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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the modeling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failure rate of USN system designed for 
fault-tolerant architecture, aiming at applying the world's best domestic USN technology to safety-critical railways. 
In order to apply the USN system to the safety-critical field like a train control sector that the failures of controllers 
may cause severe railway accidents such as train collision and derailment, the quantitative reliability and safety 
evaluation recommended in IEC 62278 must be preceded. We also develop the evaluation model for overall system 
failure rate for the distributed network structure, which is the characteristics of USN system. Especially, we allocate 
reliability targets to component units, and present an availability evaluation plan through the plan on the quantitative 
achievement of failure rate for sensor nodes, gateways, radio-communication network and servers, along with the 
failure rate model of the overall system considering network operational features.

1. 서론
본 논문은 세계최고수준의 국내 IT(USN)기술을 안전필수(Safety Critical) 분야인 철도에 적용하기 

위해, 결함허용(Fault Tolerance) 구조로 설계된 USN시스템의 정량적인 고장률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
링을 연구한다. 열차제어분야와 같이 제어기의 고장이 열차충돌 및 탈선 등의 중대사고 원인이 되는 안
전필수분야에 USN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IEC 62278에서 권고하는 정량적 신뢰도 및 안전성평가
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USN시스템의 특징인 분산 배치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전체 시스템 
고장률평가 모델을 연구한다. 특히 USN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센서노드, 게이트웨이, 무선통신망, 서버의 
정량적 고장률 확보방안과, 네트워크의 동작특성을 고려한 전체시스템의 고장률모델을 통해 구성요소단
위 신뢰도목표할당 및 전체시스템의 가용도 평가방안을 제시한다.

2. 안전필수 결함허용 USN시스템
USN시스템의 하부구성은 그림1과 같이 센서노드, 게이트웨이, 서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하부

구성요소가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현재까지의 USN시스템의 철도분야 적용은 그림1과 같은 구성을 기본으로 철도역사내 환경모니터링, 

유지보수를 위한 철도구성품의 상태모니터링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기능안전에 대한 국제표준 IEC 
61508에서 제시하는 안전필수시스템 적용을 위한 정량적 신뢰도 예측, 추정, 입증과 위험도기반의 안전
성관리가 수행되지 않아 안전필수분야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도기반 안전성관리를 위한 필수요소인 USN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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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일반적인 USN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그림1의 USN시스템 구성의 신뢰도평가를 위해 USN시스템 구성요소인 센서노드, 게이
트웨이, 서버에 대한 고장률을 도표1과 같이 수식화 하였다.

센서노드 고장률 은 센서노드의 기능요구사항인 센서의 입력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고, 게이
트웨이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센서로 출력하는 기능과 이러한 기능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센서노드 
내부의 모든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된 동작의 실패로 정의한다. USN시스템에서 게이트웨이는 센서노드
와의 통신연결(라우팅)정보를 저장하고, 센서노드와 서버간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따라서 게이트웨이 고
장률 는 게이트웨이에 기대된 정보전송의 실패 및 기능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 내
부의 모든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된 동작의 실패로 고장을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노드와 노드
(_&), 노드와 게이트웨이(_&), 게이트웨이와 서버간(_&)의 통신에 대한 고장률은 
전송데이터가 위험측 및 안전측으로 오류전송되는 모든 확률로 정의한다.

도표1. USN시스템 구성요소의 고장률 표기
표 기 의 미

 모든 노드의 고장률
 모든 게이트웨이의 고장률
 서버의 고장률
_& 노드와 게이트웨이간 통신 장애율
_& 게이트웨이와 서버간 통신 장애율
_& 노드간 통신 장애율
 USN시스템 전체 고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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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N시스템 구성모델별 정량적 고장률 모델개발
USN시스템은 센서노드의 정보를 서버로 전달하고, 서버의 정보를 센서노드로 전달하기 위해 무선통

신을 사용하며, 무선통신의 연결노드간 다양한 망설계가 가능하다. 망설계의 구조에 따라 USN시스템의 
고장률()을 평가해야 한다. USN시스템의 정량적 고장률을 통해 USN시스템 전체의 평균고장시간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가 산출되어 유지보수를 위한 하부구성요소의 교체주기가 결정
되며, 하부구성요소의 교체에 소요되는 평균시간(MTTR, Mean Time To Repair)이 결정되면 연간 또
는 시간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평균시간이 정상상태 가용도(Ass, Steady State Availability)로 산
출된다[1].

따라서 USN시스템의 망 구성을 직렬구조, Star구조, Mesh구조로 구분하여 정량적 신뢰도 평가를 위
한 모델링을 수행한다. 

3.1 직렬구조
직렬네트워크구조 USN시스템은 그림2와 같이 센서노드가 직렬로 통신하는 구조이다. 직렬구조에서는 

단 하나의 노드라도 통신이 중단되면 고장으로 정의하며,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모든 노드들이 직렬로 
통신, 중간에 설치된 노드 중 통신이 끊어지면 하위 노드의 통신이 불가능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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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직렬 네트워크 구조 USN시스템 구성도

그림2의 USN시스템에 대한 정량적 신뢰도를 모델링하면 (식1)과 같다.

