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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동적분석 도구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업

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C/C++, 자바 프로그램에서 결함

을 찾아내는 툴인 CodeSonar가 찾아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동남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결함

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static analysis tools for software defect detection are becoming widely used in practice. However, 
there is little public information of the most frequent defects in commercial areas until now.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efects found by CodeSonar, a static analysis tool that finds defects in C/C++, Java programs. So we report the 
most frequent defects by various aspects in Dongnam a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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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과거에 비해 규

모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개발주기는 매우 빨라지고 

있어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 기술의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위한 방법으

로는 다양한 인증을 획득,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론이나 프로세스를 적용,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완벽한 

테스트 프로세스와 테스팅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오류 

제거가 대표적이다[1].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절하

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법이나 절차 도입이 현

실적으로 어려워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경쟁력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의 영속성 측면에서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

어 더욱더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2013년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 발간된 소프트웨

어공학백서[2]를 참조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의 2012년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을 살펴보면, 프로세스 

수준점수, 소프트웨어품질인력 수준점수, 기술 수준점

수, 소프트웨어공학 수준점수 모두 2011년도 대비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품질인력 수준

점수는 간신히 60점을 넘어 다른 점수에 비하여 낮은데, 
이것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

발 프로세스를 사내규정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해당 프

로세스를 수행할 소프트웨어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를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이 부족함을 의미한다[2]. 이는 소

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품질 향

상을 위한 최신 소프트웨어공학기술 적용을 위한 재교

육 및 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 부족과 함께 대학의 컴

퓨터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최신 소프트

웨어공학 기술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원인

을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의대 부

산IT융합부품연구소에서 수행한 정적 코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주로 발생하는 결함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견되는 결

함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전체적인 결함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

인다.

Ⅱ. 관 련 연 구

2.1. 소프트웨어품질 관련 표준 동향

소프트웨어 품질은 크게 소프트웨어 제품(product) 
품질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process) 품질로 구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은 소프트웨어 고유의 

목적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로 알 수 있

으며, ISO/IEC 9126 표준[3]는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을 

위한 좋은 참고 모델이다. ISO/IEC 9126 소프트웨어 품

질 모델은 현재 ISO/IEC 25010:2011[4]로 대체되어 있

다. 프로세스 품질에 관한 표준은 CMMI, ISO 9001 등
이 있다.

2.2.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

CWE는 소프트웨어 보안 및 품질 강화를 위해 개발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표준화한 목록이다[5]. 미국국방성 산하 MITRE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코드, 디자인 또는 시스템구조에서 발

견되는 결함들에 대하여 발견하거나 토론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보안, 코드분석, CWE호환성이 보장

되는 많은 테스팅도구들을 안내해주고 있으며, 결함유

형별 예제와 해결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

라에서도 CWE를 참고하여 각 나라별 상황에 맞는 가

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시

큐어코딩_가이드[6]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6]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 할 결

함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 정적분석 도구인 Code 
Sonar도 CWE호환성을 보장 받아 검출 된 결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 할 수 있다.   

2.3. 정적 테스팅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스팅은 다양

한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분류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 

존재 한다. 기본적으로 정적 테스팅과 동적 테스팅으로 

분류한다. 정적 테스팅은 크게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검토(review) 절차와 도구를 사용하는 정적 분석(static 
analysis) 또는 정적 코드 분석(static code analysis)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적 코드 분석은 동적 테스팅을 실행하기 전에 결함

을 발견할 수 있어 수정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7].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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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복잡도 등의 품질 척도(metric)를 계산하여 의심

스러운 코드와 설계를 미리 발견할 수 있으며, 동적 테

스팅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을 발견 할 수 있다. 또
한 소프트웨어 모델에서의 의존성과 불일치성을 발견

할 수 있으며, 코드와 설계의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다.
정적 분석 도구에는 간단한 오류를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는 CppCheck, PMD, FindBugs와 같은 오픈소스 

도구와 배포전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최대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CodeSonar, QAC/QAC++ 등의 상

용툴이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정적 테스팅 결과

는 다양한 언어와 환경에서 사용하기 편하고 여러 국제 

표준을 지원하는 CodeSonar의 테스팅 결과를 이용하

였다.

