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4권 제2호(2011년 4월) pp. 1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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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s to acquire the Safety Certificate from Independent Safety Assessment based
on the IEC or EN standard which is commonly applied to railway system for Automatic Train Protection (ATP) system in
accordance with ERTMS/ETCS Level 1 system. This also shows approach methods and relative activities for project lifecycle to accomplish and ensure the system requirements of ATP system, RAMS and system quality activities. These kind
of activities for quality assurance of ATP system to obtain Safety Certificate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domestic railway system based on On-Board system of ERTMS/ETCS Level 1 and als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railwa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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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철도신호시스템분야에서 중요한 신뢰성과 안전성 수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며, 국철 구간의 차상신호시스템 (ERTMS/ETCS Level 1)도입에 따라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 사항들을 프로젝트 수행과 연관하여 기술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전반에 걸친
RAMS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한 인증활동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며, 국내 철도 신호시스템 적용을 위한 차상신호
시스템(ERTMS/ETCS Level 1)에 있어 차상장치(On-Board)를 중심으로 품질 및 안전 무결성(SIL) 수준 확보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의 구체적인 위험도분석 및 평가 활동을 제시 하고자 한다.
주요어 열차방호시스템, RAMS 분석, 안전성 평가활동, IEC표준규격62278
:

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철도신호시스템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품질보증에 따른 신뢰성과 안전성 수
준을 국제규격(IEC or EN)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며, 실제 적용사례(ERTMS/ETCS Level 1
차상신호시스템 구축 사업)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
한 구체적인 활동 사항들을 프로젝트 수행과 연관하여 기술
한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측면에서의 신뢰성과 안전성 수준을 국
제규격(IEC or EN)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Hazard와 Risk를
철저히 인식하고 Risk를 분류하며, Risk 분류상에서 리스크
감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위험 감소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전 요구사
항 명세화, 형상관리를 위한 계획 및 감시 /제어하는 기술
과 감독 활동이 필요하다.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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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적용원리는 기본적으로 Top-Down 설계방식, 각 작업의
모듈화,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각 작업의 검증, 검증된 모
듈과 모듈 라이브러리의 사용, 확실한 검증을 위한 문서화
및 검증 가능한 문서들과 검증 시험을 요구한다[5].
1.2 차상신호시스템(ERTMS/ETCS Level 1)개요
1.2.1

전체 시스템 구성도

Fig. 1

The system configuration of ERTMS/ETCS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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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차상 시스템 구성요소
(1) MMI 1, 2각각 운전실/운전대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기관사 계기판은 기관사와 ATP 시스템 간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기관사는 계기판을 이용하여 열차 운영을 감독하
고 열차를 감시한다. 화면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ATP 차상

시스템에서 계산한 속도를 표시하는 속도계가 부착되어 있
다. 계기판은 운전실 제어기로 활성화되는 터치 스크린 형
식이다.
(2) ATP CU (차상 컴퓨터)는 ATP 차상 시스템의 메인 프
로세서이다. ATP CU의 주요 기능은 속도 및 목표를 감시
하고 필요시 열차에 제동을 가하는 것이다.
(3) ATS LU (ATS 로직 장치)는 ATS 로직에 대한 프로
세서이다. 그 주요 기능은 속도를 감시하고 ATS 모드에서
필요시 열차에 제동을 가하는 것이다.
(4) ATS RX (ATS 수신기)는 Beacon 안테나로부터 수신
한 주파수를 신호 현시로 디코딩하여 ATS LU에 제공한다.
(5) 디지털 입/출력 장치 (DX)는 MVB와 차량 간에 Non
Vital한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Non Vital한
외부 릴레이 접점 또는 외부 장치를 직접 감지한다.
(6) Vital 디지털 입출력 장치 (VDX)는 MVB와 차량 간
에 Vital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Vital한 외부
릴레이 접점 또는 외부 장치를 직접 감지한다.
(7) 속도 및 거리계 (SDU)는 차륜에 장착된 펄스 생성기
로부터 발생하는 펄스를 계측하고 이 정보를 MVB를 통해
SDP로 전달한다.
(8) SDP (속도/거리 연산 프로세서)는 ATP 차량 컴퓨터이
다. SDP는 속도 및 거리를 계산하고 MVB를 통해 전달받
은 속도 및 거리 정보를 BTM 및 ATP CU로 전달한다.
(9) Master는 ATP 차량 컴퓨터이다. Master는 MVB 상의
ATP 장치간 통신을 감독하고 에러가 발생한 장치를 격리시
킨다.
(10) Balise 전송 모듈 (BTM)은 Balise로부터 안테나
(CAU)를 통해 Telegram을 수신하고 이를 ATP CU로 전달
한다.
(11) 콤팩트 안테나 유닛 (CAU)는 Balise로부터 신호를 수
신하여 이를 BTM으로 전달한다.

