한다. 

• 데이터 추상화 : 코드가 나누어지고 모률화되어 관련된 내용만을 포함하여 압축되고， 소 

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side effect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프트혜어 

프로시듀어， 합수) 코드에 적절한 요소 (하나의 단계의 합수들이 합수정 용갑력 : 셜계 

로 나타나는 것 올 말한다. 

• 유연성 : 변화에 대하여 소스의 다른 부분의 영향을 줄이는 정도를 말한다.1 

• 이식성 : 이식성올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에 따른 비표준 함수의 사용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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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성은 개발자가 아니라 자격 있는 개발참여자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유지보수에 있어서의 판독성의 중요성은 NASA Goodard Software Engíneeríng 

Laboratory ( McGarry , 1992 )에서 수행되어진 연구에서 잘 볼 수 있다. 즉， manual code 

readíng(desk checking)은 코드 결점들올 발견하는데， 구조상의 또는 기능상의 검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판독성이 수정 또는 적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 동안 

에 변경하여야할 코드 식별올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러한 유지보수 동안에 새로운 결점들이 

나올 확률올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판독성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거나 권유되어지지는 어떤 일반적인 표준은 없다 그 

렇지만， 조직적이거나 Project-specific codging style 그리고 관련된 지침은 safety-crítical 

시스템에 대해서 기대된다. 다옴의 기초 속성틀이 판독성과 연관되어져 있다: 

• 틀여쓰기 지침 

• 기숨적인(식변이 용이한) 식변자의 이륜원- 사용 

• 주석과 자세한 내부 설명 

• 부프로그램 크기의 제한 

• 흔합 언어 프로그래밍의 최소화 

• 분명치 않거나 미묘한 programmíng 구조 사용의 최소화 

• 연관된 요소들의 분산의 최소화 

• literals 사용의 최소화 

이 속성틀은 다음에 논의되어 질 컷이다. 

2.4.1.1 적당한 들여쓰기 

적당한 들여쓰기는 소스코드에서의 선언， 제어흐롬， 설행할 수 없는 주석， 그리고 

다른 구성요소의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들여쓰기 지칩은 일반적으로 project - speci fid 계획 

명세서) 또는 조직상의 프로그래밍 형태 또는 표준의 일부분이다. 들여쓰기 사용이 되어져 

야 하는 중요한 아유는 다용과 같다 : 

프로그래밍 블록 ( begin 과 end에 의 한 문장한계의 순서 ) 

주석 

분기 의 구성 ( 예를 들면 if … then … else, case 문장， 반복， 둥 ) 

다중 중첩 (에률 들면， do loop를 가지고 있는 do loop) 

변수와 서브루틴의 선언 

compile directives 

raising 과 handling 의 예 외 

” 
ω
 



2.4 .1.2 식 별자의 기술적인 이릎 사용 

쉽게 이해할 -'"‘ T 없는 변수， 프로시듀어， 함수， 자료형， 상수， 예외사항. 

method , label 그리고 다른 식별자들의 이름들은 검증과 유지보수를 방해할 수 있다. 

객체， 

식별 

자늘의 이듭을 냉시할 때의 신줌한 고려는 이릎이 요구되어질 때， 기술적이고， 모순이 없고， 

추적이 가능한 고수준 문서를 편하게 한다 naming 협약은 묘당의 스타일과 실제 메뉴얼에 

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명시된 문제들의 예이다 : 

plant 입력 자료의 식별 (예률 들연， 센서에 의해 언급된 변수， 또는 그것을 

loop l_hoUelL TC 1 이 라 부른다. ) 

• 어땅거l 반복운에서의 변수플 명시할 것인가? ( 예를 들면， i, j , k 또는 긴 제목 ) 

• 식별자의 지역적인 이름 (예를 들면， average_procedure.mean올 재이름하면 mean 

다깐 밴주 !?l 삭벚자갚의 구연 (예감 듣변， 변수닫과 구분하고 위해서 모든 자li형에는 

_T뜰 suffix로 사용한다J 

• project-specifid 계 획 명세서 )의 용어와 예약어의 리스트 (예를 틀연， "alarrn" , "limit" 둥 

난어사용에 대한 세한 )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이익이 있거냐， 명백하고 

일관되고， 모호하지 않은 표기가 동반되어지지 않는 한 피해져야 한다 만일 Ada와 같이 언 

위하여 목적을 다른 

어 가 precompiled units를 지원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변수는 어떤 하냐가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사용되 

어 지는 것은 프로그램 작성자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해석 

이 가능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는 package얘서 name의 선언을 생략 가능하 

다. 이와 같이 다른 package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방법으로 같은 이륨을 가지는 다른 변수 

같은 이름으로 선언되어진 package들에서 

가 사용되어 질 수 도 있다. 만일 특정 분기냐 실행 경로가 자주 만나지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에는 run-tlme 오류가 발생할 때까지는 발견되지 않온 않을 수 있다. 

사용자 지정 식별자로 예약어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4. 1.3 주석 달가 및 내부 문서 

사닫 

불완전한 주석， 일관성 없는 형삭， 그리고 현재 쿄드를 반영하지 않는 주석은 재조 

망해하고， 신중한 고려를 증가시킨다. 이 문재는 주석과 내부문서의 구성을 조절하는 

조직 적이거냐 project 코딩 표준에의 지청에 의해서 최소화되어 질 수 있다. 서두 부분에 위 

치되어질 수 있는 item들의 예를 들면 다음 것들을 포합된다: 

- 14 -



• subprogram 또는 unit의 목적과 달성 방법 

• Functions9t 수행 요구 그리고 부프로그램이나 unit의 구현올 도와주는 외부 인터페이 
까‘ 

• 호출되어지는 다른 부프로그램 또는 unit 그리고 그들의 의존관계 

• 선역， 지역 연수의 사용과 반일 석용 가능하다면， 특별한 유지보수 영령과 함께 하는 메 

모리와 레지스터의 위치 

• 책임 있는 프로그래밍 부분 또는 섹션 

unit의 생성일시 

• 최근 수정일시， 수정 번호， 문제보고 번호， 그리고 수정과 연관된 제목 

• 굿r::의 모든 주요한 부분에 대한 의해 의도된 실패 동작과 연관된 정보 

• 실행 시 시작부분에서 참조되어지는 입력과 출력， 포함된 자료화일 

• 목적， 범위， 그리고 만임 매개변수를 같은 subprogram이라연 각 매개변수에 대한 제약 

"1 ‘! 

• 자화형태， 연수， 그리고 상수 선언과 연관된 주석에 있어서 high-Ievel 문서 참조 

분기의 시작과 프로그래멍 븐록에서 목적과 기대되는 결과 

• 실져| 프보그래밍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파 이탈의 설영하는 자세한 

in-line 주석 

2.4.1.4 부프로그램의 크기의 제한 

추천되어지는 몇몇 문서들올 각 부프로그램 또는 unit의 소스 코드의 길이를 제한 

한다. 예를 들연， 평균 100개의 발전성이 없는 문장과 최대 200이상의 문자 둥이 추천되어졌 

다. 부프로그램의 크기에 대한 관심은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동기 중에 하나 

이다 Dijkstra ’ s는 “ 소프트혜어 실패의 중대한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인 실제크기의 명확 

한 어려웅에 대한 과소평가의 보편성이다 ” 작은 subprogram은 (하나 또는 두 페이지) 하 

나의 낀 것보다 재조사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허락할 수 있는 크기의 제한은 프로그랩과 

언어의 본질적인 평가를 해야한다. 핵의 안전과 제어시스템에서 주어진 코드는 자주 다수 

의 분별된 양올 다루어야하고 자료의 선언(주석이 요구되어지는)은 스스로얘 의해서 한쪽보 

다 많은 양이 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본 속성에 대한 기준은 보면적인 수의 시초 

보다 오히려 크기의 지침에 제공되어 진다. 

2.4.1.5 혼합 언어 사용의 최소화 

혼합 언어 프로그래밍(예를 들연. interrupt handling올 위해서는 어셉블라 언어를 

다른 처리를 위해서는 고급언어)의 재조사자와 유지보수자에게는 어렵고， 그러므로 주의가 

π
 ω 



요구되어 진다. 

2.4.1.6 왈분명한 프로그래멍.구조 사용의 최소화 

분명치 않은 코딩구성은 일반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코딩의 양이냐 CPU의 

리를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기술올 사용합으로서 냐타닐 수 있다. 그와 같은 코딩 습판은 

재조사와 유지보수에서 문제를 나타내고 따라서 주의릎 해야 한다. 예플 들연， 왼쪽으로 정 

수의 shift는 그 값의 도배에 대한 값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구성은 값의 두배로 

하는 셜계가 더 명확하다. (즉， 오히려 곱셈을 수행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후자의 구성은 

만일 값올 왼쪽으로 shift하는 것이라변 명확해 질 수 있다 (즉. shift 연산의 수행이 2를 곱 

하는 것보다 냐올 수 었다.) 

2.4.1.1 관련 요소툴 툴산의 최소화 

만일 코드와 관련된 요소들이 프로그램안에 흩어져 있으연.그것은 재조사와 유지 

보수 동안의 소스 목록내에 여러 위치틀이 참조되어져야 한다 :1 렇지만‘ 그 분산에 대한 

명시적 기반이 언어에 의해서 앤경되어 진다 예칠 뜰연 어떤 언어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코드중의 몸쳐l로부터 분리된 영세플 허락한다. 다릎 것은 비슷한 목적으I "prototype"올 허락 

한다. 강한 자료형태률 갖는 언어는 하냐의 파일내의 모든 자료선언올 집중이 되어져어지 

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즉， 객체지향 언어 안에서 파생된 클래스로부터의 기본 클래스 

가 분리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만일 코드 내에 연관된 요소의 배치에 대한 

project-specific 지침이 제공된다면 재조사는 용이하고， 안전은 강화되어 진다. 

2 .4.1.8 literal 사용의 최소화 

literal (즉， 소스코드내의 설채 숫자나 문자열)은 모률의 앞부분에 할당되어지는 상 

수 값들의 이륨들보다 식별이 더 어렵다. literal은 판독성 감소와 유지보수성의 복장성 때문 

에 안전성에 영향을 준다. 파일의 시작 부분에서 한 값올 변경시키는 것은 모든 관련된 파 

일올 통해서 매개변수와 관련 있는 모든 literal올 완전히 그리고 정확히 변형사키는 것을 

보장하는 것 보다 쉽다. 

2.4 .2 자료의 추상화 

자료추상화는 single entity안에서 자료와 허락되어진 오페레이션의 조함이고， 단지 

허락되어진 오퍼해이션올 통한 데이터의 액세스， 조작과 저장올 허락하는 

립이다. 실행시간이나 소프트혜어 유지보수시에 변수를 변경하였올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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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올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은 안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원리는 다음에 명시 

되는 기본적인 속성과 관련이 었다: 

전역변수의 사용에 대한 최소화 

정당한 operation의 정의하는 interface의 복잡도의 최소화 

이 속성은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2.4 .2.1 전연 변수 사용의 최소화 

의식치 않은 부가적 영향의 장재 때문에， 관계된 프로그랩의 얀천성에 었어서 천역 

변수의 사용에 대한 제약이 요구되어져야 한다. 판독성은 변수가 같은 루틴에서 설정되어지 

고 사용되어진다면 향상되어진다. 그 변수들은 의식치 않은 상호작용의 가능성욕 죽이는 

셜힘되어져 있고， 재어되어지는 인터페이스관 통해서 다른 routinc갚으l 샤용이 까 L 해 f! 

수 었다. 같은 이유에 있어서 다른 루틴에 저장되어 있는 내부 데이터간에 의존은 피하가나 

제어되어져야 한다. 가능한 안전 관심올 피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랜 얀에 !l-. 함되어져 었 

는- 지역 연수플은 같은 저장 영역의 공유는 피해져야 한다. 

2.4 .2.2 언터메이스 복장도의 최소화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왜어에 실패의 빈번한 원인이 된다 복잡한 인터페이스는 재조 

사와 유지보수가 어 렵고， 관계된 프로그램의 안전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복잡성올 유발시키는 특정: 

• calling 루틴 안에 사용되어지는 매개변수의 큰 숫자 

• 다른 모드와 융션이 사용되어 질 때， 간결한 표현의 사용(예를 들어. 

arraymul tC a, b, 2) 대 신에 arraymult(a, b, crossproduct)) 

• 가능한 operation의 사용에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정과 제한의 

결핍 

2.4 .3 합수적 용잡도 

합수적 용잡도는 프로그랩의 합수와 그컷의 요소들의 구조 샤이의 명확한 대용이 

다. 합수적 웅집도는 하나의 기본속생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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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3.1 단독 목적의 함수 및 프로시듀어 

재조사와 유지보수는 모든 주어 진 procedure들과 subprogram, 또는 합수들이 소프 

트혜어 설계에서 명시되어진 단지 하나의 작업 또는 목적으로 구현되어질 때 용이하다 다 

중 작업올 수행하는 부프로그램， 함수， 또는 procedures들은 분리되어져야 하고， 분리된 함 

수처럽 쓰여져야 한다. 만일 함수가 단일 옥적 함수이연 시험을 하는 간단한 방법은 함수가 

다음 형태의 문장에 의해서 요약되어질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에서 명시되 

어진 다중 목적 또는 임무는 단일한 subprogram, function 또는 procedure로 묶여져야 한다. 

그런 후 그런 작업에 대한 정당성이 기록되어져야 한다. 

2.4 .3.2 단독 목적 변수들 

단일 목적 function의 원리는 변수에 적용되어 질 것이다. 변수는 단지 단일 목적올 

위해 사용되어섣 것이다. 

2.4.4. 유연성 

유연성은 기능적 요구에 있어서 변경올 도모해 주는 소프트혜어 시스댐의 능력이 

다. 유연성은 가능한 변화의 단절된 영역으로의 동기를 가지는 데이터 추상화를 확장시킨다. 

