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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 부품, 소프트

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이다. 무기체계 소프

트웨어는 무기체계의 임무와 관련된 기능들을 어떠

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히 수행해야 한다. 미래 전장 환경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진화됨에 따라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

를 이용한 기능구현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서 결함의 존재는 장비와 

비용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 등의 치명적인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 중에 검증하는 단계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일으킬 수 있는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제거

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1].

미래 전장의 첨단 복합화로 인하여 무기체계의 

연산처리 능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자료경합 (data races)과 같은 동시성 결함 

(concurrency faults)에 노출된다. 자료경합은 의도

하지 않은 비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험 

및 디버깅을 위해서 반드시 탐지되어야 한다. 하지

만 자료경합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모든 인터리빙을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다 [2].

자료경합의 탐지는 정적시험과 동적시험으로 나

뉜다. 정적시험은 소스코드를 분석하기 때문에 잘못

된 알람이 포함되어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 동적시

험은 수행 중에 발생한 자료경합만 보고하기 때문

에 정적시험보다 정확도가 높지만 오버헤드가 크다.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 및 방위사업청의 매뉴얼은 

정적시험으로만 자료경합을 탐지하기 때문에 운용 

중인 프로그램에 자료경합이 발생될 수도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자료 경

합의 탐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적시험도구를 적용

한 프레임워크인 ConDeWS (concurrency 

detection weapon system software)를 제안한다. 

ConDeWS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정적시험 수행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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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FAR (fault analysis report)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범위에 대한 동적시

험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대상 소프트웨어에 적용함으로써 제시한 ConDeWS 

프레임워크가 자료경합의 탐지율이 향상시킴을 보

인다.

Ⅱ. 연구배경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능구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소프트웨

어의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중 스레드로 연

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필연적으로 자료경합

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된다. 본 장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자료경합, 그리고 자료경합 탐지에 대

해 설명한다.

1.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무기체계는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

한 것으로서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감시정찰무기

체계, 기동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 항공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모의분석훈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로 분류된다.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능구현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경우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기능이 1960년대 생산된 F-4가 8%였지

만 2007년에 생산된 F-35의 경우 90%가 소프트웨

어에 의해 기능이 구현되었다. 이러한 무기체계 개

발에서 주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

발과 검증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1].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높은 성능요구조건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설계 시 멀티스레드를 고려하여 

연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

나 필연적으로 자료경합 (data races)과 같은 동시

성 결함 (concurrency faults)에 노출된다.

2. 자료경합

자료경합은 병행하게 수행되는 둘 이상의 스레

드들이 적절한 동기화 없이 공유 자원에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쓰기 접근을 포함할 때 발생한다. 자료경

합에 의한 실제 사고사례는 1985년 Therac-25 방

사능에 의한 인명피해 [4], 2003년 약 60억 달러

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던 미국 북동부 대정전 

[5], 그리고 2012년 페이스북 (Facebook) 기업공

개 주식거래 지연 [6]이 있다. 또한 2017년 까지 

지난 10년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버그 

리포트에서 11,860개의 리포트 중 351개의 리포트

에서 자료경합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사고 사례처럼 자료경합은 발생 시 인적 및 물

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시험 및 탐지를 통해 제거되어야 한다. 특히 임무 

긴요도가 높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신뢰성, 생존

성, 그리고 실시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

문에 [8] 자료경합에 대한 강력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중 스레드의 다양한 인터리빙을 모두 고

려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자료경합을 탐지하고 제거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3. 자료경합 탐지

자료경합의 탐지는 프로그램의 수행 없이 소스 

코드로만 모든 스레드 인터리빙을 고려하여 탐지하

는 정적시험 (static testing)과 프로그램의 수행 중

에 스레드의 발생과 동기화 정보 및 메모리 접근 

등을 감시 및 분석하여 탐지하는 동적시험 

(dynamic testing)으로 나뉜다. 정적시험은 실제 프

로그램의 수행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인터리빙까지 

고려하여 다수의 잘못된 알람 (false alarms)이 포

함되어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 동적시험은 프로그램

의 추적, 재수행, 감시를 통해 수행 중에 발생한 실

제 자료경합만 보고하기 때문에 정적시험보다 탐지 

정확도가 높다. 하지만 실행 중에 동시성 정보를 유

지시켜야 하므로 시간 및 공간 오버헤드가 높다.