Fig. 2

The block diagram for ATP on-board system

2.

본 론

2.1 시스템 수명주기별 RAMS 관리 업무

본 논문에서는 EN 50126에서 권고하는 시스템 수명주기
에 따라 RAMS 활동업무를 수행하며 전체 업무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1,2,8,12].

Fig. 3

The RAMS activities of system life-cycle

요구사항 분석
본 논문에서는 기본 설계 이전에 고객의 RAMS 요구사항
및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RAMS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하며, 정량적인 요구사항 및 정성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하
고, 향후 수행할 RAM 분석 및 안전성 분석에 대한 요구조
건을 할당하도록 한다[1,12].
2.1.2 RAM 분석
시스템 수명주기의 첫단계인 개념 및 시스템 정의와 적용
조건 분석 단계에서 수행되는 RAMS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근거로RAM 분석 업무가 시스템 수명주기에 따라서 수행된
다[6,11].
RAMS 분석을 위한 대상 선정 및 분석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시스템분류(LBS) 업무가 우선 수행되며, 만일 독립평
가 기관내 검증팀에서 예비 위험원분석(PHA)분석을 통해 요
구하는 특정 RAM 요구사항이 존재할 경우 설계 및 구현 단
계에서 수행되어질 RAM 분석 업무를 위한 요구조건 분석
도 가능하다.
시스템 분류를 통해 정의된 분석대상(최하위 수준)을 기
준으로 FMECA가 수행될 것이며, 시스템 기능도를 근거로
한 신뢰성 블록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FMECA 및 신뢰성 블록도를 근거로 시스템 고유 신
뢰성 및 유지보수성을 예측하며, 특정RAM 요구 사항(목표)
를 예측하기 위해 FTA를 수행하며, 정량적인 예측결과를 도
2.1.1 RAMS

차상신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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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기준

발생빈도

정성적 기준

설명

F6. Very likely
(매우 자주 발생)
F5. Frequent
(빈번한 발생)
F4. Probable

특정 위치에서 빈번히 발생

년간 100번 이상 발생

100

코레일의 모든 선로에서 빈번히 발생
코레일의 모든 선로에서 한번이나
두번정도 발생
코레일의 모든 선로에서는 아니나
철도분야에서 여러번 발생
철도분야에서 한번이나 두번정도 발생

년간 10번이상 100번미만 발생

10~<100

년간 1번이상 10번미만 발생

1~<10

1년이상 10년미만 동안 1번 발생

1~<1/10

10년이상 100년미만동안 1번 발생

1/10 ~ <1/100

철도분야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음

100년이상 동안 1번 발생

1/100

(가능성이 있는 발생)
F3. Occasional
(종종 발생 가능)
F2. Remote

(발생 가능성이 미약함)
F1. Improbable
(발생 가능성이 없음)