유연성 있는(malIeable) 소프트혜어 시스템의 구현올 위해서는 고정되어져야 할 것과， 변경 

되어져야 할 것의 구분과 변경되어져야 할 것이 변화를 최소화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동일 

한 영역으로 분리가 펼요하다. 유연성은 하냐의 기본속성올 가지고 있다. 

2.4.4 .J 변정할 수 었는 함수의 분리 

재조사와 유지보수는 변경이 할 수 있는 함수들이 분리되어질 때， 용이하다. 그래서 

그것의 변화는 다른 코드와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 

은 함수는 platfonn이 변화되었거냐， system이 변경되었거냐， 또는 오래된 장치률 교채하여 

새로운 장치를 사용되어질 때， 변경이 펼요되어지는 하드빼어 연관된 함수이다. 예률 들연， 

새로운 display장치로 교채되어졌올 때， graphic display 관련 함수들은 변경이 펼요 되어진 

다. 이와 같이 graphic controlIer9J- 관계 있는 함수들은 물리적 근접올 유지한 체， 다른 모 

률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같은 파일에 묶여져야 할 것이다. 확장올 위해서， 변경 가 

능한 합수들의 분리는 데이터 추상화가 연관된 설계의 문제이다. 

2 .4 .5 Portability (이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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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전앙으로부터， 이식성의 이점은 다른 운영 platform에서도 예측가능하 

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표준적인 프로그래밍 구조의 유지이다. 이와 같이 다른 

platform에서의 실행올 위해서 재사용 되거나 변경되어져야 하는 모드는 유지가 쉬워야 한 

다 다른 곳에서 논의되어질 portability과 관계된 속성들은 다음과 같다 : 

. buiJt-in 함수 사용의 최 소화 

. compiled library 사용의 최소화 

· 동적 바인딩의 최소화 

• 태스킹의 최소화 

· 비동가적 구조의 최소화 

portabiJity와 관계된 하나의 가초적인 속성은 비표준적이거나 특별한 컴파일러 또 

는 섣행 platform과 관계된 컴파일러에서 지원하는 향상된 기능의 구조찰 사용하쓴 것은 퍼 

해야 한다. 

2.4.5.1 벼표준 구조의 분랴 

바표준 구조가 펼요 되어지는 곳에서는 근본적 이유， 제한， 그리고 변형 의존들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III. Ada 

이 장은 특별한 Ada의 지침을 논하고 있다. Ada95보다 오히려 Ada 83이 대상으 

로 선정했다 그 이유로는 아직까지 Ada95의 풍부한 실험이 제한되어 있고， 절대 안전 용용 

시스댐을 개발에 사용되기에는 컴파일러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돌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Ada에 대하여 신뢰성， 건전성， 추적생， 유지보수에 판하여 기술하 

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Ada의 strong typing 내용과 exception 처랴의 능력에 많온 영양올 

받았다. 

3.1 신뢰생 

Ada와 연관된 신뢰성의 세부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메모리 이용의 예측성 

• data흐름의 예측성 

- 19 -



• 시간의 예측성 

3.1.1 빼모랴이용의 예측생 

Ada의 메모리 이용의 여l측성과 연판된 기본적 수준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 동적 메모리 이용의 최소화 

• 메모리 paging과 swappmg의 극소화 

이 내용의 자세한(특별한) 설명은 다음 부단원에서 논하겠다. 

3. 1.1. 1~. 시 에오괴으I 1! A. 

인반적인 지침이 Ada에 적용한다. 동적 메모리 할당은 피해야 할지 모른다. 동적 

내I ~ιëJ 한당의 섣파로서 생기는 error늪은 다음과 같이 포합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가 할당되지 않는 다른 메모리를 사용하는 메모리 유출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오염은 

수정하거나 심지어 탐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error 상태는 system의 

뭉괴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exception이 data가 오염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용괴의 원인올 추적하는 것올 어렵게 만든다. 

오염이 다른 pointer들로 인한 data의 영역의 2) 같은 

다음은 메모리 할당에 연관되는 Ada에 관련된 자째한 설명이다. 

명확한 동적 때모리 할당올 피혜래. Ada의 기본함수인 new는 실행 시 에모리를 할당하 

게 한다. 다음 Ada c여e는 Jinked Jist플 위한 동적 때모리의 사용의 얘이다. 

typc Cell; 

typc Link is access Cell; 

type Cell is 

rccord 

Value Elements; 

Next :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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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record; 

L : Link null; 

L new Cell; 

• 농적으보 안을어진 Task.!킹 샤용올 피해라. Task는 단지 system 초기화에 정교하게 만 

들어야 한다. 동적으로 만들어진 task는 또한 Ada내에 동적 메모리 할당에 원인이다. 동적 

메모리 이용의 문제점은 generic subprogram의 프로그래머는 메모리 내에 비할당 객체들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악화된다. 즉 Unchecked_Deallocation은 task 또는 task 

를 요소로 가진 객체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recursinn폴 피하라 nxursion 또한 동적메모리 공간플 사용한다 그러므로 recursive 

procedure뜰 혹은 함수들은 사용될 수 없다 recursion의 깊고 크며， 심지어는 종료 상태가 

받생하지 않는다면 무한히 넓힘 수 있다. 두 개 혹은 그 이상 subprogram틀올 포함한 상호 

recursion ,0. 소-~~ ~고파부터 단지꽉 어쉽 시l 한다. 

살행 "'/ generic units를 "'/작"'/커지 않는다. 만약 generic units가 사용된다면 그들은 

단지 초기화 동얀에만 예륜 닫어 션명해야한다- 그러나 generic units는 안전 펠수 software 

에는 사용뇌지 않는 젓이 좋다. 

• 지역적 합성 객체 샤용올 극소화. 스택에 메모리 할당 문제는 거대한 합성 객체들이 부 

프로그램의 객체로서 선언된다연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array (<>) of ... J 

와 같은 동적 배열의 사용올 피하는 것이 좋다. 

• 비제한적인 types 샤용의 극소화. 비제한적인 형， 즉 비제한적인 동적 바인딩올 가진 레 

코드 타엽과 문자열형은 메모리 할당에 영향올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레 사용되어야 한다. 

• 동적 메모리 할당이 휠요하다연 length듀를 사용혜라. 만약 동적 메모리 할당이 안전 

소프트헤어 application내에서 펠요하다면 length구는 주어진 어떤 객체를 할당하기 위해 

동적 메모리의 특별한 크기의 αx>1으로 부터의 할당된 객체의 수를 계속 추적해야만하고 이 

수치는 αXl I 의 용량올 넘지 말아야함을 확실히 해야한다. 

싼양 동적 메모리 할당이 필요하다연 미리 정으l된 STORAGE_ERROR올 제거하7/ 우l 

혜 Ir:lndlers플 채공한다. 만약 동적 메모리 할당이 안전한 application에 펼요하다면 

STORAGLERROR올 제거하기 위한 handlers를 제공하는 것은 동적 메모리의 초과 상황으 

로부터 녁녁한 회복올 허용한다. 그런 handlers없는 exception은 실행시간에 확산되어， 대 

부분 system올 파괴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handler는 메모리가 동적으로 할당 

되거나 또는 recursive 프로그램올 포함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랩에 제공되어져야 한다. 

만양 동적 메모리 활당이 필요하다연 명확히 동적 때모리 활당올 다루어라. compiler에 

의해 공급된 어떤 자동 garbage collection은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timing에 영향올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프로그랩은 자동 garbage collection(사용하지 않는 메모리의 회수) 

올 불가능하도록 progma CONTROLLED올 공급한다. 만약 동적 메모리 할당이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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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에 필요하다면 그 application 프로그램은 동적 메모리 할당과 해제에 충분한 

control올 할 수 있어야 한다. 동적 배열을 피하라 . 

• 다흔 정근 객채들에게 동적으로 할당된 정근 객체들의 값올 부과하À! 얄아라. 만약 안 

전 application에 동적 메모리 할당이 펼요하다면 그 application 프로그램이 같은 메모리 위 

치에 다중 변수 pointing올 사용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 위험은 공유 메모리 공간이 해제 

될 때 다릎 변수는 만약 appication 프로그램에 의해 null~ 명백히 채워시지 않았다 

연 해져l된 메모리 공간올 여전히 가리키고 있올 수가 있다. 만약 application이 그런 다중 

처리가 필요하다연 그것은 정의되거나 문서로 증명해야만 한다. 

3.1.1.2 메모리 paging과 swapping율 칙소화하라. 

일반적인 지침이 system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다. Ada그 자체는 메모리 펴|이징과 

스와핑올 위한 기능올 가지고 있지 않다. 

3.1.2 찌어 흐름의 예측성 

Ada내에서 control f10w의 예측성파 판련된 기본 속성은 다음파 샅다. 

• 구조률 극대화해라. 

• 복잡한 control f10w롤 극소화하라. 

• 사용전의 연수를 초기화해라. 

• 단일 entry 2} 부프로그랩올 위한 위치들올 제거 

• 연결의 애매모호한 것들올 최소화하라 . 

. data typing올 사용해라. 

• 정밀하고 정확하게 사용해라. 

• 산술적， 논리적 그리고 기능적 연산자들의 우선권올 요구 

• 부작용이 있는 function들과 procedure들올 피해라. 

• 값올 구하기 위 한 부과물올 나누어 라. 

• 프로그랩 도구률 적당히 다루어라 . 

• c1ass libnuγ크기를 조정해라. 

• 동적 binding의 사용올 최소화해라. 

· 연산자 중복올 조정해라. 

이런 특정들과 그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다음의 부단원에서 논의하겠다. 

3.1.2.1 구조 칙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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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조건적， 반복적인 구조 

를 변경시키는 명백한 제어 문장을 사용올 최소화하는 것올 의미한다. 대부분 그런 설명들 

은 unreachable code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다음 지침들은 적용될 수 있다. 

구조의 최대화란 프로그랩의 제어의 기본적 형태인 

일반석인 지 maximizing structure의 말라. g'Ot'O문들은 피하므로써 이용하지 • goto운을 

있다. À 
τ-할 모호하게 흐름올 program l'Ogíc 사용은 g'Ot'O문의 적용한다. Ada에 침들이 

없이 

또는 다른 중첩 반 

구성들 바불 
~ -, .‘ n 。

eXl[낀:-"C" • loop마다 오직 

loop~에서 필요되어 친다. 단지 하나의 exit문은 일반적으로 반복 안에 

복 안에서의 1'O'Op에서만 사용할 수가 었다. 

함수마다 

하나의 

g 'Ot 'O 명령문은 더 좋은 방법이 없올 때만 사용해야 한다 

하냐의 exit운올 샤용하라. 척어도 

retum문뜰은 다중 샤용해 i!1 

subprogram의 혼동올 야기 할 수 있다. 그라므로 합수 부프로그램은 꼭 

프쿄시듀어 부프로그램은 그 톰체의 끝에 

retum운을 하냐의 오작 

하나만의 rctum문 

정상적인 exit륜 사용하가나. 퓨씨의 fr 。그러고 

갖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무한 루프 retum문올 접근이 불가능하다띤 단지 하나의 

는 몽쳐l 의 끝 바로 전에 위치한다. 

논의된 3.2.2장에서 반연 

일어날 때， 다른 

바람직한 대해서 program흐름에 정상적 

excepti 'On handling에 는 

최대화가 구조의 

조건들(e.g. ， 적용한다 excepti'On이 규칙을 다른 

디ming， interrnediate '0야rati'Ons， 둥)에 의해 좌우된다 

국한된 흐름올 극소화하기 위한 l언어에 

극소화. 

적용한다. 복잡한 제어 

3.1.2.2 복참한 제어 흐륨의 

일반적인 지칩이 Ada에 

지칩은 다음의 것에 따른다. 

는
 

또
 

관하여서는 명 백한 조직 석 중첩으'/ èQ 뻗올 최소화한다. 앞에서 껄명했 듯이 중첩에 

프로책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러 한 결정된다. 

넣어라. 중첩 if...else 명 랭문올 넣올 자리에 if ... elseif 

보여주고 었듯이 논리적 eπor뜰과 구조석 

의해 platforrn어l 

Ada인 경우 S 'Oftware Consortium에서는 3 - 5래웰의 중첩올 권고하고 있다. 

• 중첩 if. .. elseif 샤용 대신 if. .. else를 

를 사용하는 것온 다옴의 예로서 

실행할 언어와 레벨은 

프로그램올 피 
E 
;L c= 

코
 

번째 첫 코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번째 

” “ 

<: 
T 예제를 보면 된다.아래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도웅이 하는데 



- Use 

if condition 1 then 

statement_l ; 

else condition 2 then 

statemenL2; 

end if; 

-- instead of 

if condition_l then 

statement_l ; 

else 

if condition_2 then 

statemcnL2; 

cnd if; 

cnd if; 

다줌 분71를 유l혜 case 영령운올 샤용해라. case문은 다풍 분기플 위한 스위치로 역할 

을 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만의 평가만을 허락한다. case문은 가지고 있는 분기가 불연속작 

표현의 값에 의존할 때 if문의 다른 형태이다. 그리고 만약 두 개이상의 상태가 있다연 오 

히려 더 낫다. 문법적 error를 피해야하며 만약 다른 선택에 주어지지 않은 가능한 값이 

존재한다면 C의 default 와 같은 when other같은 구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3.1.2.3 사용하게 전에 변수를 초기 화혜 라. 

모든 변수들의 초기화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 Ada에 적용된다. 변수들은 그들을 

사용하기 전 설행주기의 시작정에 알려진 어떤 값으로 초기화 해야한다. compiler는 자동적 

으로 변수들올 초기화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compiler는 초기화 값들에 의 

존한다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염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compiler가 알맞은 강들로 

모든 잭체들의 초기화하는 것올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Ada는 변수의 정교한 데이터 초 

기화를 위한 문법적인 다양성을 공급한다. 

