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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it developes the railway system, safe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necessary things. SCADE 
SUITE has been used in many systems, like plane, transportation, nuclear power, etc, who have high priority 
to safety. This document introduces where SCADE SUITE has been used and describes how develope 
safety-critical system with SCADE.

1. 서론

  철도신호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Safety-critical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개발하는 것이다. 그에 맞춰서 해당 시스템이 안전성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성에 기반한 설계/개발 기법과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한 문

서화 작업들 및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기반한 개발

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작업들을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 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지게 만들고, 효율성 

또한 낮아지게 된다. 이 때, 사람의 손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Safety-critical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각종 문서 작업이나 요구 관리 등도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미 안전성에 입각한 

개발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진 SCADE Suite에 대해 소개하고 SCADE를 사용한 개발 방법

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2. 본론

2.1 SCADE 소개

2.1.1 특성

  SCADE는 통합된 그래픽을 사용하는 모델링 기반의 개발 툴이다. 요구사항관리부터 시작하여 어플

리케이션 개발과 필요한 문서들을 생성하는 것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모델링 단계에서 개발

하여 코드는 툴에서 자동적으로 생성해 준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소스 코드가 있을 경우 프로

젝트에 불러들여 사용할 수 있다. Safety-critical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코드 생성 알고

리즘과 Formal proof technique등 안전성 인증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준다. SCADE는 대략적으로 

다음의 4가지, SCADE Suite Modeler, SCADE Suite KCGTM Code Generator, SCADE Suite 

Certification Kits 및 SCADE Suite Tool-Chain Integration Modules로 구성되어 있다. SCADE 

Suite Modeler에서 SCADE Suite Editor는 Formal modeling과 qualified/certified를 연결하여 개발

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설계 통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SCADE Suite Modeler에서 SCADE 

Suite Simulator는 on-target 환경에서 전체 시스템, 시스템 일부, 또는 Single module를 요구 사항에 

기반한 모델 단위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한다. SCADE Suite KCGTM Code Generator는 

safety-critical embedded software에 필요한 모든 속성을 가지고 C코드를 생성해 주며 KCG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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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178B qualification up to Level A - Aerospace & Defence

IEC 61508
certification up to SIL 3 - Transportation & Industry

 > In use on SIL 4 applications

EN 50128 certification up to SIL 3/4 - Rail Transportation

IEC 60880 full compliance - Nuclear Industry

생성된 소스 C 코드는 완벽하게 대응되는 SCADE 모델과 추적 증명할 수 있다. SCADE Suite 

Certification Kits는 각 분야별 Certification을 취득할 수 있도록 Kit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것은 다음

의 DO-178B Certification Plans for SCADE Suite Applications level A and B, SCADE Suite 

KCG - DO-178B Certification KitTM, SCADE Suite KCG - EN 50128 Certification KitTM, 

SCADE Suite KCG - IEC 61508 Certification KitTM, SCADE Suite - IEC 60880 Compliance 

Kit Mostly linear control sequences 등이 있다. SCADE Suite Tool-Chain Integration Modules

는 인증에 필요한 SW개발 프로세스에 적합하도록 다른 연계 Tool과 연동 가능하도록 해 준다.

2.1.2 사용 분야

SCADE는 safety-critical embedded software 개발이 필요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항공 

안전 인증(DO-178B 레벨 A에 해당)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툴로 자격이 주어져 있고 국제 전기전

자협회의 소프트웨어 안전 레벨(IEC 61508)인 SIL3와 국제 에너지 협회의 안전 레벨(EN 50128)인 

SIL 3/4를 만족하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SCADE가 만족시키는 국제적인 표준들을 보면 다

음과 같다.