국내에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경우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하지만 이 매뉴얼에서는 자료경

합 탐지에 대한 집약적인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

고 미국 MITRE의 CWE 규칙의 일부를 참조하여 

정적시험의 한 부분인 취약점 점검만 고려한다 [1, 

3, 8-13]. 그리고 자료경합 탐지에 대한 국내 연구

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 정적시험을 수행하여 특

정 유형의 자료경합이 탐지되었는지 제시하거나 

[11], 정적시험을 통해 자료경합을 탐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는 [1] 사례만 있어 동적시험이 고

려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때 정적

시험으로만 자료경합을 탐지하는 것은 신뢰도가 낮

다 [2]. 또한 실제 프로그램 수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자료경합을 미탐지 (false negative) 할 수 있

다. 정적시험을 통해 발생하는 잘못된 탐지는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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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ools Name Supplier

1 Code Sonar Grammatech

2 Astree AbsInt

3 KlocWork Rogue Wave Software

4 PolySpace MathWorks

5 CodeHawk Kestrel Technology

표 1. NASA Handbook의 조사 시험도구

Table 1. Testing tools on NASA handbook

트웨어의 테스팅 과정에서 많은 시간 및 인력 소비

를 발생 시킨다. 그리고 미탐지된 자료경합은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의 실 운용 중에 발생하게 되면 신

뢰성, 생존성, 그리고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료경합은 임무의 실패뿐만 

아니라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Ⅲ. 탐지 프레임워크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자료 경

합의 탐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적탐지도구를 적용

한 프레임워크인 ConDeWS를 제안한다. 본 장에서

는 자료경합 탐지 도구를 분석하고 ConDeWS 프레

임워크를 소개한다.

1. 자료경합 탐지 시험도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onDeWS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료경합 탐지 기능을 제공하는 

국내·외 시험도구들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미

국 NASA에서 2013년도에 발행한 Engineering 

Handbook에 소개된 시험도구들이다. 이 핸드북은 

NASA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상용 COTS와 

오픈소스를 소개한다 [14].

NASA의 Engineering Handbook에서 등록된 소

프트웨어 관련 도구는 총 101개이다. 그 중 자료경

합 탐지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는 5종이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특성상 대부분 C/C++ 언어로 개발

되기 때문에 JAVA와 같은 다른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도구들은 제외하였다. 조사된 도구들은 아래 

표 1과 같다. 이 도구들은 모두 C/C++ 언어 분석

이 가능하며 상용 COTS로 판매되는 제품이고 구문 

분석을 수행하는 정적시험도구이다. 

다음으로 상용 COTS로 판매되거나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있는 국·내외 시험도구들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다. 상용 COTS는 국내의 소프트웨어 시험도구

를 제작 및 판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

며, 오픈소스는 공개 사이트와 기존 연구논문에 기

재된 시험도구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7종의 

시험도구에 대해서 자료경합이 탐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사한 시험도구들은 모두 C/C++언

어를 제공하는 동적시험 도구로써 DT10이라는 1개

의 상용 COTS와 TSAN, Maple, RaceChaser 등 

6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였다 [15-18].

2. ConDeWS 프레임워크

ConDeWS 프레임워크는 입력으로 들어온 컴퓨

터 파일을 총 4개의 Phase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

확성 높은 자료경합 탐지 결과를 도출해 낸다. 그리

고 동적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적 

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동적 시험의 범위를 지정하

는 FAR (fault analysis report)를 사용한다. 

그림 1은 ConDeWS 프레임워크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며 각 단계 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Ÿ Phase 1: Compile 수행 단계

Ÿ Phase 2: 정적시험수행 및 FAR 분석단계

Ÿ Phase 3: 선정된 시험 범위로 동적시험수행

Ÿ Phase 4: 자료경합 결과 취합 및 분석

FAR는 Phase 2와 Phase 3간에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형상하여 자료경합을 탐지하기 위한 정적 

시험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동적 시험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정적 시험과 동적 시험의 Phase를 분할함에 따

라 각각의 Phase 별로 영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FAR의 수정을 통해 쉽게 도구 추가가 가능하다. 따

라서 추가적으로 신규 시험도구를 추가 하는 데에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이 없다. 또한 정적시험 수행 

Phase의 결과를 FAR로 분석함으로써, 그 다음 단

계인 동적시험 수행 Phase의 시험범위 설정에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하였다. 이는 무기체

계 개발 시, 제한적인 개발시험평가 기간 동안 최대

한의 효율성을 발휘하여 잠재된 자료경합을 탐지하

기 위해 동적시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시험에 소

모되는 많은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ConDeWS 프레임워크는 자료경합을 탐

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적 시험도구에 추가적으로 

동적 시험도구를 포함시키므로, 동적시험 도구 구매

에 따른 초기 프레임워크 구축비용이 발생된다. 또

한 각각 Phase로 나누어 정적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FAR로 분석한 후 동적시험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다루던 정적시험

