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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systems can be characterized by ever-increasing complexity of both the functionality and 

system scale. Thus, due to the complexity the chances of accidents resulting from systems failure 

can then be growing. Even worse is that those accidents could result in disastrous damage to the 

human being and properties as well. Therefore, the need for the developed systems to be assured 

with systems safety is apparent in a variety of industries such as rail, automobiles, airplanes, ships, 

oil refinery, chemical production plants,  and so on. To this end, in the industry an appropriate safety 

standard has been published for its own safety-assured products. One of the core activities included 

in the most safety standards is hazard analysis. A conventional approach to hazard analysis seems to 

depend upon the scenarios derived from the ones used previously in similar systems or based on 

former experienc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an improved process for scenario-based 

hazard analysis. To achieve the goal, the top-level safety requirements have first been reflected in 

the scenarios. By analyzing and using them, the result has then lead to the development of 

safety-assured systems. The method of modeling and simulation has been adopted in the generation 

and verification of scenarios to check whether the safety requirements are reflected properly in the 

scenarios. Application of the study result in the case of rail safety assurance has also been 

discussed.

Keywords : Scenario-Based Hazard Analysis, Safety Assurance, Modeling & Simula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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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들은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시스템들이 점차 대형화 복잡

화 되어감에 따라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대형 복합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고장은 바로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

해와 직결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안전중시 시스템들

은 사고나 고장이 인명 및 재산피해로 직결되기 때문

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방, 

철도, 항공, 해양, 원자력 등의 안전이 중시되는 산업

분야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시스템에서 

전기전자 및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전

자 기능안전성 규격(IEC 61508)이 제정되어 현대시

스템의 안전에 관한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안전

의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과거의 수동적인 안전활동에

서 미리 고장 및 위험을 분석하여 예방하는 능동적인 

안전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산업분야

에서는 특성에 맞게 기능안전성 규격을 개선하여 안

전활동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중요시되고 있는 안전의 확보를 위해 제시

되고 있는 많은 표준규격에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정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위험원 분석(Hazard 

Analysis)과정이다. 위험원 분석은 시스템에 내재되

어 있는 위험원들을 식별하고, 향후 위험원에 의해 발

현될 위험들을 미리 예상하고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

응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안전보장은 

이러한 위험원 분석을 통해 위험원을 식별하여 위험

을 최소화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기존의 위험원 분석의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누

락 없는 위험원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시나리오 기반의 위

험원 분석방법에 대한 것이다. 특정 상황별 정상상태

의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시나리오 상에서 발생 가능

한 위험원을 식별해 내는 방법이 시나리오 기반의 위

험원 분석이다.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은 Marco de 

Bruin 등(2008)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 정상상태의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그 후 시나리오 상에서 정상상

태를 벗어나게 하는 위험원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방법은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에서 발전하여 정상상태의 시나리오를 생성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각종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생성함으로써 좀 더 체

계적인 위험원의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Sybert Stroeve 등(2013)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

나리오기반의 위험원 분석을 살펴보면 시나리오를 생

성하는데 event-tree를 활용하였다. Event-tree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event- 

tree 상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를 수행하였다. 

  Marco de Bruin 등(2008), Sybert Stroeve 등

(2013)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템의 위험원 분석에 

대하여 시나리오기반의 접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때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에 대

해 초점이 맞춰져 연구가 수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험원의 생성 과정을 보면 특정 상황에서 기존의 시

스템, 유사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또는 전

문가의 경험에 의해 시나리오를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 안전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활동에서는 

먼저 안전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요

구사항을 생성하고 이것이 반영된 설계를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도 기존의 경험에 의한, 유사시스템 및 기존 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의 생성뿐만 아니라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안전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요건이 반영된 기능이나, 제

약사항들이 시나리오에 반영됨으로써 안전목표의 달

성을 위한 위험원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안전중시 시스템인 

철도시스템에 대하여 안전목표로부터 도출된 안전요

구사항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를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다. 그리고 검증된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사회 및 

연구의 연구동향과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2장에서는 관

련 선행연구 및 연구 목표를 기술하여 문제정의를 했다. 

