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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inciples for Software Unit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SO 2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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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activities to improve software quality in ISO 26262 is to apply the design principles for soft-
ware unit design and implementation mentioned in ISO 26262-6, including the evaluation activity. Before 
evaluation activity, the tool is compared and selected for evaluation. Because the results of the tool a 
company selected might have an effect on product quality.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method to 
compare industrial static analysis tools with some of “MISRA C : 2004 Exemplar Suite” and all lessons 
learned from comparing tools are described. The result on comparison shows that we just couldn’t rely on 
a result of Static Analysis Tool and need to have another appropriate processes and guidelines to evaluate a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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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이 제정되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능 

안전 표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부품 

공급사에 기능 안전 표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

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코드 구현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개발할 것을 자동차 제조사들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

드 구현 규칙이 준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

구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도구들은 대체

로 MISRA C : 2004 표준을 지원한다. MISRA C : 2004 표준은 유

럽의 자동차 공업 협회에서 자동차 전장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기 위해 정한 코딩 구현 표준으로 2004년에 제정하였

으며 142개의 코드 구현 규칙이 존재한다. 자동차 기능안전 표

준에서 요구하는 코드 구현 규칙들은 대부분 MISRA C : 2004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MISRA C : 2004 표준을 준수하면 자

동차 기능안전 표준에서 요구하는 거의 모든 코드 구현 규칙

을 준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회사의 입장에서 부품 

공급사의 산출물인 코드의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

품 공급사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도구의 성능이 좋지 않다면 아무리 그 도구를 이용하여 코

드 구현 규칙을 준수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른 도구를 

실행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품 공급사

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자동차 부

품 공급사의 경우 도구를 여러 개 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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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소프트웨어 유닛설계 및 구현을 위한 설계 원리 

(ISO26262-6의 <Table 8>)

방  법
ASIL

A B C D

1a
서브프로그램과 함수에서 하나의 
진입점과 하나의 종료점 ++ ++ ++ ++

1b
동적 개체 또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음, 혹은 그렇지 않으면 동적 
변수 생성시 온라인 시험

+ ++ ++ ++

1c 변수 초기화 ++ ++ ++ ++

1d
변수 이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 ++ ++

1e
전역 변수를 사용 하지 않음,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용에 
대해 정당화한다.

+ + ++ ++

1f 포인터의 제한된 사용 o + + ++

1g 암시적 형 변환 없음 + ++ ++ ++

1h 숨겨진 데이터 흐름이나 제어 
흐름 없음 + ++ ++ ++

1i 무조건적 점프 없음 ++ ++ ++ ++

1j 재귀 없음 + + ++ ++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용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

야 하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구 선정

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SO 26262에서 제시

하는 코딩 규칙 검증을 위한 도구 비교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

시한 비교 방법론을 이용하여 현재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화 도구에 대한 비교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ISO 26262의 요

구사항에 따른 정적분석 도구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제 3장

에서는 이전의 정적분석 도구에 대한 비교 방법에 대해 다루

고 제 4장에서는 ISO 26262에서 제시하는 코딩 규칙 검증을 위

한 도구 비교 방법을 제시하고 제 5장에서는 검증 방법을 이용

한 사례연구의 결과와 교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 6장에서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2. 정적분석 도구의 필요성 

2.1 ISO 26262 요구사항

ISO 26262-6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

안으로 설계와 구현의 정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코딩 지침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ISO 

26262는 소프트웨어 단위 설계 및 구현에 <Table 1>의 방법들

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

함하고 있는 부품 공급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코딩 지침을 작

성하고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가 ISO 26262-6의 요구사항을 준

수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증명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품 공급사는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을 검토자에 의한 직접 검토를(manual 

review)통해 수행할 수 있지만, 개발 기간의 단축과 검토의 편의

를 위해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업

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정적분석 도구를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에 맞춰 비교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