출하기 위해 FMECA 에서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제작/설치 이전에 시스템 고유 신뢰성 및 유지보수성 예
측결과, 그리고 특정 RAM 요구사항에 대한 예측결과가 본
논문의 RAM 요구사항과 부합 하는가에 대한 검증 업무을
수행한다.
입증업무의 범위는 설계단계에서 예측된 RAM 분석 데이
터와 요구 사항간의 부합성 여부검토가 해당되며, 시운전단
계나 운영단계에서 수행되는 통계적 입증은 포함되지 않는다.
2.1.3 안전성 분석
시스템 수명주기의 첫단계인 개념 및 시스템 정의와 적용
조건 분석단계에서 수행되는RAMS 요구사항 분석결과를 근
거로 안전성 분석 업무가 시스템 수명주기에 따라서 수행한
다[1,2,3,6,11].
독립평가기관에서 수행될 예비위험원분석(PHA) 결과를 근
거로 차상신호시스템(ATP)의 위험원 관리를 계층적으로 수
행한다.
우선 ATP 전체 시스템 수준의 위험원 관리를 위해 시스
템 위험원분석(SHA)을 수행하며, 수행된 시스템 위험원분
석(SHA) 결과를 근거로 ATP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시스
템에 대한 위험원 관리를 위해 하부시스템 위험원분석
(SSHA)을 수행한다.
또한 하부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상에서 발생 가능한 위
험원의 관리를 위해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IHA)을 수행
하며, 유지보수를 포함한 시스템 운영상의 위험원 관리를 위
해 운영 및 지원상의 위험원분석(O&SHA)을 수행한다.
설계 및 제작/설치단계에서 수행되는 위험원 관리는 설계
및 기타 운영조건의 변경에 따라 시스템 수명주기의 시스템
확인단계에서 수행되는 시험 및 시운전 단계 이전까지 갱신
되어 관리될 것이다.
시스템 확인 단계, 즉 시험 및 시운전 단계에서는 설계 및
제작/설치단계에서 도출된 위험원 관리가 설계 및 운영절차
에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안전성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본 RAMS 관리업무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독립안전평
가업무의 결과를 검토, 반영함으로써 안전성 활동 검증을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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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시스템 수명주기에 따라 수행된 안전성 분석 및 RAM 분
석 업무에 대한 결과를 총괄하여 종합 안전대책기술서(Safety
Case)를 수립함으로써 차상신호시스템(ATP)에 대한 품질보
증(RAMS) 활동을 종료한다.
2.1.4 품질관리
본 품질보증의 모든 활동은 BSI에 의해 인증된 ISO 9001:
2000에 부합하는 공인인증기관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따른다.
2.2 위험도 및 ALARP 기준수립

위험도 기준
안전성 분석을 위해 사용자에서 제시한 위험도 등급은 아
래와 같으며, 위험도 등급의 발생빈도는 다음 표 1과 같다.
위험도 등급의 심각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2.2.1

Table 2

The intensity level for hazard

설명
안전성 영향
서비스 영향
심각도 수준
서비스
사망 중상 경상 지연
시간
C1. Negligible
0
0
0
10분 미만
(무시가능한)
C2. Minor
10 분 이상
0
0
1명 이상
(경미한)
20분 미만
C3. Major
20분 이상
0
1명 이상 해당 없음
(심각한)
2시간 미만
C4. Critical
이상
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82시간
(중대한)
시간 미만
C5. Catastrophic
8시간 이상
2 ~ 10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치명적인)
하루 미만
C6. Disastrous
10명 이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루 이상
(재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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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원의 발생빈도와 심각도에 따른 위험도 매트릭스는 다
음 표 3과 같으며 위험도 등급은 표 4에 나타내었다.
The matrix of hazard level
C1 C2 C3
심각도 발생빈도
B A A
F6. Very likely (매우 자주 발생)
B B A
F5. Frequent (빈번한 발생)
F4. Probable (가능성이 있는 발생) B B B
C B B
F3. Occasional (종종 발생 가능)
F2. Remote (발생 가능성이 미약함) C C B
F1. Improbable (발생가능성이 없음) C C C
Table 3