다음은 Ada의 특별한 초기화 지침이다. 

• 초 71화자 함수호출올 정운ð/l V어난다연 함수 용채에서 초 71화혜라. 만약 초기화가 함 

수호출을 경유하여 일어난다연 초기화률 다양한 선언이 부닥철 때 합수 몸체가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 려 변수 선언시보다 프로그랩 몸체에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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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객체의 초 71화를 와해 잡단적얀 N환 사용을 제한하라. aggregates는 커다란 배열들 

올 초기화의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aggregates를 이용한 큰 객체들의 초기화는 조심성 

있게 일어나야 한다. 이유는 어떤 compiler는 실질적인 객체내의 내용물올 복사하고 system 

메모리내의 특별한 값들올 가지고 객체의 일시적인 번역을 첫째로 설립함에 의해 총 

부과물들올 이루는 것이다. 만약 일시적인 번역의 크기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플 초과한 

다연 그 결과 system올 파괴할지도 모른다. 

변수의 명확한 초기화가 지침올 웅하는데 펼요로 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초과형태의 모든 대상은 compiler에 의한 null올 자동적으로 초기화된다. 둘째， 래코드 

를 위한 type definitions는 모든 구성요소들의 default 초기화 값올 포함할지도 모른다. 

3.1.2.4 셔므 프로그햄올 위한 단일 entry와 exit 

HI 팍- 일반적인 지침이 하나의 normal entry와 cxit에 판해 적용띈 수 있지만， Ada 

의 exception 처 리 과 tasking feature로 인 해 작 용에 제 한 이 있 다. 

subprogram 마다 하냐으I normal entry와 exlt올 자져야 한다. 

subprogram은 하나의 normal entry와 normal exit를 소유해야 한다. retum이라는 단어는 

각 function에 정확히 나타나고 procedure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다중 

탈출이 판독성올 높여준다연 이용할 수 있다. 

exception ent.π'/exit 수를 채한빼라. 이 출입점과 출구점은 가능하연 적어야 한다. 부 

프로그램의 호출자에 부프로그랩안에 예외적인 증가의 보급은 그런 보급이 첫째 

subprocedure를 통한 부가적인 exit point2}- 호출자의 예외적인 취급자를 통한 부가적인 

exit point .2}- 호출자의 얘외적인 취급자률 통한 부가적인 entry point 때문에 재한되거나 전 

혀 사용되 지 말아야 한다. 

다중 task entry point흘 피혜라. 각각 활발한 프로그램 unit 예로는 task)는 다른 

활성적인 프로그램 unit 2}- 다중상호 작용점올 가칠지도 모른다. 이 상호 작용하는 점의 수는 

task내에서와 프로그랩 전체에서 프로그랩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3.1.2.5 Interface의 에 DI모호생의 최소화 

인터페이스의 애매모호성올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Ada에 적용된 

다. Ada는 자동적으로 많은 interface 에러를 제거하는 특정이 었다벼률 들어， constraint 

checking은 압력매개변수가 그 값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률 확인하기 위해 실재 그 값을 

가지고 수행되어진다. 다른 예로 배열의 첫 번째와 마지막 요소의 순서 또는 배열의 

slice-parameter는 자동으로 설제 배열 매개변수에 넘겨준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는 

ζ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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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interface의 애매모호성을 없애지는 못한다. 

• 매개연수의 모드를 명λl 하라. procedure의 매개변수와 entry들은 default mode에 의존하 

기보다는 그들의 모드릎 선언하여 특정화 시켜야한다.(spc ， 1989; 며8) 예를 틀어 procedure 

Quadatida.b.c in Float; root1 , root2: out Float)를 사용하는 것이 procedure 

Quadratida,b,c: Float; root1 , root2: out Float)보다 낫다. 

in out mode샤용의 제한 in out mode는 procedure에 의해 그 값이 변하는 매개변수 

에만 사용해야한다 in이나 out 매개변수들 중 하나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매개변수뜰 상술 

해서는 안된다 in mode률 대신해서 사용할 때는 계획되지 않은 상수의 수정이 가능하다. 

out mode대신에 in out의 사용은 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매개변수의 의미가 

분명치 못하게 힌다 이 모 c 논 subprogram에서 얽혀지게 휠 값를의 output 매개변수로 자 

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모드의 사용이 컴파일리 에러를 발생시키연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지역변수의 선언과 사용의 문제릎 처리하기 보다는 out모드에서 inout모드로 바꿀 것이다. 

Ada95에서단 OU[ modl' IJ~ 새멘수쉰 허용한다. 

이릎을 71;;<1는 매개연슈 판계뜰 사용하라. Named parameter 

associations은 매개맨수 list에서 깐f맏 형으l 매개변수가 둘 또는 그 이상 있을 시마다 항수， 

procedures, task enteries둠에 서 호출된 쑤틴에 의해서 사용해야한다. Named parameter 

associations의 사용은 판독의 용이성과 신뢰도를 증가시킨다.(8αx:h， 1983; pl06) 다음 예는 

2차방정식의 풀이 절차에 Named parameter associations올 이용한 예이다. 

Quadratic (a 

b 

c 

= > second_order _coefficient. 

= > firsCorder _coefficient. 

=> constant_tenn. 

rooL] => firsLroot. 

root_2 => second_root. 

OK => status); 

• data릎 창조할 때 포얀터의 형보다는 target data 형올 창죠한다. 포인터로 참조된 데이 

터가 subprogram안에서 얽혀지거나 수정될 때， 포인터값 자채는 사용되지 않는다. 선언과 

subprogram의 호출은 포인터형보다는 target data로 참조해야 한다. 

a/iased parameters 샤용은 피해야한다. 다른 이름올 가지고 있는 

parameters의 사용은 피해야한다. 그들은 하나의 formal par때eter보다 그 이상의 같은 

actual parameter룹 사용하거나 aπay slices를 중복할때， 전역변수를 참조할 때 그리고 서로 

다른 actual parameters에 같은 data의 pointer를 사용할 때 발생하게 된다. 결과는 actual 

parameter의 값올 구하는 순서와 같이 지정된 compiler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값에 

의한 호출<Call by value)에도 두 개의 formal parameter에 같은 actual parameter를 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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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역변수를 쓸 때도 피해야한다. 

3.1.2.6 자료형의 사용 

잠재적인 안정성올 증가시키 

확장 가능한 범위까지 이러 위해 강력한 자료형의 언어로 만들어졌다. code는 최대한의 

한 특성올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열거한 지침들은 자료형의 완전한 사용에 대한 것이다. 

적용된다， Ada는 일반적인 지침이 Ada에도 자료형의 

기 

조건들올 검출한다. 특히， 한 object가 범 

때 CONSTRAINT _ERROR가 발생 한다. pragma suppress는 

강력 검사는 변칙적인 실행사의 • 강력 겁샤 

할당되었을 위를 벗어난 수에 

검사른 한 수 없게 하고 안천 시스템 기게 code륜 만드는데 사용하는 어떤 Ada 섣행 강력 

빨리 한 

연산에 

가능한 

다른 퍼지거나 

값들은 

널리 

밖의 

그래서 

범위 않는다(spc， 1989, p102). 

안전하게 발견해야한다. 

나타나서는 

safety-critical system 안에 서 

영향올 미치지 못하게 센-시!션의 만생 위시갚 

프로그램에도 

시역 샤이 뇌어야 한다. 

범위를 갖는 salar data형은 잘못된 데이터 연 • 스칼i!1 형으l 벙우l 제한; 가장 협소한 값의 

'ð.~AJ 
。 。기정으l 된 subtypc언 positive는 O보다 

변수의 가질 

닫어， 예륜 사용되어야 한다. 발견하는데 산올 

수 있는 값의 상 만일 대신에 사용해야한다， 값올 갖는 변수에 는 mteger형 판
 

정의된 미리 

형의 

당연하다(spc ， 1989; 며4) ， 

• subexpressions에서의 범와조샤 Ada83의 constraint-check는 중간 값 뿐만 아니라 수 

식의 마지막 값까지 조사한다. 다음 아래 예에서 constraint error예외처리는 A와 B가 함께 

더해지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것이 

알려지지 않거나 

이미 정의된 type올 사용하는 

완전히 

있는 

사용해야한다. 있 다연. positive률 

변수에는 package Standard에 

알고 

갖는 

한계가 

범위콜 

위 

type Examplc_ Type is rangc 0 .. 10; 

A, B , C : Examplc_ Type; 

B :"'5; A :=7; 

C := (A + B)/2 

볼 수 있다. 그려나 

이러한 문제는 Ada95에서는 해결되었다. 

형변환의 최소화 Ada에서 모든 형변환은 명백히 source code에서 

체크되지 않온 형변환(형의 

강력히 

크기가 서로 갈지 않는데도 이를 체크하지 형변환의 사용， 특히 

bit로의 strong 부분적으로 형변환은 있다. 않고 권장되지 copy)은 

typing의 이점을 부인한다. 

• 검증되지 않은 

대
 

bit 않고 

일 반 적 인 library function 'd 형변환은 피해라， Ada가 제공하는 기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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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checke<CConversion은 하드왜어와 저수준의 소프트웨어와의 상호작용올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이 기능의 사용으로 범위 밖의 값올 object에 할당하게 된다. 이것은 Ada의 형 개념 

에 위배 되고 safety-critical system에 만약 첼대적으로 펼요친 않다연 사용해서는 안된다. 

각각의 체크되지 않는 변환에 대한 합리적인 주석은 코드안에 포함되어야된다 . 

. access object샤용의 재한; 프로그램은 더 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access 

type(pointers)으로 선언된 object사용에 제한올 두어야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편법은 혼동 

올 유발한다. 이것은 2. 1.1장에서 지적한바 있는 같은 주소에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다중 

object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들올 포함하고 았다 . 

• package운에서의 변수선연올 피해라.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 서브프로그랩올 정의하기 

보다는 package밖에서 변수를 선언합으로써 데이터 추상화를 높이고 coupling올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유지보수에 많은 이정틀올 지닐 수 였다. 

3.1.2.7 정확성과 정밀도를 채산함 

정확성과 정밀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Ada에 적용된다. Ada는 다른 언어보다도 

컴퓨터의 정학성과 정밀도륜 조절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 지칩은 Ada의 정확성과 정멸도에 대한 설명이다. 

• 프로그랭에 명""1된 최소한의 정확정올 허락한냐. Ada는 수치형의 최소한의 정확성으로 

도 샤용자가 이률 상술할 수 있게 한다. 이 최소한의 정확성은 또한 그 형들의 수치연산자 

들의 정확성까지도 부여한다. 이것은 프로그랩을 실행사키는 컴퓨터나 컴파일러의 특정보다 

는 그 형선언의 정보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프로그랭은 그 프로그랩 

이 캠파일링된 어떤 기계에서 최소한의 보중된 정확성올 가지고 실행해서 완성되는 것이 

다. 

관계형 테스트에서 관계연산자의 적껄한 샤용하라. 관계형 테스트는 실체값에 <. >. 
그리고 /=보다는 <= 와 >=률 사용해야한다 (SPC. 1989;section 7.2.9). 

small oolue의 검샤를 위한 Ada 속성의 샤용하라. Ada의 속성은 small value의 조사나 

벼교에 샤용되어야한다 . 

• special value의 조샤흘 위한 Ada 속성들올 샤용하라. 코드에서 특정 값 주위를 주의 깊 

게 테스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얘롤 들어 다음 문장은 zero값 주위플 test하는데 사용 

되었다. 

if abs(x) <= FloaL Type ’small -- 0.0올 위 한 객 껄 한 대스트 

3.1.2.8 수치， 논리， 합수 연산자들에게 우션 순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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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침 역시 Ada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의 우선 순위를 위해 사용된다. 다 

음은 Ada에 한정된 지침이다. 

• 괄호를 샤용한다. 수치， 논리， 그 밖의 다른 연산자들은 서로 다른 우선 순위의 연산자 

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팔호를 사용해야한다. 정확한 괄호사용은 단지 오해플 피하기 위 

해서 만은 아니다. 괄호률 사용하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같은 우선 순위 연산자에 대해 표현 

의 순서대로 평가해서 다른 표현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정순서를 평가해서 많은 

프로그랩은 에러롤 발생시킨다. 그러한 에러는 Ada 컴파일러가 그 잘못올 찾아내지 못하므 

호 그러한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하는 실행견과를 가져온다CBooch.I983:pl53). 다유 얘에서 

B와 C를 더하는데 수치 overflow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앨셉올 먼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a) X:= A - 8 + C; -- 컴파열려얘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진다 

b) X := (A - 8) + C; -- 0를 사용하여 우선 순위가 확잘하다. 

• 논리 수삭에 있는 전적안 연산을 평7!하라 Ada에서 모든 수석은 마 ::<1 막 값이 미리 안 

려져 있다해도 모두 평가해야한다. 예를 들어 X and Y플 논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록 X가 FALSE이더라도(이때 Y값올 몰라도 그 논리삭의 값은 FALSE가 되다.) 그 값올 

평가해야한다. 만일 Y의 값이 X의 값에 의존하면 이는 미세한 에러를 유도한다. 만일 바 

라던 결과가 완전허 재평가되지 않았다연(처음 값이 옳지 않다는 조건이 발견되면 재평가 

는 멈훈다.) AND THEN이나 OR ELSE문올 사용해야 된다. 

3.1.2.9 부작용을 가전 함수냐 procedure의 사용흘 피혜라. 

일반적인 지칩을 따르면 된다. 

3.1.2.10 계산으로부터 쳐환올 구훈한다. 

치환문은 평가문과 구분혜야 한다. Ada의 side effect를 가진 함수가 계산의 일부로 

사용된다연 분리가 위배된다. 아래의 예에서 funda)가 전역변수플 사용하여 질행하면 일반 

원칙에 위배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성에 적합하려연 부작용올 피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if (func(a) < templimit) then 

3.1.2.11 객당한 프로그행 instrumentation의 처리 

일반척인 속성이 Ada 프로그햄들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속성에 대한 특정 Ada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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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은 없다. 