3장에서는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의 생성과 모델

링&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의 활동을 바탕으로 도출된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 방법에 따른 철도 

시스템에 대한 위험원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5장에

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 및 요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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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afety life-cycle in functional safety standard [5]

2. 문제 정의

2.1 안정보장을 위한 위험원 분석의 중요성

   안전보장은 위험원을 식별하고 이것이 발현되었을 

때의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원 분석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위험원의 식

별을 수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능안전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관리절차의 목표는 위험을 

식별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기능안전표준에서

는 안전 수명주기에서 위험원 분석절차를 포함하고 있

으며, 위험원 분석단계에서 사고 및 고장의 근본 원인

인 위험원을 식별하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도록 제시하고 있다[3][4]. 

  기능안전 표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위험원 분석 절

차를 분석해보면 [Figure 2]와 같이 대상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위험원을 식별하고, 식별

된 위험원을 평가하고, 위험원에 의해 발현될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단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

능안전표준에서 정의하는 위험원 분석은 개발되는 시

스템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원을 찾아 제거하

거나 위험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허용수준 이

하로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6][7].

  이와 같이 기능안전표준들에서는 시스템의 개발에 

따라 안전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의 확보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안전 활동의 핵

심이자 첫 단계로써 위험원 분석단계를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대상 시

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원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Figure 2] Procedure model for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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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ept diagram for current research

2.2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 생성의 필요성

  앞 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위험원 분석의 수행이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위험원 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 중 한 분야가 시나리

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에 대한 것이다.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은 위험원을 식별하기 

위해 각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활용하는 방

법이다. 정상상태에서의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정상상

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험원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 방법들을 분

석해보면 시나리오를 생성할 때 기존의 시스템이나 

유사시스템을 분석하거나 전문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와 같

은 방법의 시나리오 생성을 통한 위험원 분석은 기본

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능안전표준의 도입 

이후의 안전에서는 안전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충족시

키기 위한 안전요구사항의 도출과 이를 설계에 반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표준에서 안전 수명주기 활

동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을 수행할 경

우 이런 안전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생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안전 기능의 수행이나 안전의 달성을 위한 제약사항

들이 시나리오에 반영됨으로써 안전목표의 달성을 위

한 위험원 분석의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고장과 위험 중심의 안전활동 뿐만 아니

라 시스템의 설계초기에 목표로한 안전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안전활동의 수행이 가능하다.

2.3. 연구 목표 및 범위

  상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

원 분석단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였다. 또한 위

험원 분석의 개선을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

석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초기에 안전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능동

적인 안전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생성함으로써, 안전 

기능이나 안전을 위한 제약사항들이 반영된 위험원 

분석을 수행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

구 목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

구 개념은 [Figure 3]와 같다.

3.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기반의 

위험원 분석 방법

3.1.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의 생성 방안

  기능안전표준에서는 안전의 달성을 위해서는 대상 

시스템에 대한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요구사항을 생성하며, 생성된 안전요구사항

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

  안전목표라 함은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요구되는 달

성해야 할 안전수준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능

안전 표준인 ISO 61508에서는 SIL(안전무결성)을 

대표적인 안적목표로써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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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corporation of safety requirements in scenarios.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기능을 도출

하여 수행되도록 할 수도 있으며, 안전 요구사항이 안

전을 위한 제약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면, 시스템의 

설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의 생성이 필요하다. 

  안전요건을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방안은 [Figure 

4]와 같다. [Figure 4]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요건을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안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안전 기능을 식별하여 

이를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방법과 안전요건으로 제시

되는 안전을 위한 제약사항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기능안전표준에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으

로써 안전기능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기능의 작동을 통해 고장 및 위험이 발생했을 시 

피해를 최소하거나, 이전에 능동적으로 위험원의 발현

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기능의 수행이 시나리오

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안전요건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요건의 형태로 제시되는 제약사항들

이 있다. 고장 및 위험이 발생되는 상태까지 가지 않

도록 미리 제약사항을 둬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사항들 또한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야 한다.