2.2 SCADE 설계/개발

2.2.1 SCADE 개발 프로세스

그림1. SCADE Certified Software Factory(Esterel의 SCADE Introduction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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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DE는 System Spec을 분석/설계한 뒤 모델 디자인에 들어간다. 모델링 기반의 개발 툴이기 때

문에 모델 단위에서 verify를 하며 여기서 유효하다고 판정된 모델을 통해 생성된 코드는 역시 유효하

다고 인정한다. 개발자가 핸드코딩을 하는 과정은 SCADE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않으며 디자인한 

모델을 통해 소스를 generate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성된 코드를 통해 테스트를 하고 문서를 산출

해낸다. SCADE에서 디자인한 모델을 통해 생성한 코드 외에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소스를 가져와 사

용할 수도 있고 개발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SCADE에서 생성한 코드가 아닌 개발자

가 작성한 소스 코드의 경우에는 따로 코드에 대해 verify를 해주어야 한다.

2.2.2 요구관리 및 문서 작성

  SCADE Suite에서는 RM(Requirement Management) Gateway라는 모듈을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문서들의 레벨을 지정하고 관계들을 연결하여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부터 모델, 테스트 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물론 SCADE에서 호환되는 요구사항 관리 툴을 사

용했을 경우 그 내용을 SCADE에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 SCADE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한 문서를 작

성해 주는 기능도 있으므로 인증 시 SCADE가 자동으로 작성해준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3 SCADE와 Safety-critical 개발

2.3.1 SCADE 디자인

SCADE는 모델링 기반의 개발 툴이므로 오퍼레이터를 블락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시한다. SCADE에

서 모델링 디자인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data flow 형태로 디자인 하는 방식이다. 다이어그램들과 변수, 상수들 간의 처리 흐름을 

디자인하여 개발하는 방식이다. 블락 다이어그램에 입력값이 어떻게 들어가고 출력값이 어떻게 나올지

를 순서도와 같이 흐름을 볼 수 있게 배치하며 연결한다. data flow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2, Data Flow 방식 디자인 예

두 번째는 State Machine 형태로 디자인 하는 방식이다. UML을 해 본 사람이라면 UML의 State 

Machine과 비슷한 형태라 생각해도 된다. 이 방식에서는 각 상태들 간에 어떤 조건일 때 다른 상태로 

넘어갈지와 각 상태내에서 어떠한 식들을 처리할지를 나타낸다. State Machine 형태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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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State Machine 방식 디자인 예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4. Data Flow 방식과 State Machine 방식 함께 사용하는 디자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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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Safete-critical 개발

 SCADE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시에는 개발자가 작성한 모델을 통해 자동적으로 코드가 

생성되므로 모델링하는 과정이 곧 개발 과정이 된다. SCADE에서 생성하는 코드의 safety-critical 관

련된 면 중 특징적인 것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먼저는 if문이 있다. if문을 사용할 시에는 흔히 두 분기

문 각각에 계산하는 식이 들어가 있게 코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테스트 할 

경우에는 두 조건 중 한 조건이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 경우이다. 테스트 시에는 그 조건이 선택되지 

않아 worst case time 측정이 이런 상황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제 적용 시에 다른 조건이 선택되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worst case time을 초과하게 되어 안전성에 심각

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SCADE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if문 사용 시 해당 조건들에 대

해 계산하는 식은 if문이 시작하기 전에 모두 다 실행되도록 한 후 if문 내에서는 그 값만 선택할 수 있

게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어느 조건이 테스트 시에 실행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불필요한 요소를 추가한 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SCADE에서는 이러한 요소들과 기타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check시 warning을 띄우고 하이퍼링크로 해당 요소에 연결을 해 준다.

 또한 안전성 위주의 코드 생성을 하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이나 동적메모리 등 연산 시 결과에 예측

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대로 실행될 수 있는 방식들을 배제하고 코드를 생성한다.

3. 결론

 철도산업에서 안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며 국내 시장이나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

제적인 안전성 표준에 입각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인증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지켜야할 규

칙이 많고 까다로우므로 사람의 손에만 의지하면 많은 오류와 검증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정 작업들

을 수반하여 시간적 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증된 툴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safety critical embedded software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CADE Suite를 사

용하여 분석/설계 및 개발과 테스트, 문서작성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개발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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