3.1.2.12 Class library 크기 의 조절 

이 속성은 Ada83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Ada95에는 적용된다. 

3.1.2.13. 동적바인당의 최소화 

이속성은 Ada83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Ada95에는 적용된다. 

3.1.2.14 연산자 찌쟁의의 조갱 

일반적인 지침들이 연산자 재정의에 적용된다. 연산자 재정의는 프로페트 지칩 

(project guidelines)이나 아래의 Ada의 특정지침에 따라 사용해야한다 

and or xor 

<

+ 

<= 
& 

>

abs 

>= 
not 

* / mod rem •• 

연산자 재정의는 하나의 연산자를 가지고 서로 다른 형에 사용하도록 하여 판독성 

(readability)와 복합성 komplexity)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 Ada의 연산자 재정의에 대한 톡 

정지침으로는 아래와 같다 . 

• procedure의 순서를 정한다. 원래의 우선 순위가 계획하는 것과 다르면 C여e에서 고유 

의 연산 순위를 바꾸는 연산자 재정의는 피해라. 

• 의미의 얄관성 cc잉e는 연산자의 고유의 의미를 유지해야 한다. 

function ’*’ (LEFT,RIGHT : Matrix) return Matrix; 

이러한 합수는 ‘." 연산자를 곱셈 연산을 하는 함수로 사용하는데 정의해야한다. 

3.1 .3 섣행 시간의 예측생 

Ada의 시간 얘측성에 관한 지침은 3.1.1.l장에서 언급하였다. 다음은 추가된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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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Tasking 사용올 최 소화하라 .. 

태스킹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Ada에 적용된다. 펼수 안전 어플라케이션에서의 

태스킹의 사용은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서 피해야 하거나 억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스케 

줄링 방법과 타이밍의 불확실성， 구현 방법의 차이， 운영 조건， 비농기의 태스킹 문제， 우선 

순위 문제， 실행 중지 문제이다. 

태스킹이 안전 시스댐에서 일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좋으나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방침은 위에서 확인한 태스크와 관련된 위험을 경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위험성을 완전히 줄여 주지는 않는다. 

• 동시 작용하는 소프트째어 디자안은 될수혹 간단히 한다. 펼요보다 많은 task가 존재해 

세도 안되고 동기화와 통신도 필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 abort 운의 샤용올 피하래. 프로그램은 abort 문의 사용올 줄여야만 한다. 다음에 abort 

명령의 예제가 있다. 

abort A_Short_ Task, Temperaturc_Tracking(3), SensocData_Collection.all; 

한 태스크의 취소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결과 모두가 명백하지는 않는다. 

만약 한 태스크가 취소되연， 그 태스크와 연관된 모든 태스크들은 취소된다. 더 나아가 그 

태스크에 의해 호출되는 부 프로그랩과 블록들 역시 취소된다. 만약 한 태스크가 중지되었 

다고는 하지만， 그 태스크가 완료된 것처 럽 나타날 수도 있다. 지연은 abort 문에 의해 

취소되고 태스크는 둥록 큐로부터 제거된다. accept와 select 문온 연관된 것들올 위해 기다 

렬 것이다. 서로 얽혀 있는 곳에서의 태스크의 취소는 상황에 따라 복잡한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 

• 동적얀 태스킹을 피하라. 모든 태스크들은 바로 시스템 초기화 과정에서 세일화 되어져 

야만 한다. 동적인 태스킹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의 예 

측올 복잡하게 한다. 

1. 분배된 태스크 오브책트는 다른 이름의 파생을 허락한 접근 변수에 의해 참조된다. 이 

는 같은 태스크 오브책트를 위한 다중 참조이다. 변칙적 동작은 취소된 동작이 다른 이름올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참조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다 

2. 이름과는 무관한 동작으로 분배된 태스크는 엔트라 콜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abort 문의 직접적인 목표가 되는 것 또한 아니다. 거기엔 뒤에서 얼마동안 

합수률 수행하는 태스크와 같은 참조될 펼요가 없는 태스크가 존재할 지 모른다. 메모리 배 

당 오퍼레이터인 new에 의해 실행시간에 만들어진 태스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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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서는 안된다. 

3. 실행시간에 만들어진 태스킹은 디버깅 이해와 제어권의 흐름 추적올 복잡하게 한다. 

4. 실행사간에 만들어진 태스킹은 heap과 불충분한 메모리 조건으로부터 메모리률 분배 

할 수 있다 . 

• delay 문의 샤용은 동개화71 01 닌 À/연올 위해서만 샤용하라 delay 분은 시작 시간 

또는 태스크들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되어져서는 안된다. 동기화와 제어는 태스크들간의 량 

데부를 통해서만 다루어져야만 한다. delay문은 단지 최대한의 시간 간격이 아닌 최소한의 

시간 간격올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delay 3.0의 의미는 적어도 3초간의 지연올 의미한 

다. 지연의 보중온 단지 최소한의 시간 간격 동안에만 해당된다. (Bames , 1984 ; p251). 타 

이밍의 불확실성은 캠파일러 판매자와 오퍼레이탱 시스템에 기초를 두고 였논 상호작용 ( 

또는 실시간 커덜 ), 하드빼어 플랫폼의 디자인에 의해 다르게 구현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 accept와 select문수흘 최소화하라. 태스크 당 accept2} select문의 수와 엔트리 당 

accept문의 수는 과도하게 복장한 내부 프로그랩 논리와 복장 합 없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 

소화되어져야만 한다. 이런 방침의 이론적 해석은 병렬 디자인의 단순화이다. (spc • 1989; 

pI19). 

• 모든 선택적 지연에 terminate의 다흔 방안올 사용하라. 다줌 태스크의 존재는 종종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sPC. 1989; pl22). 각 Ada의 선택적인 대기문은 else 

부분 또는 delay을 요구하지 않으연 tenninate문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불휠요와 잉여의 

tenninate문은 가능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태스크들로 부터 삭제되어야만 한다. 

• 태스크의 상호장용 동안의 exception 처리훌 외한 고려71- 있어야 한다. 랑데부동안에 

발생한 exception은 호출과 호출되는 task에 영향올 미친다. 예외는 accept문의 몸체 또는 

영향받는 태스크얘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예외 처리에 관한 것온 다음에서 더 다룬다 . 

• PRJORJ1Y progma의 샤용올 최소화빼야 한다. 프로그램은 태스크가 실행되는 순서 

에 의존적이지 않다.PRIORITY는 중요도의 일반적인 계충을 구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 

져야 한다. 이 방침의 이론척인 해석은 Ada 태스킹 모웰온 우선권과 단지 언어에서 명빽한 

의마로 째공되어진 것을 통해 태스크들용 동기화 되어진 것에 기초한 것이다. (랑데 

뷰， 테스크 의존， 프라그마 분할). 

3.1.3.2 언터렵트-발생 처리 사용을 최소화하라. 

인터럽트 발생 처리의 일반척인 지청은 Ada에 적용된다. 이는 필수 안전 시스템에 

서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이것이 비결정적인 최대의 용답올 유발할 

수 있고 기대하지 못환 시스탱 상태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를 위한 결정적 접근 

의 사용과 다중 업력왼의 재어는 종종 택해진다. 거기에는 인터럽트 발생 처리가 다른 방법 

에 비해 중대한 이접올 가진 상황이 존재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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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상수를 사용하는 얀터렁트 값올 선연하고， 다흔 선연부로부터 그것들올 분리Á/ 

켜라. 인터럽트를 위한 실제 값은 수행 시 정의된다. 인터럽트 값으로 지명된 상수의 분리는 

않올 제공할 것이다 

(SPC ,1 989; p145) 

• 깨능하다연 인터립트흘 받아드리는 task는 듀현에 의존정인 package 폼체 안으로 듀분 

시킨다. 인터럽트 등록의 처리는 Ada 언어 매뉴얼에 의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것들은 

구현방법에 의존적이며， 즉， 컴파일러와 그것이 적용되는 기계에 의해 특정되어 진다. 만약 

코드가 다른 구현방법으로 정의되연， 인터럽트 처리는 지원되지 않을 지 모른다. 이런 이 

유로 이 지침이 가능할 때라고 한정한다는 것은 인터럽트 둥록의 고립은 인터럽트의 잠재된 

시간을 종종 가중시키는 추가적인 랑데뷰를 만든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서， 인터 

이삭성을 방법들 사이에서 것이며， 비슷한 구현 영향을 주지 수행에 

럽트 둥록은 이삭성에서 결과 감소를 증식 시켜야 한다. 

태스크를 위한 인 Ef링트는 얄반적인 엔트리를 정윤혜라. 이는 실제로 인터럽트를 

소프트웨어로부터 어떠한 구현 의존적인 특성올 구분하는 것블 가능채 한 

• 주요 

작성한 저급의 

다루는 고수준의 

안터링트 처리를 위혜 task 엔트리 포얀트를 샤용하지 

코드가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한 태스크 엔트리 포인터는 인터럽트 처리플 위해 사용되 

말라. 사용자가 

다. 

어서는 안된다. 

3.1.3.3. Ada의 실행샤간 환정을 위한 타이밍의 특생화 

Ada 소스코드가 대상 시스템으로 함께 로드되는 실행시간환경(RTE)은 타이밍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이다. RTE는 일반적으로 컴파일러 판매자에 의혜 전달되며， 안전 시 

스댐의 부분과 같이 개발되지는 않는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RTE가 결정적이고， 합수적으로 

옳으며， 타이밍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에 대한 태스탱과 검중은 안전 소프트혜어 개발 과정 

에 중요한 부분이다. 안전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척용성을 위한 Ada의 RTE의 욕성화는 일차 

적으로 테스트이며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중명 문제이다. 

주요 원인은 실행 타이밍 환경 (만약 지왼된 

3.1.3 .4. 자동 메모랴 관리를 피하라. 

2.1에서 말했듯이， 불확실한 타이밍의 

다연)에 의해 자동적인 메모리 재수거 일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중요한 시스랩에서 결정 

적 반용 시간의 요구사항이 있는 곳에 controlled이라는 pragma률 사용함으로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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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전성 

건전성올 위한 내부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다양성의 제한된 사용 

• 예외 저리의 세한된 사용 

• 업출력의 검사 

3.2.1. 소프트혜어 다양성의 제한된 사용 

2상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소프트워!어 

다. 다양한 사용에 영 향올 주는 요소의 

구현 방법의 사용은 디자인 단계에서 결정된 

논의는 이 문서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내·외부적 다 

양한 3 위한 인만석인 꽉성과 ̂ I 침은 Ada 언어로 쓰여진 소프트웨어에 

어떠한 Ada 언어를 위한 특별한 지침도 없다. 

3.2.2. 예외 처 i괴의 제한된 ̂ t용 

작용펀다.그런에도 

예외처리는 예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올 다루기 위한 선택적인 실행 정로 

를 위해 제공된다. 2장에 기술된 예외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은 Ada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하다. 다옴은 Ada에 한정된 지침에 대해 논한다. 

3.2.2.1. 예외의 국지적 처리 

일반적 방침이 적용된다. 예외 처리기는 예외가 발생하는 지점에 가능한 가까운 곳 

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예외를 지역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l 외처리 후 

복귀할 때 가능한 한 예외가 발생한 가까운 지점에서 실행올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음은 Ada에 한정된 방침이다. 

。*외의 증식올 최소화하라. 가능한 한 예외는 그것이 발생한 서브 프로그램 안에서 다 

루어져야 한다. 예외의 자동적인 중식은 안전도 중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피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함축적이고 프로그램 논리는 분명치 않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얘외 증식은 

의도적이어야 하지만 default적으로 행해지면 안되며 주석으로 뜻올 분명하 해야만 한다. 예 

외 처리의 사용에서 특별한 방침은 조직화 또는 특정 프로책트의 문서 흐름 코딩 습관의 부 

분이어야 한다. 

• 미리 정의된 얘91 처리를 지역화 하라. Ada LRM <DoD -STD -1815A)는 같은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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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미 정의된 예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프 

로그랩 유니트에서 같은 예외가 한 지점 이상 발생한다연 각각의 발생 장소를 위한 예외 처 

리는 예외를 지역화시키기 위해 달라야 한다. 

3.2.2.2. 외부적 쩌어 흐듭의 보존 

팩키지 내에서 호출되는 서브프로그램안에서 예외가 발생하여 그것이 외부 서브 프 

로그램에 보여질 때， 빈번히 사용되어지는 exception 처리는 호출자에 의존한다. 실행 흐름 

을 제어하기 위해 서브 프로그랩 호출시에 발생하는 모든 exception은 피호출 서브프로그램 

으로 감은 specification안에 정 의 되 어 야 한다. 

3.2.2.3. 예외 처랴의 임관성 

Ada 쿄드가 정의된 예외플 발생 할 때 예외 처리는 동작의 몇 가지 과정을 갖는 

다 unit 수행의 포기， 동작의 재시도， 다른 방식 사용， 에러 발생의 수리， 얄람의 발생， 운영 

요원에게 내|시시 송출 (Gall , 1975) 둠이다. 행동의 순서에 대한 선택은 안전 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고 프로젝트 전반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의 방침은 정형화 

된 얘외 처리를 위해 제안되었다. 

。#외 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고 문서화하라. 모든 예외 처리는 코드에서 분명히 

표현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일정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 이리 정91된 예외를 처리하라 Ada는 다섯 개의 미리 정의된 예외률 가지고 있다. 