Table 4

등급

정의

A

Unacceptable

B

Tolerable

C

Broadly
Acceptable

C4
A
A
A
B
B
B

C5
A
A
A
A
B
B

C6
A
A
A
A
A
B

다. 이 영역에서의 위험도는 위험도 경감이 어려운 경우나
충분한 저감대책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수용이 가능하다. 이
러한 저감대책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또는 절차적인 변경이
될 것이다.
2.2.3 THR에 따른 SIL 입증 할당
안전성 확인(Validation) 단계에서 FTA 결과를 바탕으로
EN50129에서 요구하는 표5와 같은 SIL기준에 요구사항이
부합되는 여부를 입증한다[11].
The description of SIL level
허용가능한 위험원의 발생 확률(THR)
1E-9≤THR<1E-8
1E-8≤THR<1E-7
1E-7≤THR<1E-6
1E-6≤THR<1E-5
Table 5

The hazard level

설명
비상상황에서 반드시 제거 되어야 하는
위험원이나 활동들을 제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이 적용되어야 함.
위험원은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하나 위험
원 감소를 통해 현저한 순이득이 발생하거
나 다른 관련 철도산업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제어 수단이 있다면
좀 더 감소시킬 수 있음.
위험 수준은 대체로 수용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함.

2.2.2 ALARP 기준
ALARP의 기본원리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상위영역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영역에 속하는 모든 위험원들은 허용할 수 있을 정도
나 대체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도표의 하
위부분은 위험원이 이 영역에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대체로
수용가능하거나 무시해도 좋은 위험원을 정의하고 있다.
ALARP을 입증하기 위한 상세한 작업은 잔여 위험원을 감
소시키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실제 감소되는 수준보다 불균
형을 이루기 쉽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필수조건으로 고려
되지는 않는다. 상위와 하위 사이의 영역은 ALARP 영역이

허용 가능한 위험원의 발생확률

*

SIL
4
3
2
1

은 시간당 발생건수를 의미함

(THR)

.

2.3 RBD (Reliability Block Diagram)

ATP 차상 시스템의 MTTR 및 고유 가용도를 계산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 RBD를 작성하였으며, 시스템에 대한 Significant
및 Major 고장에 대한 신뢰도, 즉 고장률은 FTA를 통해 분
석된 결과를 참조하도록 한다.
전체 ATP 차상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의 기본 RBD는 다
음 그림5와 같으며, RBD에 나타난 고장률(FR)은 시간당 발
생건수(per hour)이며, MTTR은 시간(hour)을 의미한다[6].
전체 ATP 차상 시스템의 유지보수도 MTTR (MTTRS)은
계산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각 구성장치의 고장률 * MTTR의 합

= λ1100MTTR1100+2λ2100MTTR2100+2λ3100MTTR3100+2λ3200
MTTR3200+2λ3400MTTR3400+2λ3300MTTR3300+λ3500MTTR3500+
λ4100MTTR4100+λ4200MTTR4200+λ4300MTTR4300+λ4400MTTR4400
+λ4500MTTR4500+λ4600MTTR4600+λ5100MTTR5100+λ5200MTTR5
200+λ6100MTTR6100+λ6200MTTR6200+λ6300MTTR6300+λ7100MTT
R7100+λ8100MTTR8100+λ8200MTTR8200+λ9100MTTR9100+λ9200M
TTR9200+λ9300MTTR9300 = 4.51E−05

구성장치의 고장률의 합

= λ1100+2λ2100+2λ3100+2λ3200+2λ3400+2λ3300+λ3500+λ4100+λ4200
+λ4300+λ4400+λ4500+λ4600+λ5100+λ5200+λ6100+λ6200+λ6300+λ7100
+λ8100+λ8200+λ9100+λ9200+λ9300 = 7.73E−05
E – 05 = 0.58
-----------------------MTTRS = 4.51
7.73 E – 05

Fig. 4

The basic principle of ALARP

따라서, ATP 차상 시스템의 유지보수도 MTTR은 0.58 시간
이다.
2.3.1 비상제동 적용 RBD
그림 5 RBD를 바탕으로, RAM Table을 참조하여 고장발
생 시 비상제동이 적용되는 장치를 고려하여 그림 6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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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대한 고유 가용도(AinherentEB)는 다음과 같다.
1
------------------------