  이처럼 안전요건을 시나리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안전기능의 동작 및 제약사항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야 한다.

  이와 같이 시나리오에 안전요건이 반영됨으로써 안

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소들이 시나리오 상에 반

영되고 여기서 발생 가능한 위험원들을 분석하여 위

험을 통제함으로써 안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Figure 5] An example model using EFFB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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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BD model of “Train Start Case”

3.2.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시나리오

의 생성 및 검증 방법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

의 개선 방안 중에 하나로써 시나리오 생성방법에 대

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기반

으로 작성되던 시나리오를 EFFBD(Enhanced 

Functional Flow Block Diagram)를 활용하여 모델

링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EFFBD는 시스템의 거동을 표현하는 다이어그램 

중의 하나이다. [Figure 5]와 같이 EFFBD는 기능의 

흐름과 기능간의 데이터의 교환 모두가 표현되는 다

이어그램이다. EFFBD를 활용하여 모델링함으로써 시

나리오 상에 표현된 개별 활동이나 기능들이 어떤 순

서를 가지고 수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활

동이나 기능들 간의 데이터의 흐름까지 분석이 가능

하다. 즉 시나리오에 텍스트로 표현된 활동 및 기능들

의 순서, 활동 및 기능들 간의 상호관계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EFFBD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모델

링함으로써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요건의 반영을 위해 

시나리오 상에 제시된 안전기능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시나리오 상에서 설정된 제약

사항들이 모델에 제대로 반영되어 시나리오가 수행되

는데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나리오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전산지원도구인 Core를 활용하였으며, 이

를 통해 시나리오의 생성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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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 기반의 위

험원 분석방안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안전기능의 수행과 제약사항

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대상시스템에 대한 안

전요건을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성한 시나리오를 EFFBD를 활용하여 모델

링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시나리오에 안전

요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위험원 분석을 수행함

으로써 안전목표를 달성하는 위험원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위험원 분석 과정에서 시나리오 상에서 정상상태에

서 벗어나게 하는 위험원들을 식별하게 된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위험원에 더하여 안전기능의 작동과정에

서 발생가능 한 위험원과 제약사항이 지켜지지 못해 

발생가능 한 위험원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식별된 위험원들을 분석하여 위험을 통제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안전목표를 달성하게 되며 이

는 안전 보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4.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 기반의  

철도 시스템 위험원 분석

  3장에서 제시한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기반의 

위험원 분석방법에 따라 철도시스템에 대한 위험원 

분석을 수행했다. 철도가 출발할 때와 출발 후의 속도 

통제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시나리오는 

EFFBD를 활용하여 모델로 표현하였으며, 모델링 결

과를 시뮬레이션 하여 안전기능의 수행이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검

증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철도시스템에 대한 위험원

을 식별하였다. 

4.1. 안전요건이 반영된 철도시스템 출발 시

나리오의 생성 및 검증

  철도 차량이 출발할 때의 시나리오를 생성하기 위

한 출발 전 준비 상황과, 출발 직후 주행을 시작할 때

의 철도시스템의 기능을 식별 하였다. 기능이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수행되는지와 기능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Figure 6]과 같이 철도시스템의 출발

상황에 대한 EFFBD 모델링을 수행하여 시나리오를 

생성했다. 

  EFFBD 상에 사각표시가 되어 있는 기능 및 제약

사항들은 철도가 출발할 때의 철도시스템에 대한 안

전요건이 반영된 부분이다. 이 때 반영된 안전요건 및 

안전요건으로부터 도출된 안전기능 또는 제약사항은 

<Table 1>과 같다.