<Table 1>은 ISO 26262-6의 소프트웨어 유닛 설계와 구현에 

대한 설계 원리 방법들이다. <Table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방법은 ASIL 등급에 따라 매우 권장(“++”), 권장(“+”), 권장사

항이 없다(“o”) 나뉘게 된다. 표준에서는 개발 초기에 HARA 

(Hazard Analysis and Risk Assessment)를 통해 결정된 ASIL 등급에 

따라 <Table 1>의 방법에서 각 ASIL 등급에서 권장(“++”)하

는 방법들의 조합을 통해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

어, HARA를 통해 아이템이 ASIL B를 부여 받았고 해당 아이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역시 ASIL B가 할당되었다면, 이 소프

트웨어는 <Table 1>의 ASIL B 열에 권장(“++”)으로 표기된 1a, 

1b, 1c, 1d, 1g, 1h, 1i의 방법들의 조합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3. 관련 연구

3.1 도구의 기능을 통한 도구 비교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적분석 도구에 대한 기능관점

의 비교를 통해 정적분석 도구에 대한 비교 연구가 존재한다. 

도구에 의해 제공되는 중요한 기능과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정적분석 도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

로 비교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도구에서 제공하는 

정적분석 도구의 기능을 29개로 구분하고 3개의 도구에 대해

서 기능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과 도구를 사용한 경험에 대

한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도구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

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해당 연구에서도 인지하고 있듯이 도

구의 기능을 통한 비교는 정적분석이 도구의 기능의 일부분이

기 때문에 도구의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비교가 가능하

고 서로 다른 도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힘들다. 

3.2 코드기반 도구 비교

다른 정적분석 도구 비교 방법으로는 프로그램 상의 오류를 

Buffer Overflows, Memory Handling, Dereferencing a Null Pointer, 

Control Flow Error의 4가지로 분류하고 프로그램의 코드를 비교 

대상이 되는 정적분석 도구들에 입력으로 넣어 각 정적분석 

도구의 코딩 규칙에 따라 검출된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수정된 프로그램 코드를 다시 재입력하는 방식으로 3회 반복

을 통해 정적분석 도구 비교를 성능관점에서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코드기반으로 도구 비교를 수행하였지만, 4가지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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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ISO26262-6(2011)에서 제시한 방법과 그와 관련된 

MISRA-C 규칙

관련된 MISRA-C 규칙

1a [MISRA 14.7] 

1b [MISRA 20.4] 

1c [MISRA 9.1] 

1d 
[MISRA 5.2], [MISRA 5.5], [MISRA 5.7], [MISRA 8.7],
[MISRA 8.8], [MISRA 8.9], [MISRA 8.10], 

1e 없음

1f 
[MISRA 11.1], [MISRA 11.2], [MISRA 11.3], [MISRA 11.4], 
[MISRA 16.7], [MISRA 17.1], [MISRA 17.2], [MISRA 17.3], 
[MISRA 17.4], [MISRA 17.5], [MISRA 17.6] 

1g 
[MISRA 6.1], [MISRA 6.2], [MISRA 10.1], [MISRA 10.2], 
[MISRA 10.3], [MISRA 10.4], [MISRA 11.1], [MISRA 11.2] 

1h [MISRA 14.1], [MISRA 12.4]

1i [MISRA 14.4], [MISRA 14.5] 

1j [MISRA 16.2] 

한적인 오류의 경우만으로 정적분석 도구에 대한 비교를 수행

하였다.

정적 분석 도구에 대한 기능 비교와 실제 코드를 이용한 비교 

연구가 있어왔다. 이런 맥락해서 본 논문에서는 ISO 26262-6에

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 선정을 위한 비교 방법을 제시하고 현재 상용화 되

어 사용 중인 정적분석 도구를 제시한 방법을 통해 비교한 결

과와 교훈을 제시한다.