    _&  _&  ...................................................(식1)

(식1)의 노드간 통신이 그림2와 같이 노드5의 데이터는 노드4, 노드3, 노드2, 노드1을 4번 호핑하여 
게이트웨이로 수집되므로, 노드와 노드간 고장률 _&는 총4번 적용되며, 마지막 노드와 게이트웨
이의 통신장애율 _&이 1번 적용되고, 네트워크 구조의 연결에 사용되는 구성품인 와 

가 수량에 따라 적용된다. 여기서 게이트웨이와 서버의 통신은 배제되었다.

3.2 Star구조
Star네트워크구조 USN시스템은 그림3과 같이 센서노드 각각이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는 구조이다. 

Star구조는 단 하나의 노드라도 통신이 중단되면 고장으로 정의하며, 게이트웨이를 모든 노드들이 1:1
로 연결, 노드 중 통신이 끊어지면 해당 노드만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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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Star 네트워크 구조 USN시스템 구성도

그림3의 USN시스템에 대한 정량적 신뢰도를 모델링하면 (식2)와 같다.

    _&   ...................................................(식2)

(식2)의 노드와 게이트웨이 통신이 그림3과 같이 각각 게이트웨이로 수집되므로,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 고장률 _&은 총5번 적용되며, 네트웍 구조의 연결에 사용되는 구성품인 와 가 수
량에 따라 적용된다. 여기서 게이트웨이와 서버의 통신은 배제되었다.

3.3 Mesh구조
Mesh네트워크구조 USN시스템은 그림4와 같이 센서노드 각각이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며, 만약 게이트

웨이와의 통신이 단절되면 지정된 노드를 호핑하여 통신을 유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Mesh구조는 단 
하나의 노드라도 통신이 중단되면 고장으로 정의, 게이트웨이를 모든 노드들이 1:1로 연결, 노드 중 게
이트웨이와 통신이 끊어지면 미리 지정된 주변 노드를 통해 기능유지가 가능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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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Mesh 네트워크 구조 USN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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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의 USN시스템에 대한 정량적 신뢰도를 모델링하면 (식3)과 같다.

     

 _& _& 

_& ×_& _& _& 

..............................(식3)

(식3)의 A에 대한 근거는 미국신뢰성센터(RAC), “Reliability Toolkit: Commercial Practices 
Edition”, “Table 6.2-3 Effective Failure Rate Equation Approximations”의 with Repair Equation 2인 
(식4)를 적용하였다[2]. 

       

        .......................................................(식4)

4. USN시스템 통신고장률의 목표설정
본 장에서는 3장에서 평가된 모델을 적용하여 USN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를 평가한다. USN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센서노드, 게이트웨이, 서버의 고장률은 동일한 장치의 현장 사용시 발생된 고장정보를 분석
하여 정량적인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적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방지침 
MIL-HDBK-217FN2 등의 전자부품 신뢰도 예측지침을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3].

3장의 직렬구조와 Star구조는 노드와 노드간, 노드와 게이트웨이간 통신 장애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통신망의 고장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식1)과 (식2)의 결과가 그림5와 같이 동일하게 평가된다. 그림5
는 직렬 및 Star구조의 시간에 따른 신뢰도와 Mesh구조의 시간에 따른 신뢰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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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USN시스템 구조별 시간에 따른 신뢰도 비교

따라서 동일한 구성요소 고장률에 대하여 직렬 및 Star구조의 신뢰도는 Mesh구조의 신뢰도보다 낮으
며, 신뢰도가 높은 것은 동일한 MTTR을 적용할 때 USN시스템의 정상상태 가용도가 높게 산출된다.

USN시스템의 전체 고장률 평가에서 구성요소인 센서노드, 게이트웨이, 서버에 대한 정량적 고장률에 
의해 예측이 용이하며, 제시된 목표에 맞추어 설계하기도 용이하지만, 노드와 노드 및 노드와 게이트웨
이간의 통신 오류율은 통신환경 및 프로토콜의 설계에 따라 많은 변수와 연관된다.

그림6은 USN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고장률이 상수로 산출된 환경에서 통신오류율의 변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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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신뢰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지수고장모델을 적용
하였을 때 USN시스템 전체의 고장률은 통신오류율이 0%에서 10%로 접근함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신
뢰도가 크게 저하됨을 알 수 있다.

그림6. 구성요소고장률이 상수인 경우 시간 및 통신품질에 다른 USN시스템 신뢰도

5. 결론
본 논문은 센서노드의 정보를 게이트웨이를 통해 무선통신으로 전송받아 서버로 수집하고, 서버의 명

령을 센서노드를 통해 수행하는 대표적인 USN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정량적 신뢰도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USN시스템에서 노드와 노드 및 노드와 게이트웨이간 통신오류율이 전체 USN시스템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통신오류율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수립과 목
표달성을 위한 프로토콜 및 노드의 배체에 대한 연구에 많은 기여가 예상되며, 향후에는 통신 개체간 
상이한 정보전송 오류율을 적용한 모델을 개발하여 보다 실물에 가까운 USN시스템의 신뢰도평가 모델
이 개발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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