  안전을 위해 철도가 출발할 때의 안전요건으로써 

철도차량의 속도, 관제팀과의 통신연결에 관한 안전요

건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브레이킹, 속도 모니터링과 같은 안전기능을 도출

하였고, 실제 차량 속도에 대한 제약사항 또한 식별하

였다.

  위와 같은 안전요건이 시나리오에 반영됨으로써 철

도시스템의 출발 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시나리오의 

생성이 가능하다.

  EFFBD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모델링을 수행한 이

유 중 하나가 앞서 언급했듯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된 EFFBD 모델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전

산지원도구인 Core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였다.

 철도차량 출발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는 [Figure 7]과 같다. 

안전요건 안전기능 또는 제약사항

1. 앞차와의 배차간격을 일정히 유지해야 한다. 열차 간에 거리 모니터링 기능

2. 출발 후 속도는 관제팀에서 전송하는 제한속도를 
일정시간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측정되는 스피드는 제한속도를 일정시간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출발 후 속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주행속도 모니터링 기능

4. 출발 후 관제팀과의 통신연결은 지속되어야 한다. 주행 중에는 관제팀과의 통신연결이 끊겨선 안 된다.

5. 실제속도가 일정시간 이상 제한속도를 상회하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킹이 작동하게 해야 한다.

자동 브레이크 기능

<Table 1> Safety requirements, safety functions and constraints for “Train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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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imulation results for the EFFBD model of “Train Start”. 

  EFFB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철도시스템 출발 

시에는 다양한 기능이 병렬의 형태로 수행된다. 따라

서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다. 

[Figure 7]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의 결과의 차이

점은 안전기능중의 하나인 자동 브레이킹 기능의 작

동여부이다. 상단부분은 실제 차량속도와 제한속도를 

비교했을 때 실제 차량속도가 높아서 브레이킹 기능

을 수행한 시나리오이다. 반면 하단부분은 실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겨 브레이킹 기능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브레이킹 기능이 수행되지 않

아 안전기능인 자동 브레이킹이 작동하여 차량속도를 

제어한 시나리오 결과이다.

  즉 위험이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통해 반영한 자동브레이킹 기능이 시나리오 

상에 반영되어 수행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수행되

고 있음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나리오의 생성에 모델링을 활용하면 시

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의 수행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의 출발 시에 철도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EFFBD 모델링 통

해 구현하였고, 안전요건을 반영하기 위한 안전기능 

및 제약사항들을 모델링에 반영하였다.  모델링 결과

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안전기능 이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 및 검증

된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는 위험원 분석을 수

행하는데 활용된다.

 

4.2.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식별

  4.1절에서 생성 및 검증된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

리오를 활용하여 위험원 식별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시나리오와의 차이점인 안전요건의 반영은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기능 및 제약사항들이 

시나리오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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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identifying hazards on “Train Start”