 

Ⅲ. CodeSonar를 이용한 지역 SW개발 업체의 

결함 유형분석

본 장에서는 2011 ~ 2013년간  동남권 지역 소프트

웨어 개발 업체에서 CodeSonar를 이용하여 검출한 결

함유형을 분석 하고자 한다. CodeSonar에서 검출 할 수 

있는 결함은 경고(Major), 권고(Minor), 치명(Critical) 3
개의 레벨로 나눌 수 있다. 경고(Major) 결함은 실행시 

시스템 동작에 많은 부작용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제

거해 주어야 하는 결함이고, 권고(minor) 결함은 실행시 

부작용으로 인한 시스템 동작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 가능하면 제거하는 것이 좋은 결함이다. 또한, 치
명적(critical) 결함은 시스템 동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경고 결함과 함께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결함이다.  
3년간 수행한 테스팅의 결과 치명적 결함은 검출되

지 않았고, 경고 경함과 권고 결함이 다수 나타났으나 

본 논문에서는 경고 경함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향후에

는 권고(Minor) 결함 및 결함밀도 자료를 추가하여 전

체적인 결함 유형을 분석한다면 더욱 정확한 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결함”은 “경
고결함”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에 필요한 추가정보로는 연도별 테스팅 수

행 업체, 업체 별 직원 수이며,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필

요한 결함 밀도(결함개수/KLOC)에 대한 정보는 업체

의 보안상의 이유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결함 밀도(결

함 개수/KLOC)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떄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3.1. 참여 업체 현황

지난 3년간 정적 분석을 의뢰한 업체 현황은 <표 1>,  
<표 2>과 같다.

표 1. 연도별 및 분야별 참여 업체 수 단위:개
Table. 1 Year number of participating companies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mpanies by size

연 도 업체 수 규 모 업체 수

2011 9 소규모(10명 이하) 20

2012 15 중규모(50명 이하) 9

2013 12 대규모(50명 초과) 7

합계 36 합계 36

표 2. 분야별 참여 업체 수 단위:개
Table. 2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mpanies by field

분 야 업체 수 분 야 업체 수

일반 
소프트웨어

12 선박 6

영상 3 자동차 5
건축·토목 4

국방 5
의료 1
합계 36

3.2. 결함 유형 분석

3.2.1. 연도별 분석 결과

<표 3>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정적 코드 

분석 결과를 누적 빈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며 3년간 검

출된 총 21개의 결함 중 거의 검출 되지 않는 “No Space 
For Null Terminator” 같은 결함 7가지는 제외하였다.

연도별로 정적 코드 분석에 참여한 업체 수와 업종이 

달라서 이들 결함에 대한 비교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매년 비슷한 유형의 결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발견된 결함은 결함 A
로 21.27%를 차지하였으며, 메모리 관련 결함에 속하

는 결함 H, J, K를 모두 포함하면 전체의 30.83%를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할당된 메모리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경고 결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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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업체 유형별 분석

<표 4>는 3년간 정적 코드 분석을 의뢰한 업체의 분

야별 결함 개수를 누적한 것이다. <표 2>에서는 업체들

을 7개로 분류하였지만, 이를 유사 분야 3개로 묶어 비

교 분석 하였다. 기존 소프트웨어분류 중 의료 분야는 1
개의 업체만이 분석에 참여 하여  업체별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표 3. 연도별 결함 비교 단위:건수(%)
Table. 3 Year-on-year comparison of the major defect

결함유형 2011 2012 2013 합계

Null Pointer  
Dereference(A)

140
(28.5)

165
(18.0)

93
(20.1)

398
(21.27)

Redundant 
Condition(B)

76
(15.4)

168
(18.3)

56
(12.1)

300
(16.03) 

Uninitialized  
Variable(C)

47
(9.6)

151
(16.5)

32
(6.9)

230
(12.29) 

Buffer Overrun(D) 53
(10.8)

97
(10.6)

66
(14.3)

216
(11.54) 

Integer Overflow of  
Allocation Size(E)

36
(7.3)

108
(11.8)

54
(11.7)

198
(10.58) 

Cast Alters 
Value(F)

53
(10.8)

44
(4.8)

14
(3.0)

111
(5.93) 

Dangerous 
Function  Cast(G) 

64
(13.0)

39
(4.3)

7
(1.5)

110
(5.88)

Use  After Free(H) - 21
(2.3)

81
(17.5)

102
(5.45)

Format  String(I) - 44
(4.8)

25
(5.4)

69
(3.69)

Leak(J) 4
(0.8)

19
(2.1)

16
(3.5)

39
(2.08) 

Free Null 
Pointer(K)

3
(0.6)

23
(2.5)

12
(2.6)

38
(2.03)

Unreasonable Size  
Argument(L)

6
(1.2)

11
(1.2)

6
(1.3)

23
(1.23)

Buffer 
Underrun(M)

6
(1.2)