4. 비교방법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MISRA C 규칙 중 일부를 선별

하여 소프트웨어 코딩 지침과 소프트웨어 단위 설계 및 구현

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을 위해 MISRA C 규칙 확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적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현업에서 사

용하고 있는 정적분석 도구들을 ISO 26262에서 요구하는 방법

과 MISRA C 규칙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관련된 MISRA C 

규칙 위반 여부를 검출하는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도구 분석 

비교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먼저 ISO 26262 요구사항과 관련된 MISRA C 규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에 사용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와 비

교 지표를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4.1 ISO 26262 요구사항 관련 MISRA C 규칙

도구 비교를 위해 ISO 26262-6에서 제시된 소프트웨어 유닛 

설계 및 구현을 위한 설계 원리와  MISRA C 규칙과의 연관 관계

를 <Table 2>와 같이 분류하였다. 분류 작업은 142개의 MISRA 

C 규칙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ISO 26262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4.2 테스트 케이스

MISRA 협회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MISRA C : 2004 

Exemplar Suite” 중 일부 파일을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였다. 

이것을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사용가

능한 것 중 풍부하고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이 테스트 케이스는 대부분의 MISRA C 규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구 검증

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Exemplar suite의 목적은 특정 MISRA C 규칙에 대해 위반이 

일어났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MISRA C :

2004 Exemplar Suite는 헤더 파일을 포함하여 총 201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일명의 숫자를 통해 테스트하고자 하는 

규칙 번호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mc2_0502.c” 파일은 

MISRA C 규칙의 5.2에 대한 오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하는 C 코드가 된다. 이 Exemplar suite는 각각의 

파일 안에 주석을 통해 해당 MISRA C 규칙을 위반한 테스트 케

이스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명백히 MISRA C 규칙 위반이지

만 표시하지 않은 테스트 케이스도 존재한다. 따라서 코드 상

에 주석을 통해 명시적으로 MISRA C 규칙 위반을 표시한 부분

과 코드 분석을 통해서 MISRA C 규칙을 위반하는 부분을 찾아

내어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였다. 

4.3 비교기준

각 MISRA C 규칙을 위반하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검출 내

용에 대해 다음의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정상”은 테스

트 파일에 존재하는 테스트 케이스 전부를 정상적으로 검출한 경

우이고 “이상”은 테스트 파일에 존재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하

나도 검출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부”는 테스트 파일에 

존재하는 테스트 케이스 중 일부를 검출한 경우를 의미한다.

검출 수준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2

가지 비율을 사용하였다.

Exemplar Suite의 특성상 테스트 파일 각각이 MISRA C 규칙 

각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평가에 사용된 테스트 파일 대비 검

출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도구가 MISRA C 규칙 중 검출할 

수 있는 규칙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파일 검출률”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테스트 파일 검출률”은 검출하지 못한 경

우를 제외하고 전체 대비 검출된 비율을 의미한다((정상+일

부)/전체×100).

Exemplar Suite의 테스트 파일 각각에는 여러 개의 테스트 케

이스가 존재한다. 이것은 하나의 MISRA C 규칙에 대해 여러 개

의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율을 통해 

도구가 MISRA C 규칙 변형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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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SRA C 규칙 위반 검출 결과

