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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수렵 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창조사회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도래 

창, 칼 농기구 
생산기계, 
동력 장치 

IT HW 
통신 

SW, AI, 
Data 분석 

Automation  
of manual 
(physical) labor 

Automation  
of Mental labor. and 
Knowledge Works 

산업혁명 IT혁명 SW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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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사회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SW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SW가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 

[이미지 출처 : http://www.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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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사회의 효용 
 

 경제적 측면에서의 SW중심사회 
 SW가 모든 산업의 기반기술이 되는 사회 

 SW로 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SW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사회 

 SW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 
 

 

 

 사회적 측면에서의 SW중심사회 
 SW기술의 활용 확대로 안전성이 높아지는 사회 

 SW기술의 활용 확대로 투명성이 높아지는 사회 

 SW기술의 활용 확대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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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의 정의 
  자연적 혹은 인적∙인위적 위험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안전행정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안전’을 위한 SW 
  자연적 혹은 인적∙인위적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충분한 대비상태를 지속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SW 
 

• SW의 안전 

  SW 위험요소 제거를 통해 SW 오류로 인한 시스템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IEEE 표준 1228-1994) 

안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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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사회의 안전 

• SW중심사회의 안전은 안전을 위한 SW의 활용으로 극대화 될 것이지만,  

  그 SW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SW중심사회에서 ‘안전을 위한 SW’와 ‘SW의 안전’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음 

SW중심사회 

안전을 위한 

SW 
SW의 안전 



    

” 안전을 위한 SW 활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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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SW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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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Protecting 

이미지 출처 : http://www.prophoenix.com/ 

•공공안전을 위한 통합시스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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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n과 앰뷸런스의 결합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Protecting 

이미지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2015/02/08/story_n_6639486.html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huffingtonpost.kr/2015/02/08/story_n_6639486.html&ei=JJDhVNCoI4HamAXKjIHgAQ&psig=AFQjCNG8_HH7XmBVUpsqK4url5VZ63yvhw&ust=142415499698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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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는 ‘360-degree view’ 시스템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Preventing 

[이미지 출처 : http://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2787992/cars-predict-accidents-happen-volvo-plots-escape-routes-avoid-crash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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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의 핵심, SW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Preventing 

이미지 출처 : http://united.softserveinc.com/blogs/wearable-technology-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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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Predicting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행태 예상시스템 활용을 통한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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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Predicting 

이미지 출처 : https://apbweb.com/our-partners/predictive-policing/,  

•  범죄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https://apbweb.com/our-partners/predictive-policing/
https://apbweb.com/wp-content/uploads/2014/12/predpol-log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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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 사고 예방 시스템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Predicting 

이미지 출처 : http://www.timesfreepress.com/news/local/story/2014/aug/01/new-software-predicts-when-and/263323/ 

                      http://www.azavea.com/blogs/atlas/2014/04/analyzing-philadelphia-crash-data/ 

http://www.timesfreepress.com/news/local/story/2014/aug/01/new-software-predicts-when-and/263323/


    

” 안전을 위한 SW 사고 사례 ” 



    

19 

• 불완전한 SW, 그리고 오류로 인한 인명피해 
 

SW 오류: Non-Perfection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09년, 워싱턴 지하철, 정지상
태의 열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열차가 추돌, 9명 사망, 70여명 
중경상, 차량 6량 탈선 

￭ (사고원인) 자동 운행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시스템 오류
로 뒤 따라오던 열차를 정지시
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 
브레이크도 작동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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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한 SW, 그리고 오류로 인한 피해 

SW 오류: Non-Perfection 

’14년 미국 LA를 비롯한 서남부 
지역의 비행기 이착륙 일시 중
단, 212편의 항공편이 연착, 21
편은 아예 이륙 취소 

￭ (사고원인) 로스앤젤레스 
항공통제센터 관제시스템이 U2 
정찰기의 고도와 속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부하 발생으로 인해 
시스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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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SW의 경고 무시로 인한 사고 발생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Neglection 

이미지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1/14/federal-reserve-physical-commodities_n_4598706.html 