CONSTRAINT _ERROR , NUMERICERROR, PROGRAM_ERROR, STORAGE_ERROR, 

TASKING_ERROR. 이러한 예외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일반성 있게 처리하는 계획을 가진 

다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 이라 정의펀 조건을 일어 1..1지 않게 하라. 미리 정의된 조건은 그것들의 의도한 목적올 

위해 예약되어져야 한다. 어플리캐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확실히 발생하는 예외는 다른 이륨 

을 사용해 식별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정의된 모든 。*외를 다루어라 만약 조건이 예외가 발생한다연， 거기엔 그것 

과 연관된 동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8αx:h. 1983, p273) 

• 비정상적얀 샤건올 위한 빼오l 처리를 샤용하라. 예외는 그 이릅과 같이 정상적인 처리 

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SPC , 1989; p96). 얘외는 비정상적 또는 평범하지 않은 경 

우에만 단지 사용되어져야 한다 정상적인 제어 순서의 처리는 예외가 발생된 후 실행이 중 

단된다. 코드는 예외에 의해 제어의 비동기적 전달 없이 정상적 사건올 다루기 위한 

다른 대책을 담고 있어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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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올 최소화하라 몇몇의 부작용은 예외처리의 결과와 같이 피할 수 없올 지 모른 

다. 하지만， 부작용은 최소화되어야만 한다. 중요한 상태의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주요 리스 

트의 처리 저장올 위한 한정된 요구를 제외하고는 혜외 처리 동안에는 바해어서는 안된다. 

• 컴파얄러 벤더에 특몇한 얘외의 Ãf용올 피하라. 컴파일러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예외가 

다른 구현 방식에 이식성올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예외가 없다. 이름이 다를 

수가 있고 예외플 발생시키는 조건의 범위가 다플 수가 있다 

• 빼외 처리71의 정의에 other흘 사용하라. 예외 처리에 관한 모든 조건들이 잘 정의되어 

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예외 처리를 위해 other가 사용되어지고 nag를 붙여야 한다. 

3.2.3 입력과 출력 데이터의 체킹 

입력과 출력 데이터 체킹올 위한 일반적인 속성은 Ada에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 

면 입력과 출력 데이터 쳐l 킹은 Ada에서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부 

분에서는 그 것둡과 함께 다루어진다. 

Ada는 데이터 업출력에서 어떤 혜외적인 조건옴 자동적으로 검사한다. 하나의 예외 적인 ;추 

진은 데이터가 그 데이터 타엽의 범위플 념었올 때 발생한다. 다른 예외직인 조낀은 배열 

요소의 첩자가 배열의 범위를 념었을 때 자동적으로 검출된다. Ada 컴파일러와 함께 제공 

되는 파일 관리 팩키지는 추가적인 데이터 업출력 쳐l 킹을 재공한다. 팩키지 TexUO 루틴 

은 입출력 값에서 범위 체킹 뿐만 아니라， 문법도 체크한다. 팩키지 SequentiaUO 와 

DirecUO는 압력 값이 특정한 데이터 타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실히 하기 위해 

압력 값을 검사한다. 

펼수 안전시스댐에서는 입출력 데이터는 신뢰성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신뢰 할 수 없는 것으 

로 항상 간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압출력에서의 자동적인 Ada의 체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3.3 추객생 

추적성은 소프트혜어 셜계에 따라 개발 소프트혜어의 정확합과 완성도의 검증올 지 

원하는 안전 소프트혜어의 특성으로 간주된다. 추적성올 위한 내부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 판독성 

• built-in 합수의 사용 

• 컴파일된 라이브러리 사용 

generic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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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성은 또한 유지보수애 관련된 내부죄인 톡성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루어 진다. Ada에 

한정된 다른 속성들에 대한 지칩은 다옴과 같다. 

3.3.1. built-in 함수의 사용 

일반적인 지칩은 제한왼 능력올 가지고 있다. Ada에서의 built-in 합수는 Ada 오퍼 

레이션 그 것 뿐이다. 이 오페레이션은 오버로드 되었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Ada는 충분 

한 수의 built-in 함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프로책트는 추가 함수를 만들거나 얻 

어야 한다. 외부적으로 개발된 라이브러리는 소스 쿄드와 같이 얻어지는 컴파일랭된 라이브 

러리의 요구의 사용에서 별도의 지챔은 언급되어야 한다. 

외부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왜어는 프로책트얘서 만든 코드 같이 개발 제어와 검증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는 제한， 건전성， 합수의 빼외처리 정확성의 평가륜 포함한다. 테스트 데이 

터， 프로시듀어， 전 단계 테스팅의 결과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위해 유지를 해야 한다. 테스 

트 데이터는 특별한 실행시간 환경에서의 범위의 초과와 한계 조건올 위한 행동올 평가한 

수 있어야 한다. 

3.3.2. 컴봐일령된 라이브러리 사용 

컴파일랭된 라이브러리의 제한된 사용과 관계된 일반적 방침온 Ada에 적용할 수 

있다. 안전 시스댐에서 컴파일된 라이브러리 사용의 재한 또는 회피를 위한 이유가 다음에 

있다. 

• 자시도의 부족. 라이브러리는 저급의 구현과 쩨밀화로부터 프로그래머률 보후하는데 사 

용할 수 있다. 그랩에도 그것온 정확성 재한 건전성 만들어져 있는 함수의 예외처리의 

인식으로부터 프로그래머활 보호하는 륙성을 확실하게 한다.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는 쓸 

모 없는 파라때터， 계산기의 수치적 블안정， 결과의 벼수렴， 산술적 overflow. underflow와 

같은 에러 조건을 어떻게 다롤 것인가 고려혜야 한다. 이 같은 실패의 다른 형태는 계산상 

에서 에러의 효과의 중대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지는 것올 요구 할 지도 모른다. 

컴파일된 라이브러리에서 애러처리 때커니즘은 이런 상황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래머를 허락 

하기 위해 필요한 가시성이 제공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Tafvelin, 1987) 

• 에러 처리의 부죠화. 에러 처리률 위한 일관성 있는 데이터와 재어 흐름은 신뢰성 있는 

시스템의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럽에도 예외 처리를 위해 라이브러리가 열관 

성 있는 방법올 가진다는 보중올 할 수 없다. 

• 유지보수와 엉그혜01드 동안의 어려용. 소프트왜어는 유지 보수되고， 컴파일러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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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이 요구될 때， 라이프러리는 구식이 되어 갈지 모른다 

3.3.3. Ada의 실행시간 환경 

Ada RTE는 타이밍과 캠파일된 Ada 코드의 올바른 설행올 확실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올 수행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프로그래머에 의해 직접작으로 접근이 가능 

하지는 않으며，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합수 또는 컴파일된 라이브러리의 범주 안에 속한다. 

테스탱， 에러 추적， 문서화， 개발제어에 관련된 것은 Ada RTE에도 적용된다. 

3.3.4. 소스코드와 캠확얼된 쿄드 샤이에 추적 가능생의 유지 

안전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젝트의 기저 라인에서의 소스 코드는 컴파일된 목적 코 

드와 일치됩올 확실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스 코드와 목적 코드간의 추적 가능합은 분리 

도l 어 컴파인된 유니트의 어떤 버전이 포함한 불확실쏠 피하기 위해 펼요하다. 그럼에도 분 

리된 컴파일올 위한 Ada 언어의 지원은 이 추석올 위한 도전올 중단하게 할 지 모른다. 가 

능할 때， 전체적인 소스는 한 번에 컴파일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소스와 섣행 가능한 것 사 

이의 완벽한 추적올 이푸는 가장 확실한 망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의 캠파일로 수행이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1. 소스가 너무 방대하다. 

2. 이식성올 지훤하기 위해 구현에 의존한 소스 코드가 다른 Ada 소스 묘드로부터 별도 

의 컴파일랭 유니트에 위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소스 형태이기보다는 컴파일된 외부적으로 개발된 부분올 혼합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펠요한 경우가 있다. 

만약， 분리된 컴파일이 요구된다연 다옴의 방침 적용이 요구된다. 

• 컴파일링의 부분화 . 

• 툴의 사용. 

3.3.5. 제네릭 유나트 사용의 최소화 

Ada 언어는 째사용성의 향상올 위혜 제네릭 유니트 (팩키지， 셔브 프로그랩)올 포 

항한다. 그럽에도 안전 시스템에서외 그것들의 사용은 의심스러운데， 그 이유는 그것들은 소 

스 코드와 실행 가능한 것 사이에서의 추적올 애매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Template 

틀이지 팩키지나 서브프로그래은 아니다. 실행 가능한 코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올 소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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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확히 읽음으로써 즉시 분명해 지지는 않는다 제네릭 코프의 사용은 그러므로 최소화 

되어져야만 한다. (Saden,l994) 

그럼에도 제네력은 Ada에서 펼요할 지 모른다. 만약 제네력 유니트가 사용된다면， 다음의 

그것올 위한 지침이다. 

• 초 7/화 동안에만 구체화. 이 방침은 메모리 관리 예측의 3.1.1. 부분에서 다루어 졌다. 

• 전달되는 데이터를 위한 얘개변수 리스트의 샤용에 한정. 전역 변수는 매개변수 리스 

트와 다른 부 프로그랩의 톰체에 사용돼서는 안된다. 

• 매개변수에서 운서 채한들. 일반적인 매개 변수에 관한 제한과 사용은 확인되어져야 하 

고 문서화되어져야 한다. 

3.4 유지 보수생 (Maintainability) 

여기서는 유지보수에 관련된 세부적인 속성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3 .4.1 판독성 

판독성은 개발된 프로그램이 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데 Ada에 관련된 내용들이 속 

성 항목으로 아래와 같다. 

• 들여쓰기 지 칩들에 일치 

• 기숲적인 identifier 이륨들 

주석과 내적인 문서 

부프로그랩 크기 한정 

복합된 언어 프로그래밍 최소화 

불분명하거나 치밀한 프로그래밍 최소화 

관련된 요소들의 분산 최소화 

리터렬 이용의 최소화 

이름 바꾸기의 조정 

이 륙성들과 판련되어진 Ada의 륙별한 지침들은 아래에 다시 셜명되어지고 있다. 개명올 

조절하는 방법은 Ada의 특별한 욕성올 일반적인 지침들 안에 포함되어져셔는 안된다 라는 

것올 유념 해야한다. 

3 .4.1.1 들여쓰기 져침들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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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적 인 lndentation 지 침 들은 적용할 수 있다. 다음 부가적인 지침들올 적용한 

다. 

• 자료 -1조 데이터 구조의 시작과 끝올 들여 쓰거나 정렬한다 

행의 연속성은 선언을 위한 indentation~싹 행의 연속성에 대한 

indentation 사이에서 구별하기 위한 indentation의 다른 레벨올 이용 한다 

3.4.1.2 기 술적 언 식별~ 이름들 

기술적인 identifier 이류뜯의 특징어l 대하여 임반적인 지침플이 Ada에 적용할 수 

었다. 다음 부가적인 지침들로 Ada에 적용한다. 

。l릎을 ~/끊 I때 pro}ect 펀성분 따“르 l.} 밴수. 형선언， 프모시퓨어. 한수， 레코드， ‘’”연， 

정한 지침응 따르는 것이 좋 slice, 예외， 상수， 객체 그리고 다른 identifier는 프로젝트에서 

다 지침들은 다른 package얀에서 items륜의 이류플 주논 망법과 영역에 따른 이릉올 바꾸 

는 법파， 그리고 다른 proJect에 따판 꽉별한 내용올 영시해야 한다. 

• 단어흘 운래하래. 합성어는 다음 예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밑줄로 구분해야 한다. 

Rads_PecSecond 

Core_ Temperaturc 

• 큰 수 샤용에는 맡줄들올 이용하라. 밑줄들은 숫자들올 읽기가 용이하도록 조장하기 위 

해 큰 수에 이용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예재에서 보여 준다. 

type Population is range 0 .. 10_아XUXXt..'아)(); 

type SociaCSecurity_Number is range 아)()_OO_OOOO .. 999_99_9999; 

• 쟁량형올 쥬의 있게 이용하라. 만약 생략형이 오해되어 진다면 생략형올 이용할 수 없 

다. 예롤 들어 Time_oCDay 는 TOD를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다. 

3.4.1.3 주석 및 내부 문셔 

• 소스 코드흘 설계 문서에 관련시껴라- 주석은 Ada의 구문이나 의미를 그대로 복사해서 

는 안되고 사용된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올 좀더 쉽게 설명되어야 한다. “주석은 기술적으로 

맞아야하고 Ada 프로그래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반칸올 이용하라 

• 언어 제한으로부터 “escupes ’를 정의하라. 

• 0/룸올 다"'/ ~/올 때 쥬성올 사용하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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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말쟁과 처리에 쥬석올 달라. 

• 동적 때.!i!. 리 할당올 쥬석올 표71하라 . 

• Task는 쥬석으로 표71 하라. 

3.4.1.4 부프로그햄의 크기의 재한 

일반적인 지침올 따르며. Ada에 특별한 지침이 없다. 

3.4.1.5 혼합 언어 프로그래밍의 칙소화 

Ada와 더불어 기 계어나 Ada가 아년 고급 언어륜 사용하논 컷옴 피하는 것이 좋다 

다른 언어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l. Ada 소스 프로그램에서는 기 계어 레 i센 도~ ~:-깐 :f 현 한 수 있는 '?!~’} 성 였，--" 방법이 없다. 

2. Progma INTERF ACE를 적용하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3. 다른 언어는 Ada가 셔급 기재 수준의 표현욕 고급적 형태로 표현한 수 있는- 방법이 없 

나. 

만약 다른 언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이것은 제어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음은 Ada에 국한된 지침이다 

• 기계어의 삽입에는 다른 것과 구분시키고 적절한 주석올 달아야 한다. 

• 다른 고급어의 추가 시에도 INTERF ACE progma로 구분하고 인터페이스를 제한시키는 

것올 고려해야 한다. 