MTBFinherentEB
λinherentEB
- = --------------------------------------------------AinherentEB = --------------------------------------------------------------1
MTBFinherentEB + MTTREB -----------------------+ MTTR
λinherentEB

EB

1
-----------------------6.00 E – 06 --------------------------------------=
= 0.999993
1
-----------------------+ 1.16
6.00E – 06

따라서, ATP 차상 시스템의 Significant 고장으로 인한 비상
제동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고유 가용도는 99.9993%이다.
Fig. 5

The RBD of overall system

2.4 확인 및 검증(Verification & Validation)

안전성 검증 시험
안전성 검증 시험은 V&V 계획에 명시된 V&V조직 및 절
차에 따라 시험및 시운전 기간에 수행되었다.[5]
수행된 안전성 검증 시험 절차는 그림 7과 같다.
2.4.1

Fig. 6

The RBD of emergency brake event

이 RBD를 작성하였다.
그림 5의 RBD와 비교하였을 때 고장률이 다른 4200 DX
I/F와 4600 Braking Interface는 각 장치를 구성하는 하부장
치들 중 일부의 하부장치만이 비상제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2.3.1.1 고유 고장률
비상제동이 적용되는 장치만을 고려한 ATP 차상 시스템
의 고유 고장률(λinherentEB)은 다음과 같다.
λinherentEB = λ4200+λ4300+λ4500+λ4600+λ9200 = 6.00E−06

2.3.1.2 MTTR

비상제동이 적용되는 장치만을 고려한 ATP 차상 시스템
의 MTTR(AinherentEB)은 다음과 같다.
MTTREB = λ4200MTTR4200 + λ4300MTTR 4300 + λ4500 MTTR 4500
λ4600 MTTR4600 λ9200 MTTR 9200 λ4200 + λ4300 + λ4500 + λ4600 + λ9200
⁄

=1.16

고유 가용도
계산된 고유 고장률과 MTTR이용하여 계산된 비상 제동

2.3.1.3

Fig. 7

The safety assessment procedure of life-cycle

위험원 분석
시스템 수명주기에 따라서 수행된 단계별 위험원 분석(안
전성 활동) 결과를 위험원 목록(Hazard Log)에 등록하여 추
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였으며, 안전성 검증시험을 위해 해
당 위험원들을 분류하였다.
2.4.2.1 위험원 목록(Hazard Log)
위험원 목록은 제작단계에서 개발되어 시운전까지 갱신되
어 관리되었다.[1][4] 위험원 목록에는 시스템 수명주기에 따
라서 수행된 모든 위험원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위험원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 및 ALARP의 허용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저감대책(Mitigation Measure), 그리고 안전
성 검증 시험을 위한 저감 대책별 증거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위험원 목록에 대한 요약된 결과는 표 6과 같다.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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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hazard

위험원 분석 분류

A
0

위험도 등급별
위험원 수

분석별
위험원 수

B
44

C
12

0

196

23

219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0

148

0

148

운영 및 지원상 위험원 분석

0

14

12

26

합계

0

402

47

449

시스템 위험원분석(SHA)
하부시스템 위험원 분석
(SSHA)
(IHA)

(O&SHA)

56

2.4.2.2위험원

분류
위험원 목록에 등록된 모든 위험원은 RAMS 계획서에서
정의한 위험도 등급에 따라서 위험도가 분류되어 평가되었
으며, 저감대책 적용 후 존재하는 위험도 평가 수준을 확인
하였다.
심각도 등급별 해당되는 위험원에 대한 분류결과는 표 7
과 같다.
Table 7

The classification of hazard due to intensity

위험원 분석 분류
시스템 위험원분석
(SHA)

하부시스템 위험원
분석 (SSHA)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IHA)
운영 및 지원상 위험원
분석 (O&SHA)
합계