만 수행하는 것보다 시험기간이 추가적으로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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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nDeWS 프레임워크 구조

Fig. 1 Structure of ConDeWS Framework

다는 제약사항이 있다. 과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무

기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적시험과 동적시험의 

수행기간을 비교해 보면, 정적시험의 경우에는 평균 

5.3일 (13건/17년도), 동적시험은 평균 21일 (시범

사업 2건/15년도)가 소요되었다 [9]. 따라서 

ConDeWS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게 될 경우, 산술적

으로 정적시험만 수행하던 것 보다 시험기간이 약 

4배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구 현

1. 각 Phase별 소개

ConDeWS 프레임워크의 Phase 1은 대상 소프

트웨어에 대한 Compile 정보와 실행파일을 생성하

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소프트웨어의 컴퓨

터 파일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Phase 2의 정

적 시험도구가 지원하는 Compiler를 활용하여 우선

적으로 Compile를 수행하여 실행파일을 생성한다.

Phase 2에서는 생성한 Compile 정보와 실행파

일로 정적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FAR로 분석

한다. FAR는 정적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잠재적인 

자료경합이 존재하는 부분의 특정 위치를 지정해줄 

수 있으며 다음 Phase에서 동적시험을 수행할 때 

시험범위를 설정하는 데에 지표가 된다. 

Phase 3에서는 앞서 Phase 2에서 FAR 분석한 

정적시험 결과 중 자료경합 관련된 결함을 식별해 

내고 그 결함이 발생된 부분을 동적시험 범위로 선

정한다. FAR의 Main Related Rule에 해당되는 결

함이 검출되었을 경우, Phase 3의 동적시험을 통해

서 정확한 자료경합 위치를 특정하여 탐지할 수 있

다. 또한 Sub Related Rule에 부합될 경우에도, 동

적시험으로만 탐지될 수 있는 자료경합도 탐지할 

수 있다.

Phase 4는 결과취합 및 분석 단계이다. 앞선 

Phase 2와 3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을 취합하고 정

적 및 동적시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대상 소프트웨어에 잠재되어 있는 자료경합 탐지결

과를 밝히는 과정이다. 세부내용은 그림 1과 같다.

2. FAR 세부내용

FAR는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구성요소를 가지

고 있다.

Ÿ Tool Provided Rule : 정적시험 도구 자체에서 

제공하는 Rule중, 자료경합 관련 Rule 항목

Ÿ CWE Main Related Rule : CWE 규칙 중 자료

경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칙 총 28개

Ÿ CWE Sub Related Rule : 자료경합과는 직접적 

인 연관관계는 적지만, 앞서 정의한 Main 

Related Rule과는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규칙 

총 94개

추가 정적시험 도구를 프레임워크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FAR의 Tool Provided Rule 부분만 작성

하면 되기 때문에 신규 도구 추가가 매우 용이하다.

CWE Main Related Rule과 Sub Related Rule

은 CWE 규칙 1,006개 중 자료경합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총 122개의 규칙을 도출한 것이다 [12].

실제 CWE 규칙에서는 각각의 규칙마다 연관되

는 규칙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경합과 직

접적으로 연관관계는 적지만 Main Related Rule로 

선정한 규칙과 관련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규칙들

을 Sub Related Rule로 선정하였다.

FAR를 통해 정적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자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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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hase 2 수행결과 (정적시험 결과를 FAR로 비교 분석)

Fig. 2 Phase 2 execution results (Mapping of CWE rules and FAR analysis)

합의 발현가능성이 있는 동적시험 범위를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적시험 후 그 결과를 

FAR와 비교 분석해보니 실제 도구에서 제공하는 

자료경합 탐지 관련 Rule-Set에 해당되거나 앞서 

정의한 Main Related Rule에 해당할 경우, 동적시

험 범위로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위의 두 경

우에는 자료경합의 정확한 발현가능 지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시험 범위를 명확하게 선정하

여 탐지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적시험 결과 중

에 앞선 두 규칙에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Sub Related Rule에 해당할 경우에도 동적시험 범

위에 포함시켜서 동적시험으로만 탐지되어 잠재적

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자료경합을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Ⅴ. 실험

1. 실험 설계

본 장에서는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평가를 위해 

ConDeWS 프레임워크를 실제 무기체계 품목의 소

프트웨어에 적용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인 정

적시험에서 도출되었던 결과와 ConDeWS 프레임워

크 간의 결과를 비교한다.