3 .4.1.6 에메모호한 프로그혜밍 구조의 칙소화 

일반적인 지침을 따르면 된다. Ada에 따른 특별한 지침은 없다 

3.4.1.7 관련 요소의 분산의 최소화 

일반적인 지침올 따르면 된다. Ada을 위한 특별한 지침은 없다. Ada에서는 적절 

한 팩캐지를 사용하면 관련 요소들의 분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3.4.1.8 Literal 사용의 최소화 

Ada에 관련된 지 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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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럴 대신에 상수를 샤용하라. 상수는 유지보수에 도웅이 되는데， 한번의 값을 수정함 

으로써 자동적으로 프로그랩 전반에 대한 값올 바꿀 수가 있다. 리터렬의 사용할 때는 잘 

정의된 공식 또는 사용함으로써 판독성이 높아지는 경우앤 조섬하여 사용할 수가 았다. 

속성올 사용하라. Ada의 속성은 리터렬이 사용될 수 있는 장소에 대신 사용된 수가 있 

다. 

3.4.1.10 바트 매핑올 위혜 표현 (rcprcscntation)구롤 사용하라 

많은 안전 시스댐들에는 그 시스템의 상태에 영향올 끼치는 하드웨어 discrete 스위 

치의 설정에 인터페이스가 었다. 비트맴은 내부적으로는 정수형으로 저장된다. 그러나 

representation clause와 enumeration 형은 이러한 상태의 정보를 의미 있게 표현하는 데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으며 그리하여 검토를 용이하게 하거나 아래에 나와있는 예제에서 

와 같이 coding error의 가능성올 줄일 수가 있다. 

Type Linc_Status Type is 

(Valvc_IA_Open , Valvc_2A_Open , Valvc_3A_Open , 

Valvc_IB_Open , Valvc_2B_Open, Valvc_3B_Open) 

For Linc_Status_ Type USE 

Valvc_1A_Open => 2#아)(UXX)l#. 
Valvc_2A_Open => 2#아)(U)()lO#， 

Valvc_3A_Open => 2빼)()()_OI 00#， 

Valvc_1B_Open => 2#OOC OOOO#, 

Valvc_2B_Open => 2#010_1아)()()#， 

VaJvc_3B_Open => 2#100_아)()()#); 

3 .4 .2 자료 추상화 

이 부분온 다음 흑정들에 대한 Ada의 륙별한 자료 추상화 지침들올 이야기한다. 

전역 변수의 최소화 

• 인터페이스 복잡성의 최소화 

• 프로그랩 은닉화 와 자료 은념화에 대한 Ada package 의 이용 

3 .4 .2.1 천역 변수들의 칙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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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안에서 전역 

서 선언되어질 수 있다. 

변수는 주요 프로시듀어 안에서 혹은 Package Specification 안에 

만약 전체 프로그랩이 작지 않다연， 이용되어질 수 없다 한 변수 

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이것의 값이 한 subprogram의 실행보다 길게 유지되어야 해 

야 한다면 package body에 선언되어야 한다. Package 명세서에는 Package 안에서 변수에 

작용하려는 프로시듀어와 함수를 포함해야 한다. 정보 

갱신되게 해서는 안된다. 

3.4.2.2 인터빼이스 복장생의 최소화 

。 u 。
-c =;"C" 변수가 원치 。}느; 

"" '--
방법으로 

일반적인 지침들의 이 특정에 적용되어진다. 부가적인 륙별한 Ada 지침들은 없다. 

3.4.2.3 자료 은낙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Ada Package의 이용 

Ada 패캐지의 특정은 이름들의 식벚과 데이터에 접근올 통제할 수 있도록- 딴닫되 

어졌다. 이것은 데이터의 부주의한 변경 또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의 해서 실행하는 것올 예 

방하기 위한 유용한 기교이다. 안전 시스템에서 Ada package의 

관한 자세한 

적당한 사용의 얘틀은 이 

장의 여러 곳의 지침서에 포함되었다. 이 주제에 내용은 이 보고서의 영역올 

벗어난 것이다. 유일한 특성 

템 셜계 그 자체를 표준파 

실행 지칩은 프로젝트 프로그래밍 지침들과 아래와 같이 시스 

conventions 대하여 확인시키는 것이다 . 

• package안에 인터페이스 정의， 형 정의， 자료구조들 (record. array. strings 포함) 

• 컴파일링 단위들의 구성 

• 미리 정의된 컴파일링 단위들의 사용. 

3.4.3 함수적인 웅집 

함수적 용집은 하나의 서브 프로그랩이 어떤 한 관계된 문찌 또는 잘 알려진 함수 

를 실행하는 정도률 측정한다. 일반척언 지첩은 (1) 서브 프로그랩 원소에 대한 단일한 셜 

계 기준의 항수와 (2) Ada에 척용되는 단일한 각 identifier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 

가적인 언어의 특별한 지첩은 없다. 

3.4.4 유연성 

일반적 특정은 Ada 에 척용된다. 부가척인 언어의 특별한 지침은 없다. 

3.4.5 아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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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반적인 속성은 Ada에 적용된다. 안전에 관한 기대부터， 이식성의 장점은 다른 

operatìng platforrn올 넘어서 예상되는 그리고 불변하는 결과는 산출하는 표준 프로그래밍 

구조에 관련되어져 있다. 이식성올 위해 설계된 code는 다른 platforrn에서 재사용 되거나 

변환될 때 실행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일반적인 원리는 비표준적인， “ enhanced", 특정 컴 

파일러 또는 목적 실행 플랫폼에 제한된 구조의 사용올 피하는 것이다. 비일반적인 구조가 

펼요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의 이론적 근거(원리)한계， 버전 관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식성에 관련된 특정들은 다음을 포함한 다른 곳에서 언급되어져 있다 . 

• built-ìn 합수들 이용에 최소화. 

• 기계 코드와 외국어 사용 최소화 . 

• 번역된 라이브러리 이용에 최소화. 

• 동적 바인딩 최소화 

. taskinμ 최 소화. 

• 비동기 구조(interrupt) 최소화. 

다음은 부수작인 언어상의 특별한 지침들이다. 

• 질행올 장시 움에두71 우l혜 busy loop를 샤용 하~1 말라. busy loop가 프로세스 자원 

올 낭비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그 코드가 다른 컴파일러， 다른 기계， 또는 다른 운영체제 

에 이식되어 질 때 반복에 관한 시간은 결정되어 질 수 없다. 

• 특혈한 듀현이 보증되어지지 않게냐 일일이 열게 되어 ~1지 않올 때， 듀현 연어 특성플 

에 관한 가정들올 명확히 하여라 

• 다흔 가계 의존정안 듀죠플 얄반화 하기 위한 -"'1도 이외는 SYSTEM fX1ckage 상수으l 

샤용올 피해라 

• 표준 Ada에 의혜서 정의된 progma와 속정들올 샤용하라. Ada LRM 은 다옴과 같은 

progma올 정 의 하고 있다 controlled， elaborate, inline, interface, Iist, memory _size, 

optimìze, pack, page, prìorìty , shared, storage_unìt, suppress, system_name 그 리 고 다음과 

같은 특성올 정 의 하고 있다 address， base, callable, constrained, count, first, firsLbit, 

last, lasLbit, pos, pred, range, size, small, storage_size, succ, terrninated, val , value, 

width. 그러나 표준 Ada는 사용자 또는 컴파일러 제작자가 특별한 하드혜어 셜계 또는 소 

프트빼어 환경에 맞도록 progma와 특성에 추가하도록 허락한다. 

• 호스트 운영체재에 71초를 두거냐ι Ada의 실행~1원 -"'1스 탱에 의존하는 호출이 Lf 듀현 

올 피혜라. Ada LRM에 명시되지 않는 구현에 관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실쩨 구현과 다률 

수가 있다. 지정된 실행에 의흔하는 특징들올 다른 실행에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비 

록 대다수의 제공자가 결과적으로 비슷한 특성들올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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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 미리 정의된 package LOW_LEVEL_TO에 샤용올 최소화하고 줄여라. 

• SYSTEM.ADDRESS 형얀 변수 또는 ADDRESS 혹성올 7f진 변수들올 재한하고 격 

리시켜라 

IV. C와 C++ 

이 장에서는 안전 시스템에 있어서 C와 C++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다. C++이 C에 

서 발전되었고 안전 시스템에서 같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다루었다. 하지만 휠요한 경우에는 언어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설행 프랫폼，즉 

하드웨어， 커널， 그리고 운영체제와 관련 없는 내용만올 다루고 있다. 

4 .1 션파l 싱 

소프트왜어적인 측면에서 선뢰성은 (1) 어떤 정의 된 시간간격과 조건에서 수행올 

성곰식으보 할 수 있는 가능성 (2) 요구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프트혜어의 신뢰성은 특정한 시간동안 기술된 조건하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올 의미한다.<IEEE， 1 앉)()). 신뢰성은 다옴의 run-time 얘측성에 의존한다. 

• 메모리 이용도 

• 제어 흐름 

• 타이밍 

4. 1.1 떼모리 이 용의 예측 

예측할 수 없는 메모리 활용은 프로그램， 명령어 그리고 데이터의 손실올 야기할 

.... 
T 있는데， 이로 인혜 시스댐 고장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때모리 이용은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 유용한 메모리제한의 위반 

• 동적 메모리 할당의 최소화 

• 페이정과 스왕핑의 최소화 

• 비효율적인 파라때트 전달 기법으로 야기된 메모리 이용의 최소화 

• 순환적 함수 호출의 최소화 

(2) 허가되지 않은 메모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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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관련 함수들에 대한 경계 점검 

• 잘 정의된 형태를 가지 합수의 이용 

• 메모리 관련 함수들에 대한 wrapper 들올이용 

• 배열올 위한 적절한 인텍싱 

4.1.1.1 동적 빼모라 할당의 최소화 

IC and C++l 

동적 메모리 할당이 메모리 이용의 효율성올 증가시킨다하더라도 때모리 예측올 불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다음의 문제들이 발생 가능하다 

l 순차적으로 메모리를 되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할당 

2. 할당되지 않은 메모리 접근 

3. 이 띠 frcc된 내l 모리 이용 

4. 동직 때모리 요구 시 부족한 에모리 

따랴서 동적 메모리 할당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lC1 
C어l 는 callocO, mallocO , reallocO , strdup() , free()의 동적 메모리 할당/비 할당이 있는데， 다 

음의 두 이유에서 문재가 야기된다. (l) 입력 애개연수의 값에 따라 다른 서버스가 제공된 

다. (2) 잘못된 압력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void *realloc(void *pv,size_t size). 

이 함수는 업력에 따라 다음의 액션올 취한다. 

(l) 새로운 때모리 블록이 이 전의 크기보다 작으면 realloc( )은 달록의 끝에 있는 원하지 

않는 머l모리률 되돌려주고 pv는 바뀌지 않고 retum 된다. 

(2) 새로운 size가 더 크연 확장된 블록은 새로운 주소에 할당될 수 있고 원래의 블록 내 

용은 새 위치에 복사될 수 있다. 

(3) 어떤 블록올 확장하려고 했올 때 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연 NULL이 retum된 

다. 

(4) 만약 pv가 NULL이연 reallocO은 maJloc()처럼 행해지고 새로 할당된 바ock에 

pointer를 돌려주거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NULL을 돌려 준다. 

(5) 새 크기가 0이고 pv가 NULL이 아니면 realloc()은 free(pv)처럼 움직이고 NULL이 

retum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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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약 pv가 NULL이고 크기가 0이연 그 결과는 알 수가 없다 

특정 길이로 라이므러랴에 있는 coy와 move 함수를 이용하라. 예를 들연 strcpy 대선 

에 stmcopy릎 사용하라. 

ι감B 

C++어l 선 동적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위해 new와 delete를 사용한다 다음의 지침이 적용된 

다. 

• 모든 c1ass들이 하나의 destructor를 포함하도록 해 라. 

4. 1.1.2 페이정과 스왈명의 최소화 

ICandC++l 

앞장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4. 1.1.3 routine들에 재어 매개연수 전달 

ιl 

앞장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하지만 제한된 stack크기가 작은 

microcontroller들을 가진 C와 C++의 사용에 있어서는 고려된다. 많은 argument나 큰 구조 

들올 전달하는 것은 stack overflow{특히 stack memory가 제한되어 있는 microcontroller에 

있어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스템 실패를 가져온다r 다음은 언어에 따른 

지침이다. 

매개 변수의 크기와 수를 제한하라. 

좀 큰 변수들에 대해서는 stack 공간올 보존하기 위한 pointers플 사용하라. 

4.1.1.4 째귀 호출 함수 호출올 최소화 

IC and C++l 

째귀호출 함수는 자기 자신올 호출하는 것으로 코드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stack memory익 이용올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stack overnow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한계 

가 잡혀있지 않는 순환적 합수 호출은 피해야한다. 북 recurslOn이 사용 되야 한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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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iler option에서 stack overflow checking올 실행시간동안 불러 놓아야 한다. 이것은 

stack overflow가 됐올 때 overwriting을 방지한다. 여기에 exception handling이 이루어져 

야한다. 

4. 1.1.5 경계 (boundary) 검사를 가진 에모랴 관련 함수의 최소화 

ιl 

경계 검사를 가진 함수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메모리 이용의 불예측성올 줄일 수 있다 그러 

한 합수들로는 stmcat, stmcmp. memmove둥이 있다. 

예) char strI[20].str2[30]; 

strcpy(strl ,str2); 

여기에서 str2가 str1보다 메모리가 많기 때문에， 이 표드는 strl 외부에 10바이트륜 더 사용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code플 다음과 같이 바꾸면 

#define STRl_LEN (20) 

#define STR2_LEN (30) 

char str 1 [STR CLENl,str2[STR2_LEN]; 

memmove(strl.str2.STRCLEN); 

strl 에 길이가 STRl_LEN이 되도록 복사가 된다. 이는 str2의 내용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즉 overwriting이 되지 않는다. 