심각도 등급에 따른
위험원 개수

C1 C2 C3 C4 C5 C6
0

0 29

분석별
위험원 개수

1

13 13

56

11 1 23 70

0 114

219

0

0 16 131 0

1

148

0

9 11

2

26

4

0

11 10 79 206 13 130

449

주요 기능별 FTA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ATP 차상시스템의 주요기능을 정상 사상
(Top Event)으로 설정하고, 각 이벤트별로 FTA를 분석하였
다.
[F1] 열차 위치 검지 실패 (Gate031)
[F2] 열차 간격 유지(안전거리 확보) 실패 (Gate034)
[F3] 열차 속도 감시 및 제어 실패 (Gate042)
[F4] 제동(SB, EB) 제어 실패 (Gate035)
[F5] 롤어웨이(Roll away) 제어 실패 (Gate039)
[F6] ATP 지상장치와 데이터 통신 실패 (Gate040)
2.4.3.1 [F1] 열차 위치 검지 실패
정상 사상 [F1] 열차 위치 검지(차상 시스템 내부) 실패
(Gate031)에 대한 FTA 분석 내용은 그림 8과 같고, Gate031
를 유발하는 각 사건(Event)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8과 같
다.
2.4.3

Fig. 8

[F1] Train detection fail

The probability of this event(Gate031)
설명
발생확률 참조/가정사항
RAM Analysis
COMC(SDP) 1 고장 1.99E-06
Report
RAM Analysis
COMC(SDP) 2 고장 1.99E-06
Report
RAM Analysis
3.31E-06
SDU 1 고장
Report
RAM Analysis
3.31E-06
SDU 2 고장
Report
RAM Analysis
2.68E-06
Tacho 1 고장
Report
RAM Analysis
Tacho 1/Box 1 고장 4.00E-10
Report
RAM Analysis
2.68E-06
Tacho 2 고장
Report
RAM Analysis
Tacho 2/Box 2 고장 4.00E-10
Report
RAM Analysis
6.01E-06
DR 고장
Report
RAM Analysis
VCU for STM 고장 5.56E-07
Report
RAM Analysis
5.56E-07
VCU 고장
Report
MVB 케이블 및
1.00E-07
전문가 판단

Table 8

Event ID
Event024
Event025
Event026
Event027
Event028
Event029
Event030
Event031
Event032
Event043
Event044
Event045

컨넥터 고장

상기의 각 사건 및 이에 대한 게이트를 통해 예측된 차상
시스템 내부의 열차 위치 검지 실패(Gate031) 확률은
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EN50129에 제시된 SIL4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8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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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F2] 열차 간격 유지(안전거리 확보) 실패
정상 사상 [F2] 열차 간격유지(안전거리확보) 실패(Gate034)
에 대한 FTA 분석 내용은 그림 9와 같다. 열차 간격 유지
(안전거리 확보) 실패는 [F1]에서 분석한 열차 위치 검지(차
상시스템 내부) 실패와 [F4]에서 분석될 제동제어(SB, EB)
실패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의 각 사건 및 이에 대한 게이트를 통해 예측된 열차
간격 유지(안전거리 확보) 실패(Gate034) 확률은
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EN50129에 제시된 SIL4의 기준을 만족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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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로

구성하였다.
상기의 각 사건 및 이에 대한 게이트를 통해 예측된 제동
(SB, EB) 제어 실패(Gate035) 확률은
로 예측되었
으며, 이는 EN50129에 제시된 SIL4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5.86E-12

5.86E-12

Fig. 11

Fig. 9

[F2] Moving authority fail

2.4.3.3 [F3] 열차 속도 감시 및 제어 실패
정상 사상 [F3] 열차 속도 감시 및 제어 실패(Gate 042)
에 대한 FTA 분석 내용은 그림 10과 같다. 열차 속도 감시

및 제어 실패는 현재속도 제어 실패와 허용 속도 제어 실
패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상기의 각 사건 및 이에 대한 게
이트를 통해 예측된 열차 속도 감시 및 제어 실패(Gate042)
확률은
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EN50129에 제시된
SIL4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39E-12