ISO 26262-6 MISRA 규칙 도구 A 도구 B 도구 C 도구 D

1a 14.7 정상 일부 정상 정상

1b 20.4 정상 정상 정상 정상

1c 9.1 일부 이상 일부 정상

1d

5.2 정상 일부 정상 정상

5.5 이상 이상 이상 이상

5.7 정상 일부 이상 정상

8.7 정상 정상 정상 정상

8.8 정상 이상 정상 정상

8.9 정상 이상 이상 이상

8.10 정상 일부 정상 일부

1e 없음 - - - -

1f

11.1 이상 일부 정상 정상

11.2 이상 이상 정상 정상

11.3 정상 정상 정상 정상

11.4 정상 정상 정상 정상

16.7 정상 정상 정상 정상

17.1 정상 정상 정상 정상

17.2 정상 정상 이상 정상

17.3 정상 정상 정상 정상

17.4 정상 정상 정상 정상

17.5 정상 일부 정상 정상

17.6 정상 일부 정상 정상

1g

6.1 정상 이상 일부 정상

6.2 정상 정상 일부 정상

10.1 정상 정상 일부 정상

10.2 정상 정상 일부 정상

10.3 정상 정상 일부 정상

10.4 정상 정상 일부 정상

11.1 이상 일부 정상 정상

11.2 이상 이상 정상 정상

1h
12.4 일부 일부 정상 정상

14.1 일부 정상 정상 정상

1i
14.4 정상 정상 정상 정상

14.5 정상 정상 정상 정상

1j 16.2 정상 일부 일부 정상

정상검출 26 17 22 31

일부검출 3 10 8 1

이상검출 5 7 4 2

테스트 파일 검출률 85% 79% 88% 94%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 검출률”의 지표를 사용

하였다. “테스트 케이스 검출률”은 전체 테스트 케이스 대비 

검출된 개수의 퍼센트(%)율을 의미한다.

5. 사례연구-MISRA C 규칙 위반 검출 도구 비교

사례 연구를 위해 MISRA C 규칙 위반 검출 기능을 포함하고 있

는 다음의 4개의 툴을 선정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알파

벳은 도구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로 사용하였다.

A : 슈어소프트테크의 Code Inspector

B : PARASOFT의 C++test

C : PRQA의 QAC

D : LDRA Software Technology의 LDRA

5.1 ISO 26262 설계 원리 관련 MISRA C 규칙에 대한 도구 

비교

<Table 2>와 같이 분류된 MISRA C 규칙의 위반 여부 검출하기 

위해 Exemplar suite에서 해당 MISRA C 규칙에 대한 테스트 케

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사용하여 각 정적 분석 도구의 

입력 파일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테스트 파일 개수 대비 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도구 “D”가 

94%의 검출률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도구 “B”가 79%의 

검출률로 가장 나쁜 결과를 보였다.

5.2 전체 MISRA C 규칙에 대한 도구 비교

전체 MISRA C 규칙의 위반 여부 검출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

해서는 Exemplar suite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파일을 제

외하고 127개의 파일을 테스트 입력 파일로 사용하였다. 테스

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Table 4. 전체 테스트 파일 개수 대비 비교 결과

도구 구분 전체 정상 이상 일부 검출률

A 127 90 9 28 92.9

B 127 77 18 32 85.8

C 127 69 14 44 89.0

D 127 82 14 31 89.0

테스트 파일 개수 대비 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도구 “A”가 

92.9%의 검출률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도구 “B”가 85.8%

의 검출률로 가장 나쁜 결과를 보였다. 이 검출률은 선정된 MI 

SRA C 규칙 중 도구에서 검출 가능한 규칙의 비율을 의미한다.

Table 5. 전체 테스트 케이스 대비 비교 결과

도구 구분 전체 검출개수 검출률

A 565 488 86.4

B 565 460 81.4

C 565 446 78.9

D 565 466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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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케이스 대비 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도구 “A”가 

86.4%의 검출률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도구 “C”가 78.9%

의 검출률로 가장 나쁜 결과를 보였다. 이 비율을 통해 도구가 

MISRA C 규칙 변형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5.3 결과 분석

본 사례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출률이 100% 

될 수 없는 것은 각 도구 개발사 마다 MISRA C 규칙을 해석하

는 방법의 차이와 그에 따른 검출을 위한 도구 구현 방법의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4개의 도구가 동일한 검출 결과를 보인 경우는 52

개의 테스트 파일에서 나타났다. 52개의 테스트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75개의 테스트 파일에 대해서는 도구들의 MISRA C 규

칙 오류 검출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비록 테스트 파일에서 요구하는 MISRA C 규칙을 검출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분석결과 해당 MISRA C 규칙과 연관

된 다른 규칙을 검출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로 

연관된 규칙 사이에서 어떤 규칙을 검출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검출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에는 분석결과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었다.