ι브l 

C++에서 경계검사가 클래스 정의에 통합되어 low-Ievel합수들이 overhead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4.1.1.6 에모랴 폴록율 이동하는대 memmove률 사용 

IC and C++l 

memmove가 머l모리 복사합수인 memcpy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memmove는 먼저 소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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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장소에 복사를 하고 다시 이를 목적지에 복사를 함으로 overlap이 발생되지 않는다 

비록 소스와 목적이 overlap되더라도， 그 결과는 영향올 받지 않으며 그리고 소스의 요구되 

는 내용은 목적에 복사된다. 

4.1.1.7 전원이 on됐올 때 메모랴 검사. 

IC and C++l 

Embedded 시스템의 프로그램은 전원이 커질 때， 휘발성 메모리가 검사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시스탬이 비선뢰적인 데이터륭 가지고 실행하는 가능성올 줄이기 위해 펼요하다. 

4.1.1.8 메모랴 관련 작업들올 위한 내장 함수들의 wrapping 

ICandC++l 

문제릎 막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wrapper function( 엽력과 다른 예외 조건윤플 검사 

하는)들에 내장 합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폼 프로그래떠가 메모리 판련 행동 

즉 메모리 블록올 복사하는 것과 같은 웅용에 관련된 합수률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다. 

4.1.1.9 적 철 한 때 열 indexing 

IC and C++l 

자동 경계 검사가 다른 언어처럽 강하지가 않다. 예를 들연 runtime동안 배열 인댁싱에 대 

한 경계 검사를 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배열의 챔자가 법위률 벗어나더라도 실행 동안에는 

발견할 수가 없다. 아래의 예는 첨자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예) 

#define BUF _LEN (100) 

int data_aπay[BUF _LENJ.i; 
/* initialize buffer */ 

for (j =l;i<=BUF_LEN;i++) 

data_따ray [j) =O; //wrong 

data_array[BUF _LEN]=i; //wrong: outside of the array 

따라서 이를 잘 염두해 두고 프로그래밍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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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흐름 채어의 예측 

프로그램에 있는 statement들이 수행되는 순서는 제어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Meek93]. 제어흐름올 예측하는 것은 특정 조건에서 프로그랩이 따라갈 path플 모호하지 않 

게 견정하는 능력이다. 아래의 내용은 제어 흐름의 예측성올 높이기 위한 지 침틀이다. 

4.1.2.1 구조의 최대화 

IC and C++l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되어 진다. 즉 goto. setjmp. longjmp둥의 명령은 피해야 한다. 특히 

goto문은 오류 상태륜 처리하기 위한 code로 jump합 때륜 제외하고는 피해야 한다. 

4. 1.2.2 채어 흐류 복잔도를 최소화 

Iι핵!LC.브1 

인반적인 지침이 작용된다 복잡한 제어 흐류은 예측 불가능한 제어의 원언이 된다. 

switch -1조들 샤용하강. 안전 시스템에서는 if...else if...else i f...이 중첩 선택이 필요한 

경 우에 switch플 사용하는 것 이 좋다 .. 

괄호를 샤용하라. 중첩 if...else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if와 else의 학올 맞추기 위해 

서는 ( )달 나타내어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sψitch내의 case에는 defaults플 샤용하라. 

예) #dcfinc DRA W _cmCLE (I) 

#define DRA W _RECT ANGLE (2) 

switch {condition) 

case DRA W _cmCLE: 

brcak; 

case DRAW RECTANGLE: 

brcak; 

dcfault 

brc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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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정샤하라 switch문에서 결코 사용되지 않는 코드를 검사하여 

이를 제거해야 한다. 

4. 1.2.3 변수틀과 pointcr들올 초기화 

IC and C++l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모든 변수와 포인터들올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 시켜야 한다. 

C/C++에는 3가지 기본형의 변수가 있다 : 전역변수， 정적변수 그리고 자동변수이다. 

• 차동 밴수득플 :zl/초 7/화 시켜라 : 자동변수틀은 함수가 복귀한 후에 그들의 위치와 값 

올 잃어버리기 때운에， 그들은 다시 사용되기 전에 재초기화가 되어야 한다 

• 뿔도의 초기화 휴틴에서 전역 변수플올 초 7/화 시켜라. 

• 깐역 센子:. ~r !'. 10.- μ/ 아!시깐 j:J/화 "/7/ i!1. 

• 자신뜰의 영역올 뱃어냐는 자동연수들에 대한 pointer들을 사용하지 앙라 

• pointer륜분 초기화 시켜라- 아래의 예 1)븐 초기화륜 하지 않았는데， 이륜 에2)와 같이 

수성하는 섯이 -승다-

예 1) 

long *buCptr; 

*buCptr some_value; 

예 2) 

#dcfine some_valuc (I 3L> 

long *buCptr; 

long value; 

buCptr=&valuc; /* 초 기 화 */ 

buCptr some_ value; /* 장올 할당 */ 

• indirection 연산자들이 각각의 pointer 선언 때 나타나게끔 하라. 

• 정수형 변수의 모든 비트를 모두 l들올 초기화시킬 때 “연산자릎 사용 하라. 

all • 1 variable -0; 

I.C.1 
C는 선언 때 초기값올 지정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모든 객체들(연수， 구조체， 배 

열)올 초기화시킬 펼요는 없다. 

되
 



K브l 

어떤 상호 관련된 data set올 하나의 객체로 간주핸서 data set의 한 인스턴스를 만들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dta set의 현 안스턴스를 파괴하는 용이성올 제공한다. 

4.1.2 .4 부프로그랩에서의 single entry 9J- exit 

[C and C++]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single entry and exit은 그들의 validation검사를 용이하게 한다. 

• 여러 개의 retum문올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C 함수에서는 단독의 exit륜 갖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C는 retum에 대한 일관성올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 

• serjmp 와 longjmp륜 사용하지 않는다. 

retum문 대신에 setjmp와 longjmp플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함수의 밖 

으로 빠져나감 수가 있기 때문이다. 

• 합수 포인터 사용올 급한다 . 

• throw 9J- catch의 사용올 제 한하다. C++는 throw9J- catch 같은 exception 처 리 메 커 니 

즘올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워야하며 캠파일러 구현에 대한 신뢰성올 검사한 후 사용 

해야 한다. 

4.1.2.5 인터페이스 에 vl모호생의 최소화 

IC and C++l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인터페이스 오류는 coding error들의 많은 부분올 차지한다. 한 

얘로 subroutine올 calling 할 때 argument들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이다. 

함수의 프로토타압올 샤용한다. ANSI C에서는 합수가 매개변수와 더불어 프로토타입 

을 만들어 데이터 형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매개변수의 개수7} 불확질한 함수의 샤용을 피한다. 함수의 매개변수의 갯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은 검증하기가 어렵다. 

매개변수의 자료형이 서로 다르도록 순서를 정한다. 

때재변수의 형이 함수의 프로토타압에서 정의한 것과 호환휠 슈 있는 갯만흥 사용한 

다. 

• 함수의 시장에는 압력 매개변수흘 검증하고， 질행이 끝날 때에는 되플려 줄 값을 강샤 

한다. 

밍
 ι 



부프로그랭이냐 매크로의 매개변수 자리에 수삭올 샤용하는 것올 피하라. 

function(paraml++ , param2=param+l) /*wrong*/ 

• bit masks는 사용하되 bit fíelds는 사용하지 마라. 펼드(젠eld)를 사용할 경우 다른 언 

어에 의해서 compile이 되거나 다른 언어로 쓰여진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access될 경우 

인터페이스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즉 문제는 그러한 변수가 다른 시스템과 통신이 될 경 

우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independent하게 없얘기 위해서 bit mask 

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 시스댐의 안전성올 확보해 준다. 

4.1.2.6 data의 type의 사용 채어 

IC and C++l 

펼요로 되어지는 자료형과 다른 type올 받아들이는 것은 system실패플 야기 할 수 있다. 이 

러한 error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 칠 수 있다 

듀현에 으l존적얀 type의 샤용을 제한 

• type 변환의 샤용올 줄이고 분명치 않거냐 또는 자풍적인 typeEI 밴환봄 중얀다. 

혼합 모드 연산들의 샤용올 피하라 다음과 같은 경우 문재가 발생된다. 

예 ) #define BUF _SIZE (32) 

signed char count,in_buffbuCsizeJ; 

int scale,result; 

count=2; 

result=2*count*scale; 

이 혜의 경우 signed char의 범위는 -128-127까지이다. 그런데 count가 127 이연 2*count 

는 254인데 이는 signed char로 -2이다. 최종 결과는 -4가 된다.(after -2*scale)이는 예기되 

는 2*127*2즉 508과 완전히 다른 값이 되어진다. 

evaluations 과 relational operatio.πs애 있어서는 single data η'pe올 샤용하라 . 

• unsigned array얘 typed，ξf들의 사용올 피하라. 

여러 type올 가진 identi!ier들올 다중으로 선언하지 말라 . 

• signed and unsigned변수를 섞어서 사용하지 말라. 

간정 쥬소 .ÃI정의 사용올 채한하라 

여i!1 incompatible 한 type얘 대혜 같은 identifíer흘 선언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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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정멜도와 정확도 

IC and C++l 

double precision올 샤용하라 부동소수점 변수들에는 double의 type이 사용되어야 한 

다. float data type은 석절한 정밀도와 정확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이는 이식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서는 안좋다. 

관계연산에서 부동소수정 특성에 대혜 챈암올 져야 한다. equality 비교는 가계 표현자 

체가 정확도와 정밀성에 있어 떨어지므로 이는 피해야 한다. 

예 doble value; 

if(value==O.O) { 

이 code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라. 

#define FLOATING_POINT _ TOLERANCE (0.아)()()I) 

IF (( value< (0.0+ FLOATING_POINT _ TOLERANCE) )&& 

value> (O.O-FLOATING_POINT _ TOLOERANCE)) 

정수 연산에 있어 troncation 에 대한 책잉올 지어야 한다. 

• eva/，μation의 optimi갱tion에 대 혜 책 잉올 Àl어 01 한다. 

산울 연환01 쥬어진 공간 안에서 표현。l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흘 산출할 수 있도록 하 

4 .1 .2.8 우션 순위에는 default순셔보다는 괄호를 사용혜랴. 

ICandC++l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산술， 논리 그리고 여러 연산자들끼리의 default 우선 순위 언어 

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C++에서 연산자 오버로딩은 우선 순위 바뀌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지침올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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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wise 연산자에 팔호를 사용해라. 

• 비교와 조건들에 팔호를 사용하라 

매 크로에 괄호를 사용하라 . 

• eXpreSSlOnS의 값이 evaluation의 순서에 의 존하지 않도록 하라. 

4.1.2.9 부수 효과를 가진 합수와 프로시듀어들폴 피하라-

4 .1 .2.10 assignment률 evaluation으로부터 분리하랴. 

IC and C++l 

• 판계 연산자와 치환 연산자를 분 i!1 시껴라. 치환연산자는 ‘=’ 이고 등호는 관계연산자 

’잘 사용한다. 서로가 바슷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연 오류가 발생하기가 쉽다. 

1) 계산식에서 포항된 지환연산자는 팔호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2) 식올 지l 산항에 연산자 우선 순위 치환문의 값올 구하는데 영향블 미치지 않아야 

한다‘ 

4.1.2.11 프로그햄 instrumentation의 적갤한 조작 

IC and C++l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프로그랩 instrumentation은 수행 중에 프로그램의 어떤 내부 상 

태 값을 모아 내보내고 deve]oper가 그 명새의 특정 측면이 재대로 구현되도록 하게끔 해준 

다 [Liao9 l) 

4.1.2.12 c1ass library크기 의 조캘 

ι르l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더불어 두 가지의 특별한 지침이 있다 . 

• class library크 71의 채한. 라이브러리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객체와 클래 

스로 인해 시스댐이 관리가 어렵고 많은 질수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률 최소화할 수 있다. 

다중 상속올 피하라. 다중 상속온 모호성과 유지보수의 문재로 인해 안전 시스템에의 

사용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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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3 동적 바인딩의 사용의 최소화 

ι브L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바인딩은 변수가 어떤 클래스와 연겨l 함음 뜻한다. 동적 바인딩은 

실행 시간에 일어난다.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이픔과 클래스의 연게는 안전에 우려가 

되며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실행사간시의 예측성올 낮추며 디버깅 이해도， 추적성을 복잡 

하게 한다 

4. 1.2.14 여사자 overloadiml의 조청 

ι브l 

일반작인 지침이 적용된다. 연산자 오버로딩은 판독성올 높이고 복잡성올 낮춤 수는 었다. 

오버보딩은 연산자의 우선 꽉위에 '?l tl’}성욕 유시하시 봇하기 때문에 섣-세 점윤 포함하고 였 

다. 

overload펜 띤산;<1 으/ 의끼는 ;<1연스 ιl위야하;</ 꽉잡해선 안펀다. 

• 연산의 순서는 괄호에 의해 분앵해야 한다. 

class연산자들올 분명히 정의하 i!/. Default 생성자， 복사 생생자， 소멸자 그리고 

operator= , operator& 둥은 이미 정해진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에서 분명하 

게 정의해야 한다. 또한 이들 합수에 대한 원치 않는 의미적인 호출올 피하기 위해서 모든 

클래스에 expJicit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 pointer연산자의 얄관성올 확살히 하강. 

• 증자 연산자의 원판성올 확질히 하라. 

4.1.2.15 compiler정고들플 주의하라. 

C와 C++은 복잡한 프로그램올 작생할 수 있는 많은 메커니즘올 제공하고 있어 컴파일 

러만 의존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경고는 비정상실행 또는 프 

로그램의 위험소지플 내포할 수가 있어 모든 경고문 메시지에 대하여 대처해야 한다. 

4.1.3 시간의 예측 

시간의 얘측은 실시간 재어에 사용되는 안전 시스템에 매우 중요하다 관련된 지침 

이 다음의 젤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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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라이브러리 크기의 조절 (4. 1.2.1 2) 

• 동적 바인 당 의 최 소화(4. 1.2 .1 3) 

• 연산자 오버로딩의 조절 (4. 1.2.1 3) 

이 이외의 추가적인 지칩은 아래와 같다 

4.1.3.1 tasking의 사용의 최소화 

IC and C++J 

multitasking이 concurrent processing에 있어 매혹적인 모텔이라 해도 안전 시스템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설행과 타이밍 그리고 자원 이용에 있어 볼확살성흘 만틀어 낸다. 