철도 차량 출발시의 
기능

Hazard Deviation

1. 차량 출발/정지 
신호 전송

신호 전송 불가 관제부에서의 신호전송 불가로 인한 차량 출발 불가

잘못된 신호 전송 출발조건에 맞지 않은 출발/정지 신호 전송으로 이한 잘못된 운행

2. 차량 출발 조건 
확인

차량 모니터링 불가 출발 전 차량 상태 모니터링 불가로 인한 출발 금지

차량-관제부간 통신 
불가

차량-관제 간 통신 불가로 인한 차량 출발 조건 확인 불가

3. 차량 제어 명령 
수신

제어 명령 수신 오류 출발 불가 상황에서의 출발로 인한 사고 위험

관제부와의 통신 불가 차량 출발 제어 명령 수신 불가로 인한 차량 출발 지연

4. 실제 차량 
운행속도 측정

속도 측정 불가 현재 운행속도 측정 불가로 인한 속도 제어 불가

속도 측정 오류 잘못된 측정값으로 인한 제한속도 초과 및 지연 발생

5. 차량 운행속도와 
제한속도 비교

속도 비교 오류 잘못된 속도비교로 인한 제한속도 초과 및 지연 발생

속도 비교 불가
속도 비교기능의 수행 불가로 인해 차량 제어를 위한 속도비교 불가 및 

이로 인한 속도 제어 불가

6. 관제부와 속도 
값 송수신

관제부와 통신 불가 제한속도 값 수신 불가로 인한 속도 제어 불가

잘못된 제한속도 값 수신 잘못된 제한속도 값으로 인한 제한속도 초과 및 지연 발생

7. 차량간의 거리 
확인

차량 간의 거리 확인 
불가

차량 간의 거리확인이 불가능 할 시에 차량의 출발이 금지되어 
차량의 출발 지연 발생

차량 간의 거리 수치 
오류

잘못된 차량 간의 거리 확인으로 인해 차량 간의 거리가 제한된 수치 
이내로 접근

8. 자동 브레이킹

자동 브레이킹 기능 불가 선로의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게 되어 사고위험 발생

잘못된 속도에서 기능 
수행

제한속도 아래에서도 속도가 제한되어 지연이 발생가능

9. 통신연결 
모니터링

통신연결 확인 불가
관제팀과의 통신연결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출발 불가로 인해 

지연 발생

  이는 위험원 식별 시에 기존 시나리오에 더하여 안

전목표와 직결되는 위험원의 식별이 추가적으로 수행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최상위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안전목표의 달성을 가로막는 위험원들을 추가적

으로 식별하여 향후 위험관리에 활용하여 안전 보장

을 달성할 수 있다.

  검증된 시나리오 기반으로 위험원 식별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는 모델링된 시나리오에서 확인 가능한 

차량 출발 시에 수행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위험원 식

별을 수행한 것이다.

  차량의 출발 시에 철도시스템은 차량의 출발제어와 

속도제어에 관한 기능들이 수행된다. <Table 2>의 

1-6번의 기능들은 차량의 출발제어와 속도제어에 대

한 기능들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시나리오 상에서 기

능들의 수행순서, 기능들 간의 상호작용 등이 포함되

어 반영되어 있음을 [Figure 6]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기능들에 대하여 위험원과 위험원이 발현

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Deviation을 식별함으로써 기

능들에 대한 위험원 식별이 수행되었다.

  7-9의 기능들은 안전요건이 시나리오에 반영됨으

로써 식별된 기능들이다. <Table 1>의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출된 안전기능들이 7-9번의 기능

들이다. 시나리오에 안전요건이 반영됨으로써 이러한 

기능들 또한 모델에 반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위험

원이 식별이 수행되었다. 안전기능들은 특히 안전과 

직결된 기능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위험원

의 식별이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안전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위

험원을 수행함으로써 안전기능에 대한 위험원 식별이 

추가적으로 더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안전확보와 직결되는 위험원들에 대한 분석 

및 위험관리과 수행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안전 보

장이 가능해진다.

5. 결론 

  오늘날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시스템

들은 더욱 커진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위험을 내재하

게 된다. 또한 철도와 같은 대형 복합 시스템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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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사고 및 고장은 바로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

와 직결 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

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시스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안전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능중심의 위

험원 분석방법 중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방법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안전요건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원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요

건의 시나리오 반영 방안과, 시나리오 모델의 생성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방안, 검증된 시나리오 기반

의 위험원 분석의 수행 등에 대해 연구 하였다.

  시나리오에 안전요건을 반영함으로써 안전의 확보

와 직결되는 안전기능과 제약사항들이 시나리오에 추

가적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시나리오를 모델링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안전기능이 필요한 상황

에서 적절히 수행되도록 시나리오가 작성되었음을 검

증할 수 있었다.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최상의 요

구사항인 안전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

요건이 반영된 시나리오의 생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위험원분석은 안전 보장으로 이어진다.

  향후에는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평가 까지를 고려하

여 시스템 수준에서 위험원 분석 전체 활동을 수행하

는 것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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