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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zard analysis provides the basic foundation for system safety. Hazard analysis is performed to identify 

hazards, hazard effects, and hazard causal factors. Hazard analysis is used to determine system risk,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of hazards, and to establish design measures that will eliminate or mitigate the 

identified hazards. Hazard analysis is used to systematically examine systems, subsystems, facilities, 

components, software, personnel,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with consideration given to logistics, training, 

maintenance, test, modification, and operational environments. This paper present hazard analysis techniques 

which is commonly used in railway signalling, comparised their benefits and limitations.

1.서론

위험원 분석은 시스템 안전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다. 위험원 분석은 위험원 

identification, 위험원 effects, 위험원 causal factors로 표현이 된다. 위험원 분석은 시스템리스크를 결

정하는데 사용이 되여 왔으며 시스템 디자인에서 필요하지 않는 위험원을 제거하는 중요한 장점이 있

다. 또한 시스템 측면에서 상위시스템, 하부시스템, 설비, 소자, 소프트웨어, 인류, 그리고 그들과의 인터

페이스를 로직 적이고 트레이닝, 유지보수, 수정, 운영이 가능한 환경까지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

원 분석 techniques에서 철도신호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분석 techniques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하

려 한다.

2. 철도신호시스템

철도신호시스템은 철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주요 시스템의 하나로써 선로, 차량, 급전 시스템과 더불어 

열차의운전의 일부인 속도, 진로 및 운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철도신호시스템은 기본적인 안전을 확

보한 상태를 만족한 이후에야 최적의 운전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철도신호시스템은 궤도회로를 기반으로 열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는 이미 철도가 교통의 핵심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열차의 운행밀도를 높임에 따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

간확보가 어렵게 되어 열차의 안전운행에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서 무선통신기반 열차신호시스템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신호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위험원 분

석 techniques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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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원 분석

3.1 위험원 분석 정의

위험원 분석은 위험원 분석 type과 위험원 분석 techniques로 나뉜다. 위험원 분석은 위험원 분석 카

테고리로 정의되고 위험원 분석 techniques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론이다. 위험원 분석 type은 분석시간, 

디테일 정도, 시스템 범위를 확정한다. 위험원 분석 type은 스페셜하면서 정량적인 분석방법론으로 원하

는 결과에 접근하게 한다. 시스템 안전은 일곱 가지 기본 type으로 분류되지만 위험원 분석 techniques

는 이와 반대로 수백 개의 방법론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수백 개의 위험원 분석 

technique은 여러 가지 위험원 분석 type을 위해 뒷받침 해준다. 아래의 표는 위험원 분석 type과 위험

원 분석 techniques의 비교표이다. 

도표 1. Hazard Analysis Type vs. Technique

Type Technique

Establishes where, when, and what to analyze Established how to perform the analysis.

Establishes a specific analysis task at specific time 

in program life cycle

Establishes a specific and unique analysis 

methodology

Establishes what is desired from the analysis.
Provides the information to satisfy the intent of the 

analysis type

Provides a specific design focus

모든 분석 type은 언제 분석을 시작해야 하는지 시간 포인트를 잡아주고 어떤 타입의 정보가 필요한

지, 그리고 분석 후 출력이 어떤 것 인지를 보여준다. 모든 분석 technique은 다양한 분석 type을 접근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analyst는 정확하고 합리한 techniques 로 분석 type에 접근하게 한다.

아래 표는 시스템에서 일곱 단계 위험원 분석 type 규정이다.

도표 2. Seven Hazard Analysis Types in the System Safety

1. Conceptual design hazard analysis type (CD-HAT)

2. Preliminary design hazard analysis type (PD-HAT)

3. Detailed design hazard analysis type (DD-HAT)

4. System design hazard analysis type (SD-HAT)

5. Operations design hazard analysis type (OD-HAT)

6. Health design hazard analysis type (HD-HAT)

7. Requirements design hazard analysis type (RD-HAT)

위와 같은 분석Type의 순차적인 수행은 전체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원를 필터링

하여 보다 완벽하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위험원 분석 Type으로 인한 필터링에 대

한 개략 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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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azard filters

위험원 분석 type과 technique 와의 연결은 그림 2와 같이 표현이 된다.

그림 2 Type-Techniqu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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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Description

Qualitative/quantitative Analysis assessment is performed qualitatively or quantitatively

Level of detail Level of design detail that can be evaluated by the technique

Data required Type and level of design data required for the technique

Program timing Effective time during system development for the technique

Time required Relative amount of time required for the analysis

Inductive/deductive Technique uses inductive or deductive reasoning

Complexity Relative complexity of the technique

Difficulty Relative difficulty of the technique

Technical expertise Relative technical expertise and experience required

Tools required Technique is standalone or additional tools are necessary

Cost Relative cost of the technique

Primary safety tool Technique is a primary or secondary safety tool

3.2 위험원 분석 Techniques

위험원 분석 techniques는 다양한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 도표 3은 시스템 안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험원 분석 방법론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들이

다.

도표 3. Major Attributes of Analysis Techniques

유럽규격인 EN50128, en50129의 권고사항과 technique를 추가하여 적합한 type과 특성들을 정리 하

면 도표 4와 같다.