2.4.3.5 [F5] 롤어웨이(Roll Aaway) 제어 실패
정상 사상 [F5] 롤어웨이(Roll away) 실패(Gate039)에 대
한 FTA 분석 내용은 그림 12과 같다. 롤어웨이 실패는 제
동제어(SB, EB) 실패와 열차 위치 검지(차상시스템 내부) 실
패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의 각 사건 및 이에 대한 게이트를 통해 예측된 롤어
웨이 제어 실패(Gate039) 확률은
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EN50129에 제시된 SIL4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5.86E-12

Fig. 12
Fig. 10

[F3] Train speed and control fail

2.4.3.4 [F4] 제동(SB, EB) 제어 실패
정상 사상 [F4] 제동(SB, EB) 제어 실패(Gate035)에 대한
FTA 분석 내용은 그림 11과 같고, FTA 분석결과 제동(SB,
EB) 제어 실패 원인은 SB 적용 실패와 EB 적용 실패로 분
석되었다. EB가 적용될 경우 항상 SB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정상 사상 Gate035가 발생되는 경우는 두 가지 원인 모두
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가 되어 Gate035를 AND 게이트

[F4] SB & EB control fail

[F5] Roll away control fail

2.4.3.6 [F6] ATP 지상과의 데이터 통신 실패
정상 사상 [F6] ATP 지상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신 실패
(Gate040)에 대한 FTA 분석 내용은 그림 13과 같고, ATP 지
상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신은 발리스 전송 고장과 VCU 고
장이 모두 발생하였을 때 통신 실패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상기의 각 사건 및 이에 대한 게이트를 통해 예측된 ATP
지상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신 실패(Gate040) 확률은
3.5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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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 시험은 설계단계에서 수행된 시스템 위험원
분석(SHA), 하부시스템 위험원분석(SSHA), 인터페이스 위
험원분석(IHA) 및 운영 및 지원상 위험원분석(O&SHA)에서
도출된 위험원에 대하여 수립된 저감대책(Mitigation Measure)
이 시스템에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ATP
차상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위험원 분석 결과 도출된 449개의 위험원에 대한 안전성
검증 시험이 모두 완료되어, 안전성 입증 시험은 ALARP 원
칙이 준수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과 ATP 차상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SIL4에 준하여 설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안전
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ATP 차상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한 SIL 입증은 각
각의 기능별로 FTA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입증하였으며, 이
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F6] Wayside communication fail
The results of SIL validation
FTA Gate
SIL
THR
ID

Table 9

주요기능
열차 위치 검지
(차상시스템 내부)
열차 간격 유지
(안전거리 확보)
열차 속도 감시 및
제어
제동(SB, EB) 제어
롤어웨이
(Roll away) 제어
ATP 지상설비와
데이터 통신

년 월

참고문헌
위험 발생
확률

4

1E-9≤THR<1E-8 Gate031 1.81E-17

4

1E-9≤THR<1E-8 Gate034 5.86E-12

4

1E-9≤THR<1E-8 Gate042 9.39E-12

4

1E-9≤THR<1E-8 Gate035 5.86E-12

4

1E-9≤THR<1E-8 Gate039 5.86E-12

4

1E-9≤THR<1E-8 Gate040 3.53E-12

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EN50129에 제시된 SIL4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3.

결 론

ATP 차상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입증 관리 업무
는 EN50126에서 권고하는 시스템 수명주기에 따라서 수행
되었다.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 도출된 위험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ALARP의 원칙에 따라 허용 가능한 수
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저감대책은 안전요구사항으로 도출되어 설계, 운
영 및 유지보수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가 수
행되었으며, 안전성 검증 및 입증 시험은 안전성 관리 업무
의 마지막 절차로서, 안전 요구사항이 ATP 차상시스템에 어
떻게 반영 되었는가를 검증 및 입증하기 위해 시험 및 시
운전 단계에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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