ConDeWS 프레임워크는 앞서 조사한 도구들 중

에서 1개의 정적시험 도구와 2개의 동적시험 도구

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선정된 정적시험 도구는 

Grammatech에서 제공하는 CodeSonar이며 동적시

험 도구는 오픈소스 도구인 RaceChaser와 상용 

COTS 인 DT10이다. 정적시험 도구인 CodeSonar

를 적용하기 위해서 FAR의 구성요소 중 Tool 

Provided Rule-Set에 CodeSonar 도구에서 제공하

는 자료경합 탐지 규칙을 추가하여 정적시험 결과

를 FAR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ConDeWS 프레임워크의 개략적인 평가 절차는, 

먼저 정적시험 결과를 FAR로 분석하여 다음 Phase

Warning Class Active Warnings

Null Pointer Dereference 8

Free Null Pointer 5

Unreachable Call 4

Unused Value 3

Redundant Condition 3

Ignored Return Value 1

표 2. Phase 2 수행 결과

Table 2. Phase 2 execution results

인 동적시험의 범위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 동적시

험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정적시험 결과와 동적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ConDeWS 프레임워크를 무

기체계 품목 중 전원 공급을 위한 부품에 적용하였

다. 대상 소스코드는 총 1,614라인, 13개의 함수로 

구성되며, 전체 분기에 따라 생성되어야 하는 총 

Test Case는 69개로 구분되었다. 프레임워크 

Phase 2에서 정적시험을 수행한 결과 총 24개의 

결함이 탐지되었고 Null Pointer Dereference가 8

건, Free Null Pointer가 5건, Unreachable Call이 

4건이 탐지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세부 분석정보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CWE 

규칙과 관계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시험도

구 자체에서 탐지된 결함이 CWE 규칙과의 매핑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 Null Pointer 

Dereference 규칙은 CWE 476, Free Null 

Pointer는 CWE 590과 매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결함 정보를 앞서 작성한 FAR

와 비교하여 탐지된 결함이 자료경합과 관계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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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hase 3 수행결과 (RaceChaser)

Fig. 3 Phase 3 execution results of RaceChaser

앞서 CWE 규칙과 매핑한 정보를 FAR와 비교한 

결과 시험 도구 자체에서 제공하는 규칙인 ‘Double 

Unlook'과 CWE Main Related Rule인 CWE 415 

(Double Free) 항목의 Sub Related Rule내에 포함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정적시험 결과에서 

FAR의 Sub Related Rule과 일치되는 결과가 탐지

되었으므로, 해당 결함이 도출된 5개 함수를 동적시

험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5개 함수의 분기문에 따른 

테스트 케이스는 16개로 구분되었다.

ConDeWS 프레임워크에서는 동적시험 도구인 

RaceChaser와 DT10 총 2개를 활용하여 동적시험

을 수행하였다. 우선 RaceChaser로 시험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그림과 같이 자료경합이 탐지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동적시험 도구인 DT10으로 

대상 소프트웨어의 동일 파일에 대하여 동적시험을 

수행하였다. 대상 소프트웨어의 함수 수행은 함수 

A (첫번째 for문, ‘①’로 표기) - 함수 A (두번째 

for문, ‘②’로 표기) - 함수 B (‘③’으로 표시) 순으

로 진행된다. 하지만 수행 결과를 보면 그림 4와 같

이 실제 함수 수행순서 (①→②→③)와는 다르게 불

규칙한 순서대로 함수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결과, 본 프레임워크에서 동적시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시험해야 하는 범위를 함수기준 61% 

(8개/13개), Test Case 기준 75% (53개/69개) 감

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무기체계 개발 시 자료경합

에 대해서 기존에 수행되던 정적시험 뿐만 아니라, 

그림 4. Phase 3 수행결과(DT10)

Fig. 4 Phase 3 Execution Results of DT10

동적시험 중 코드 실행률 외에 자료경합이 특화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

였다.

Ⅵ. 결 론

미래 전장환경이 첨단 복합화로 진화됨에 따라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능구현이 강

화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높은 

성능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설계 시 멀티스

레드를 통해 연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필연적으로 자료경합에 노출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자료경합

의 탐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적시험과, FAR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행되는 동적시험을 포함하는 

ConDeWS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프레임워크에 

대상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결과 실제 프로그램 수

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결함을 도출해내는 방식인 

동적시험으로만 탐지되는 자료경합에 대해서 탐지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기체계 개발 시 적용할 

경우, 제한된 시험기간 동안에 정적시험과 동적시험

을 모두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고, 동적시험 범위 

역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앞으로 FAR의 Main, Sub Related Rule간의 관

계를 분석하여 향후에는 동적시험 범위선정 정확도

를 향상 시키는 방안과 대상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동적시험 도구 추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FAR가 CWE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향후에는 타 국제규격을 추가하여 좀 더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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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WS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FAR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연구함으로써, FAR 제작 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

출해내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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