4. 위험원 분석 Techniques 비교

수많은 위험원 분석 techniques에서 철도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technique을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주

로 철도에 사용이 되고 철도신호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technique으로부터 공통적인 부분을 

산출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4.1 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

PHA는 설계단계 시초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시스템 전체와 각 성분(구성부품)을 채용해 조산한다. 

시스템 또는 서브시스템의 성분을 끄집어내어 고장에 의한 위험을 조사하고, 또 발생하는 위험과 거기

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나 개선방법을 조사한다. 또한 위험상태에 관해서는 사고의 발생형태 등을 고려

해서 빠짐없이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235



도표 4. Technique 특성 비교

Technique Type
IdentifyHaza

rd

Identify

Root

Causes

Lifecycle 

Phase

Qualitative/

Quantitative

Level of 

Detail

PHL CD Y N CD~PD Qualitative Minimal

PHA PD Y P CD~PD Qualitative
Moderate to 

in-depth

SSHA DD Y Y DD Qualitative In-depth

SHA SD Y Y
PD~DD

~Test
Qualitative In-depth

O&SHA OD Y Y
PD~DD

~Test
Qualitative In-depth

HHA HD Y Y
PD~DD

~Test
Qualitative In-depth

FTA
SD, 

DD
P Y PD~DD

Qualitative/

quantitative

Moderate to 

in-depth

ETA SD P P PD~DD
Qualitative/

quantitative

Moderate to 

in-depth

FMEA DD P P PD~DD
Qualitative/

quantitative
In-depth

HAZOP SD Y P PD~DD Qualitative
Moderate to 

in-depth

FaHA DD P P PD~DD Qualitative In-depth

FuHA SD P P
CD~PD

~DD
Qualitative

Moderate to 

in-depth

장점: 

최소의 비용으로, 시스템의 설계를 가능한 해체하지 않고 위험요인이 수정될 수 있을 때 위험요인을 

식별할 수 있다.

시스템의 수명주기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운용지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단점:

디테일한 분석이 어렵고 바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4.2 Fault Tree Analysis(FTA)

FTA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technique중의 하나이다. FTA는 장애 원인을 식별하는 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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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설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시스템 장애는 결점 트리의 가장 상위 부

분에서 발생하며 다음 단계는 어떤 원치 않는 동작이 시스템 오작동에 책임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여기

서 시스템 장애란 부정확한 이벤트, 예상치 못한 데이터 또는 동작이 된다.

장점:

시스템 디자이너가 시스템의 구조를 쉽게 볼 수 있다.

시스템 디자이너가 시스템의 오류나  심각한 조합구조 결함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외부 factor의 영향도 디자이너가 분석하여 컨트롤 할 수 있다.

관련된 데이터가 정확하고 접근이 가능하다면 더 높은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다.

단점:

분석하기에 너무 디테일하여 시간소모가 많다

분석하다 보면 중첩된 이벤트가 생기게 된다.

4.3 Failure Mode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

고장형태영향 치명도 분석은 사업장의 공정 및 설비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장 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시스템ㆍ공정 장치, 그들의 고장형태(failure mode), 시스템/공정에의 각 

고장형태에 대한 위험도 순위를 표로 만드는 것이다. 고장형태(failure mode)는 장치가 어떻게 고장 났

는가(open, close, on, off, 누출 등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 분석방법은 각각의 공정 장비 목록에 대한 

모든 가능한 고장형 모드(failure mode)들과 함께 공정에 존재하는 장비의 모든 리스트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한 형태의 고장의 영향은 조정자체 내에서 고려된다.

장점:

다른 관련 회로와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의 고장은 분석한다

고장 한계선이나 고장 소프트의 특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다른 컴포넌트의 고장을 일으키는 고장을 식별한다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단일 고장을 산출한다

단점:

FMEA분석은 가격이 비싸면서 시간을 낭비 할 수 있다.

하나의 고장도 가끔씩 과도하게 분석 될 수 있다

4.4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HAZOP)

HAZOP는 대상공정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정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정해진 

study 방법에 의해서 공정이 원래 설계된 운전 목적으로부터 이탈하는 원인과 그 결과를 찾아보며 그로 

인한 위험과 조업도에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무엇이 있는 가를 검측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장점:

효율적이고 신속하다

조직적인 방식으로서 가이드워드로 전체 분석을 쉽게 마칠 수 있다

팀으로 구성된 조직이여서 분석된 실제내용이 다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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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결과가 너무 많을 수 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정량적인 분석 방식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분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위험원 분석을 할 때는 FMEA 또는 HAZOP와 같은 분석방식이 필요하다

간단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FMECA같은 방식이면 충분하다

중대한 분석이나 리스크 분석을 위한 프로세스면 FMEA같은 방식은 부적합하다

복잡한 시스템 안전 분석일 경우에는 FTA와 FMEA의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5. 결론

시스템 안전 분석에서 위험원 분석 technique은 위험원 분석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이다. 현재 

항공, 소방, 선박, 식품, 원자력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신호 시

스템 분석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서나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지만 널리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는 

PHA, FTA, FMECA, HAZOP 등과 같은 방식으로 철도신호시스템에 쉽게 적용, 분석이 가능한 프로세

스를 만들기 위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추후 철도신호시스템을 분석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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