1) 해석의 범주 차이

예) MISRA C 코딩 규칙 20.12는 “time.h”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을 해석하는데 있어 표준 

라이브러리의 사용 유무만을 확인할 수도 있고, 표준 라이브

러리의 함수, 표준 라이브러리의 변수 등을 같이 고려하여 

MISRA C 코딩 규칙의 오류를 검출 할 수 있다. 표준 라이브러

리의 사용 유무만을 검출한 경우는 1개, 함수까지 고려한 경우

는 4개, 변수까지 고려한 경우는 6개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중복되는 규칙 사이에서 우선순위 차이

예) MISRA C 코딩 규칙 12.1은 연산 식에서 피연산자에 필요한 

경우 괄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MISRA C 코딩 규칙 

12.5는 &&과 ||의 논리연산의 피연산자에 대한 괄호 사용에 

대한 규칙이 있다. 

“if ( mc2_1201_j && mc2_1201_k || mc2_1201_l )”에 대해 위 코

드를 연산 식으로 본 어떤 도구는 12.1로 검출하였고 &&과 ||

의 논리연산 식으로 본 어떤 도구는 12.5로 검출하였다. 

3) MISRA C 규칙에 대한 해석의 차이

예) MISRA C 코딩 규칙 13.3은 floating 표현을 논리연산에 사용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floating 값 사용에 

대해 floating 표현이 논리 연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 규칙은 

13.3 규칙의 오류를 검출하였고 비교 연산 후 논리 연산이 이루

어졌다고 판단한 도구는 검출하지 못하였다.

if (( mc2_1303_var1 <= mc2_1303_var3 )

&& ( mc2_1303_var1 >= mc2_1303_var3 )) 

4) 정적 분석 시, 헤더 파일의 include 여부

예) MISRA C 코딩 규칙 13.2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하는 

파일의 헤더 파일에 boolean 타입이 선언되어 있었다. 이 때 헤

더 파일을 include하여 분석한 도구는 boolean 타입 테스트 케이

스를 검출하였고 그렇지 못한 도구는 검출하지 못했다.

5) 구현 방법의 차이

예) MISRA C 코딩 규칙 14.7은 하나의 시작점과 하나의 종료점

을 권장하고 있는 규칙이다. 각 도구마다 종료 지점을 판단하

는데 있어 return 개수만을 판단하는 도구와 함수의 종료점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SO 26262의 소프트웨어 설계원리 적용에 대한 

검증도구의 비교를 위해 ISO 26262-6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프

트웨어 설계원리와 관련된 MISRA C 규칙을 분류하고 MISRA 

협회에서 제공하는 MISRA C 규칙에 대한 테스트 입력인 Ex-

emplar Suite 파일의 일부 사용하여 정적분석 도구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체 MISRA C 규칙에 대해서도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사례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제공되는 기능의 관점이 아닌 MISRA C 규

칙 위반 검출이라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정적분석 도구를 비교

하였다. 결과상의 수치와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MISRA 

C 규칙에 대한 정적분석 도구 개발사마다의 시각 차이와 구현 

방법의 차이로 인해 MISRA C 규칙 위반을 검출하는데 있어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정적분석 도구의 

수치상의 결과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코딩 규

칙 적용에 대한 정적분석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증 절차에 있어 전적으로 도구에 의지하

기 보다는 ISO 26262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 적용에 적절한 지

침과 결과에 대한 검토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는 정적분석 도구의 일부 기능인 MISRA C 규칙 위

반 검출 기능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도구 비교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정적분석 도구의 다른 기능, 예를 들어 데이터 

흐름 분석, 제어 흐름 분석 등에 대한 다른 기능을 고려한 도구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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