13
(1.4) - 19

(1.02) 
Type 

Mismatch(N)
4

(0.8)
13

(1.4)
1

(0.2)
18

(0.96) 
합계 492 916 463 1871

<표 4>에서와 같이 일반 분야 업체의 결함은 다른 분

야 업체에 비하여 많은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프로젝트 성격, 팀원의 소프트웨어 개발 성숙도 등 자

료가 부족하여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없지만, 이미 업체 

품질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자동차, 선박, 국방 등 특화

된 다른 분야 업체와 비교하여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분야별 결함 비교 단위:건수(%)
Table. 4 Major defect sectoral comparison

분야 업체수 2011 2012 2013 합계

일반
영상

15
(42.8)

214
(37.9)

284
(32.9)

147
(47.5)

645
(37.1)

건축
선박

10
(28.5)

285
(50.5)

346
(40.1)

97
(31.3)

728
(41.9)

자동차
국방

10
(28.5)

65
(11.5)

232
(26.9)

65
(20)

362
(20.8)

합계 35 564 862 309 1735

<그림 1> ~ <그림 3>은 세부적인 발생결함을 업체별

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테스팅을 수행한 업체수가 분야

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발생한 총 결함수와 각 

세부결함의 비율로 정규화로 일반화 하였다.

그림 1. 일반/영상 분야 결함유형 정규화

Fig. 1 General/Visual field defect type normalization

<그림 1>는 일반 소프트웨어분야 12개 업체와 영상 

분야 3개 업체의 결함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에서 일반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결함A가 전체 결함

중 약 20%로, 영상 분야의 경우 결함 C가 전체의 약 

34%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는 <표 3>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결함 A, B, C가 전체 결함의 TOP3를 차지하

고 있지만, 영상 분야의 경우, 결함 A~F가 많이 발생하

며, 특히 결함 H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논문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테스트 수행 업체수가 적어 보편적

인 결과로 받아들이기 힘든 값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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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건축토목 분야 4개 업체 선박 분야 6개 

업체의 결함개수를 정규화 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건
축토목 및 선박 분야의 오류유형도 전반적으로 <표 3>
의 순서와 유사하게 결함 A-F가 대부분의 결함을 차지

하고 있으며, 선박 분야가 건축토목 분야보다 상대적으

로 결함개수가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건축토목분야와 선박분야 결함유형 정규화

Fig. 2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field and vessels 
field defect type normalization

<그림 3>은 자동차분야 5개 업체와 2013년에만 테

스팅한 국방 분야 5개 업체의 결함을 나타낸 그래프이

다. 결함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결함 A-F가 대체적

으로 많았다. 

그림 3. 자동차분야와 국방 분야 결함 유형 정규화

Fig. 3 The automotive field and defense field defect type 
normalization

자동차 분야와 국방 분야의 결함이 다른 분야에 비해 

적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초창기이긴 하지만, 국방관

련 품질 기준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

침, 내장형 소프트웨어 획득 및 관리 실무 지침서,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 코딩 규칙,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평

가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 문서 작성 방법과 자동차 분

야의 ISO26262 등 분야별 자체 소프트웨어 품질 기준

을 가지고 이를 제도화 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2.3. 업체 규모별 분석

본 절에서는 참여한 업체의 규모를 소규모(10명 이

하), 중규모(50명 이하), 대규모(50명 초과)로 분류하며 

분석한다. <표 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조사된 소규모 

업체는 20개, 중규모 업체는 9개, 대규모 업체는 7개이

다. <그림 4>의 그래프는 소규모 20개 업체의 결함유형

을 나타내고 있다. 결함 A-F가 많이 발생하며 이는 순서

가 다를 뿐 <표 3>의 누적 결함과 같은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규모별 결함 유형 정규화

Fig. 4 Defects normalization by various company scale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11년~2013년까지의 3년간 정적분

석 도구인 CodeSonar로 검출된 결함에 대하여 여러 각

도에서 분석하였다. 주로 경고 결함에 관하여 분석을 하

였으며 총 21개 유형의 경고 결함이 나타났다. 이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상위 5개 유형의 경고 결함은 Null 
Pointer Dereference, Redundant Condition, Uninitialized 
Variable, Buffer Overrun, Integer Overflow of  Allocation 
Size이며, 이들에 대해서만 완벽히 제거할 수 있더라도 

전체 결함의 평균 70%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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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본 논문에서 밝혀진 주요 결함들을 대상으로 소프트

웨어 개발자에게 홍보 및 결함 제거에 관한 교육을 수

행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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