’10년, 세계 6대 석유회사 
BP(British Petroleum)사 해상 
정유선의 석유누수 및 화재 발생 

￭ (사고원인) Advanced Cement 
Modeling Software(안전SW)가 
오일파이프 간 공간 추가필요를 
자동으로 알람, BP가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경고 무시, 
기름 유출 추적 기술 부재 



    

22 

•안전 SW 미비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 

안전 SW 미비 때문에 발생: Nonexistence 

이미지 출처 :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1115631 

’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
고 발생, 2명 사망, 73명 중경상 

￭ (사고원인) 짙은 안개로 인한 
시야확보 실패, 시속 100km에 
달하는 안전 불감증, 안전 시스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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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사회 

SW의 안전 
안전을 위한 

SW 

SW중심사회의 안전 

SW중심사회 

안전을 위한 

SW 
SW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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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안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안전한 SW중심사회의 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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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 팽배 
세월호사고, 지하철2호선 추돌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등 끊임없는 대형사고 발생 

제도적, 인적, 물리적 대응 중심 사고처리 방식으로 인한 안전SW 필요성 인식 
저조 

 

• 낮은 수준의 안전인식은 안전SW 산업 형성 및 확대의 장애로 작용 
안전SW 필요성 인식이 저조함에 따라 안전SW 산업 시장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안전SW산업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저해 

국내에서 무인자동차가 상용화 될 수 있을까?  

안전SW에 대한 인식저조와 시장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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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발생시 SW안전공학 전문가 투입 사례 찾기 어려움 
 ’14년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원인조사 시 SW안전 전문가 참여 없었음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침해사고 발생 시, 민관군 보안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 ‘예방→탐지→대응→복구’의 대응체계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음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가 법제화 및 제도화 되어 있음 

 SW안전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 등이 미비 

 

 

 
 

SW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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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안전 관련 정보공유체계 부재 
문제해결 및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교류 미흡 

한 분야에서는 해결된 문제가 여전히 다른 분야에서는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경우 발생 

 

• 안전SW 산업과 SW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 
기존 산업별로 독립 운영되는 SW안전 담당기관 설치에도 불구하고 범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SW안전 정책 수립 어려움 

안전SW 산업 육성과 SW안전체계를 연계하는 유기적 정책 필요 
 

• 안전SW 산업 육성과 SW안전에 대한 법제 정비 및 제도화 필요 
 

• 안전SW 개발 및 SW안전 전문인력 양성 정책 부재 
 

컨트롤 타워의 부재 



    

” 안전한 SW중심사회를 위한 
정책적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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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SW 산업의 형성 및 진흥 
  SW중심사회의 안전 기능을 구현하는 안전SW 산업을 형성하고 진흥 

  안전SW 산업의 진흥을 통해 생태계 활성화 유도 
 

• 안전SW 전문기업의 육성 
  안전SW 시장의 선도적 형성과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  

   글로벌 SW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 마련 
 

안전SW산업 진흥과 전문기업의 육성 

안전SW 

산업 진흥 

SW안전 

전문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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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안전공학 Control Tower 구축 

•안전한 SW중심사회를 위한 SW안전 통합 정책 수립 
 SW안전 관련 전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일관성 있는 SW정책의 수립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 
 

• SW안전공학 기술확보, 평가, 인증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 
기술 유출 방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SW안전 지식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안전SW 

  산업 일자리 창출 
도메인 지식과 SW안전 지식을 겸비한 양질의 전문인력 육성 

 

• SW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SW안전사고 발생시 SW안전공학 전문가 투입을 통해 명확한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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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안전공학 Control Tower 구축 

SW안전 사고 
대응 및 복구 

 

안전SW 산업 
정책, SW안전 
법률 및 제도화 

SW안전공학 Control Tower 

SW안전 평가 
및 인증 

SW안전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SW안전 
표준화 

  

항공우주 SW안전 

원자력 SW안전 

국방 SW안전 

자동차 SW안전 

의료 SW안전 
· · ·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필요 



    

” 안전한 SW ! ” 

국민의 안전확보와 국가 신뢰성 증대 

핵심 도구이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밑거름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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