2. C와 C++은 multitasking블 ^J 워하사 않단나 

왜냐하면 표준 library함수는 reentrant 함수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함수룹 사용하는 것 

븐 예기치 않은 견과닫 가져판 수 있다 

4.1.3.2 인터럽트가 구동샤키는 processing의 사용올 최소화하라. 

인터럽트 구동 프로세성을 plant와 연산자 입력의 처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평균 용답시간올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통 non-deterministic한 최대 용답시간으로 

가기 쉽다 목 사용하려한다연 다음의 쳐침을 따른다. 

• 얀터립트 pr，α'essing올 재한한다. 인터럽트 루틴내의 코드와 실행사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검사와 처리는 인터럽트 실행이 끝난 다음 이루어져야 한다. 

• 함수 호출올 채한한다 인터럽트 루틴 내에서 다른 함수 호출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단 

지 reentrant 함수만이 인터럽트 루틴에 의해 호출될 수가 있다. 

4.2 건 천 성 CRobustness) 

Robustness란 비정상적이거나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소프트혜어의 능 

력이다.(IEEE， l않lO) 안전시스템에서는 얘상치 못한 사건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시스템은 사건에서 살아남아 계속적으로 설행하는 것이 펼수적이다 아래는 건 

전성에 관련된 지침틀이다. 

4.2.1 소프트혜어 다양생의 사용의 조절 

선
 



IC and C++l 

내외부적 다양성에 대하여 정의한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4.2.2 예외 처리의 사용을 조첼 

얘외이란 정상작인 프로그램 실행의 suspension올 일으키는 event이다 OEEE， I 맛)()) 

exception처리는 비정상적인 상태와 입력 자료에 관련되어져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 

침은 아래와 같다. 

4.2.2.1 예외를 지역척으로 처리한다. 

IC and C++ 1 

영!반삭언 ^l 침이 적용된다. 즉 exceptJOn 은 지역적으로 조작되어야 한다. 

addressing exceptions 4.1 .1 에서 처럼 방지되어야 한다. 

data exceptions 

입 출 력 exceptions 

Overflow and underflow exceptions 

• operatJOn exceptJOns 

protectJOn exceptlOns 

4.2.2.2 외부 재어 흐륨의 보존 

IC and C++l 

exception이 일어난 routine의 외부에서 흐륨제어의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볼확실성이 

야기된다. 따라서 외부의 흐름제어는 보존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exceptJOn플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flag들올 setting해야만 한다. 

4.2.2.3 exception 쳐 랴 의 일 판생 

IC and C++ 1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 

• exception handling에 대한 운영채채 ，.../스 햄의 처리보 다 signals과 traps에 의존하라. 

안전 시스렘에 사용되는 어떤 실시간 운영체재는 exception 처리률 위한 추가적인 기능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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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관성 있고 예측할 수 있는 exception처리를 위해 이러한 운영체제의 

특성은 안전시스템의 마지막 보류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signal과 trap올 사용하는 

것이 좋다. 

C++ 에 있는 setjmp 와 longjmp대신에 throω와 catch를 샤용하라. 

4.2.3 입출력 검사 

IC and C++l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 샤용하71 전에 pointers를 킹샤. 포인터는 사용되기 전에 그것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자료가 옳은가를 확신하기 위해 검사가 되어야 한다 

FILE *fp; j* 포언터할 정의 *j 

fp = (FILE *) NULL; j* 포인터의 초가화 *j 

fp = fopen( … ); j* 포인터에 값올 할당 *j 

if (fp != (FILE *) Nl1LL) j* 포인터플 점검 *j 

if (fp != (FILE *) NULL) j* 포인터률 점검 *j 

fclose(fp); 

fp = (FILE *) NULL; j* 포인터의 값올 지웅 *j 

4.3 추적생 

추적성이란 S!W 셜계와 비교해서 정확성과 완전성의 입증을 지원하는 안전 소프 

트웨어의 속성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셔l 부적인 속생들은 아래와 같다. 

4.3.1 내장된 함수의 사용을 칙소화 

IC and C++l 

일반적인 지침이 적용된다. 내장된 합수의 사용은 다음의 문재롤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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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장 함수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안전 시스템의 요구와 같지 않올 수 있다. 

2. 입출력 data validation이 safety system과 같지 않올 수 있다. 

3. 내장 함수들의 수가 컴파일러마다 다를 수 있다. 즉 어떤 compiler에서 지원되는 함수 

가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지원되지 않음 수 있다. 

위와 같이 이유로 인해 내장함수의 사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만약 사용될 때는 이를 지원 

하는 테스팅과 문제시의 추적올 위한 문서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만약 내장함수의 사용올 

피할 수가 없다연， ANSI C의 표준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4.3.2 compilcd libraries 사용의 최소화 

[C and C++] 

인반적언 지침이 적용된다. compiled librmies는 compiler vendor들이나 제 3자 윤이 입출역 

플 ;.;1 원할 복식으로 제공펠 수 있다. 이는 안전 시스템에서는 

이다. 이에 대한 것은 내장함수의 그것과 비슷하다. 

제공되지 

·외부에서 개알펀 libraries에 있는 이릎들이 complier냐 그 프로 책트 

릎들과 감 밸되는지를 확질 히 해라 

않음 수 있 71 때문 

내에서 개발된 이 

• 외부에서 개발된 library들에 동적으로 binding되는 모든 정우들올 문서화하라. 

개팔과 질행 중에 공유되는 library플이 동얄한xl릎 확질히 혜라. 

4.3.3 vcrsion 셰어 도구틀올 이용하는 것 

IC and C++ 1 

버전 제어 도구는 사용자에 게 변화된 것에 대하여 문서를 할 것인가 물어톰으로써 호환되 

지 않는 version들로 인한 interface error들의 가능성올 최소화해야 한다. 

4 .4 유지 보수(maintainability ) 

4 .4 .1 판독성 

판독성은 소프트웨어가 개발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여해하도록 도와준다. 

판독성은 프로그랩의 중요한 특성안데， 거의 모든 프로그랩이 차후에 왼 개발자 이외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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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랍들에 의해 수정되고 디버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판독성은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것만올 설명하고 있다. 

4 .4.1.1 indentation 지 침 에 의 순용하라. 

프로그램 블혹은 괄호로서 묶어쳐야 한냐 

주석 역λ1 indentation올 따r!/-야 한다 

분71 구조 (if. .. else, switch.case)도 역시 띄어쓰깨가 되어야 한다. 

• 반복 구조 (for, ωhile. do ... while) 역시 띄어쓰7171 되어야 한다 • 

• 첨i과얄리 ;;{I시어 역시 띄어쓰7171 되어야 한다. 

다유은 추천하고자 하는 띄어쓰기 방볍이다. 

첫 밴 쩨 l' 헨 -->mainO 

/* loop variablc */ 

두 밴쩨 래멘 --> int 1; 

/* sub block */ 

for 0=0; i<MAX_LOOPS; 1++) 

세 밴 쩨 혜 벨 --------> if ( …) 

너l 밴 쩨 례 벨 ----------------> whilc ( ... ) 

다섯 밴 쩨 례 벨 --------------------> . 

두 밴쩨 례 i변 --> switch 

세 번쩨 례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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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셔술적인 identifier 이륨 만들기 

IC and c++1 

name틀은 표현되어지는 개체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4.4.1.3 주석과 내부작인 문서화 

일반적인 지침올 따른다. 잘못된 주석은 오히려 

서화에 따른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지보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부 문 

모든 루틴은 머리부에 압.춤력 변수. retum 형과 값. 찬-온튜l 션역밴수. 수산과 ?}고리 

즘에 대한 섣명올 포함하고 있어야한다 

중칩’펀 쥬성은 Äf용되어세는 안된다. 

얀관성 있는 쥬성을 위한 섣헐 (// 또는 /*)블 샤용해야 하 t셔 1휴 N&!I ^7 샤용하단 .1-1 0 
시 L-

좋지 않다. 

반복 또는 if쁨의 마지만 웅상호에는 0/감 우/찬 퓨션;? 하?: 건이 -]' L} 

4.4.1.4 부프로그웹의 크기얘 재한 

IC and C++1 

ANSVISO표준의 재한올 보연 하나의 block에 선언된 block영역 내에 1 Z7의 identifiers와 

하나의 함수 정의에 있어서 31개의 매개변수들로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4.4.1.5 혼합된 언어 프로그래밍의 최소화 

IC and C++1 

예플 들어 C와 C++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하고， 펼요하고 또한 추천할 수는 있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I) 재검토자와 유지보수자에 어려 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웅을 가져다준다. (2) interface error률 야기시킬 수 있는데 이는 다른 calling convention과 

다른 data 표현땅볍 때문이다. 

이률 피할 수 없다연 다음과 같은 방법올 이용해 위험성올 채가 할 수 있다. 

풀리정 얀정 foreign c(녕e를 dominant c(녕e에 가깝게 위치하게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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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생블라어를 C에 샤용할 때는 asm지시어를 샤용하여 구분시키는 것이 좋다. 

4.4.1.6 불명료한 프로그혜밍 j-조의 최소화 

IC and C++l 

일반적인 지침이 작용된다. 아래와 같은 지침올 따르연 좋다. 

(I) 명료하게 작성 : 너무 영리한 척 하지 마라. 

(2) 빠르게 하려고 하기 전에 정확하도록 하라 

(3) 속도보다는 명료성올 추구하라 

(4) 효율성올 위해 명료성올 회생시키지 맏라 

ι1 

·연산자 (? :)의 사용올 피하라 이는 if-then-else올 위한 깐만한 연산사냐 염시가 어쉰 

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ι브l 

합수들올 결합시키기 위해 default매개변수들 사용하는 것올 피하라. 

하냐의 조건 안에 복잡한 expression올 넣는 것올 피하라. 

scope resolution operator의사용올 피하라 . 

• member들에 대한 pointer들올 피하라. 

• 필요한 곳마다 virtual keyword플 사용하라. 

4.4.1.7 환련된 요소들의 푼산을 최소화 

IC and C++l 

일반적인 지침이 작용된다. 역시 검토와 유지보수올 위한 지침이다. 

각각의 program의 앞쪽에 include 지시어률 위치시킨다. 

•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모든 외부 합수들의 prototype들올 위치시킨다 . 

• base class를 파생된 c1ass로부터 분리시켜라. 

4 .4.1.8 literal사용의 최소화 

IC and C++l 

liter떠은 identify하기가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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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 #define에 대한 모든 expression은 괄호에 넣어져야 한다. 

enumeration easier to modify 

4.4 .2 자료 추상화 

4 .4 .2.1 전역 댄수 사용의 칙소화 

• 전역 변수와 판련된 함수들올 같은 파일에 유지하라. 

• 전역 변수는 하냐의 헤드 파일에 선언하라. 

• 전역 변수를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초기화하라. 

4.4.2.2 interface의 복잡도를 칙소화 

[C and C++] 

일반적인 지침이 작용된다. 복잡한 interface는 review와 maintain올 어렵게 한다. 

• 매개 연수의 수룹 채한하랴. 

많은 매개변수들과 그러한 매개연수들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올 때 구조쳐|를 사용하 

라. 

매개변수 List에 expression올 사용하는 것올 피하라. 

4.4 .3 함수적 웅집 

IEEE， l앉lO에 따르면 cohesiveness란 하냐의 module에 의혜 수행되는 작엽이 다른 module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인 지칩을 따른다. 

4.4.4 유연생 

유연성이란 소프트혜어의 변화에 필요부분 이외에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 

다. 이는 일반적인 지칩을 따르면 된다. 

4.4 .5. 이식생 

이식성올 높이기 위한 지칩은 이미 앞에서 논의되었다. 이률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built-in 함수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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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파일링된 라이므러리 사용의 최소화 

• 인터페이스 애매모호성의 최소화 

• 동적 바인딩의 최소화 

태스킹 사용의 최소화 

• 인터럽트 관련 프로세싱 사용의 최소화 

• 범용의 자료형의 최소화 

• 예약어 및 키워드 사용올 피하야 함 

• 하드웨어 종속의 최소화 

4.4.5.1 기계에의 의존생올 최소화 

IC and C++1 

• 71 계에 의존적얀 쥬소릎 71호닫 01용하여 정으l하여라 

• 71계에 mappmg되는 data item들에 대한 volatile attribute릎 사용하라 . 

• bit-field의 사용올 피하래 bit field는 compiler와 CPU의 

Iittle-endian/big endian특성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대신에 shifting이나 masking이 사용되어 

야 한다 . 

• clock 샤이를올 세어서 time간격올 측정하지 말라 다른 platfonn에서는 다른 clock 

cycle올 사용하기 때문이다. 

5. 결 론 

객체지향 언어인 C++가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따라야 할 guideline률 몇 가지 제시하였다 .. 복잡하고 대형의 안전시스댐 소프트혜어 개발에 

객체지향 기술올 이용하게 되면 분석에서 코딩까지 여러 가지 이점과 채사용 중가에 따른 

경채성 채고가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객체지향 기술의 테스팅 기법과 안전성 기법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C++가 최근 객체지향 언어로 각광올 받고 있으며 특히 C언어률 

확장했기 때문에 C 개발자에게 환영올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da, C/C++가 웬전 디지 

털 계측채어 안전시스댐 개발에 사용되어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흘 언어적 속성에 따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객체지향적 관점에서의 톡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술하였다.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Ada, C/C++가 앞으로 안전 시스앵 개발에 적절한 프로그 

래밍 언어로 평가되며，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특성들올 보완한다연 safety-critical 

시스템 개발 언어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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