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기반 안전성 요구사항 분석/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The study of Developement Safety Requirement management system using 
functional hazard analysis technic

                              홍선호*               조연옥*            최요철 **

      Hong, Seon-Ho            Cho, Yeon-Ok          choi Yo-Chul

------------------------------------------------------------------------------------

ABSTRACT

  Railroad systems can be divided into the primary function for transporting passengers or freight and 
secondary function covering diverse environmental factors and interfaces. So, the most biggest and important 
reason and the goal of railroad systems is to satisfy the need for transportation based o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Especially, the operation of safe systems is the inevitable element for achieving this 
objective. Performing this can be ultimately satisfied only when the relationship among operators, contractors, 
suppliers and assessors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ir missions. Therefore, we are trying to finding the way 
of approaching it systematically by reviewing which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mission performers in 
various domains have to follow.  
------------------------------------------------------------------------------------

1.  서  론

   과거의 철도시스템은 주로 대부분 외국에 기술에 의존하여 상당부분의 시스템 개발과정이 생략된 

채로 국내에 도입되어 컴퍼넌트를 이용한 운영과 조합과정만이 국내 공급사의 대부분 수익모델로서 적

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은 시스템 기능설계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시 수요측면에서 바라

본  상용화 단계까지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되어 대규모 연구개발 및 상용화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

고 사장되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야별 기술개발과 더불어 

복합시스템의 설계 및 통합에 대한 원천기술이 고속철도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기술을 한단계 높혀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전성 관점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안전성 요구사항의 기능적 / 기술적 정의

  안전성 요구사항은 초기 컨셥으로부터 설계과정에서 도출되어진다. 즉, 기존의 시스템 설계에 따라 

운영되어지고 있는 제품은 기존 설계자가 제시한 안전성 요구사항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하

며, 시스템의 변경과 개발 단계에서의 요구사항은 설계단계에서 도출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들 요건은 

시스템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거 또는 유사 시스템의 경험을 기반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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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위험은 시스템이 변경되어지면서 발생되어질 수 있으므로 시스템 변경관리가 가장 중요한 핵

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다양한 위험을 알고 있는 경험 있는 안전성 분석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 모델은 초기 기능모델과 거동모델, 개발모델 등을 통해 정의되어질 수 있으며 이때 정형화되

어지는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고예측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사고예측에 따라 설계자는 이를 설계

에 반영하므로서 다시 모델을 수정하고 안전성분석가의 검토과정을 순환하게 된다. 아래 그림은 그러

한 단계중 시스템 기능 내의 위험에 대해 모델로서 반영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모델기반 안전성 분석 사례

  
  즉, 이러한 시스템 설계활동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안전성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시스템 생명주기를 

고려한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시스템 수명주기와 안전성 분석

  상기 시스템 설계활동 과정에서 도출되어지는 위험은 기술적인 안전성 요구사항으로 시스템에 반영되어진다. 특

히 독립된 장치에 할당되는 SIL과 더불어, 안전성 기능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악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도와준다.

  이때 안전성 기능 요구사항의 사례로서 시스템의 안전한 상태를 달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Fail-Safe 기술의 채택, 프로그램 가능 전자장치 하드웨어에서 결함을 검출, 공개, 관리하는데 관련된기능, 센서 

등 결함을 검출, 공개, 관리하는데 관련된 기능,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을 검출, 공개, 관리하는데 관련된 기능, 

안전 기능에 대한 온라인 상의 정기적 테스팅에 관련된 기능, 비 안전관련 기능에 대한 인터페이스, 용량과 응답

시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간의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의 적용을 요구하므로서 시스템 내의 안전한 기능이 수행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573



3. 안전성을 고려한 스키마의 정의

  시스템 공학에서는 아키텍쳐 분석을 위한 스키마를 사전에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스키마와 안전성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스키마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기존 스키마 및 고려된 스키마의 구분

  이상과 같이 안전성 분석은 초기요건으로부터 이슈만을 다루는 과거의 스키마와 위험분석 과정까지

를 고려한 스키마가 구분되어진다. 즉 시스템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

을 해주는 것이 안전 분석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안전 분석가가 대면하게 되는 위험을 세분화하면 운영 및 기술적, 특수영역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으며 분석계층은 아래의 좌측 그림과 같은 관련성을 갖게 한다. 이런 모든 해결방안이 대안분석으로

부터 제시되면, 프로젝트자는 제시된 기술을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일정에 계획을 반영 하므로서, 
당초 요구되는 사항이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림. ETCS 시스템 위험분석과 프로젝트의 반영결과

4. 철도시스템 안전성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의 개발

  상기 과정중 위험분석과 리스크 평가는 대안 연구 등을 통해 채택된 안전성 기술이 적합한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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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채택 맟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요구사항 분석 과정을 통해 시스템 아키텍쳐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철도시스템 즉, 궤도/전력/차량/신호 및 외부연계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장 등의 모든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통합체계 리스크 모델 또는 시스템 리스크 모델이 분석가로부터 

제공되고, 이들 내용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요구사항 분석 및 관리에 적용되어지는 프로세스는 다음

과 같은 절차로서 시스템에 반영되어질 수 있다.

      

그림. 철도시스템 모델과 위험 예측 모델 분석 과정

그림. 안전성 요구사항 분석 및 관리 절차

5. 결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또는 변경되어지는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요구사항의 분석과 관

리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시스템을 정의하는 모델링과정과, 위험을 예측하는 리스크 분석과 이

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성 요구사항 분석과정의 조합을 통해 시스템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각기 주어진 

전문적 역할에 따른 올바른 시스템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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