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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스템의 결함이나 오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

는 항공, 원자력, 국방, 철도 등과 같은 분야에 적용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설계적 안전성의 보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이 

존재하는 전기/전자/제어 장치나 시스템을 대상으로 국

제적인 표준에 따라 안전 무결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안전 무결성 수준(Safety Integrity Level, SIL)

이 있으며, 안전 무결성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의 

Level 0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Level 4까지 할당 될 수 

있다1). 따라서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전성을 보증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적합한 수

준의 안전 무결성 수준 할당(Safety Integrity Level 

Allocation)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된다. 안전 무결성 수

준의 할당과 관련하여 각 산업분야 별로 여러 방법론

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방법론 중 정량적으로 허용 

위험도(Tolerable Risk) 또는 허용 위험고장 발생률을 

사전 정의하지 않고 기능 별로 SIL을 할당하는 방법론

의 경우에는 할당 결과가 사전에 정의된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안전 무결성 수준에 대한 

할당 방법론 중 정량적인 위험요인 발생률 또는 위험

도의 사전정의 없이 SIL을 할당 하는 방법론 중에 하

나인 Risk Graph 방법론을 통한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

어 시스템의 안전 무결성 수준 할당 결과를 기반으로 

할당된 안전 무결성 수준에 따른 위험도 저감 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IEC61508에서 정의하

고 있는 Risk 저감 개념에 기반하여 정량적 Risk 저감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하여 결과를 검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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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L 할당 및 Risk 저감 모델

2.1 안전 무결성 개념

안전 무결성 수준은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에 대하여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성 관련 기능을 구성하

는 하위 기능별로 안전 무결성 수준이 할당될 수 있다. 

전기/전자/제어 시스템과 관련하여 안전성 무결성 수준

에 대한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은 “IEC 61508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 

/ electronic / 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 - related 

system)”이며, 해당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 무결

성 할당의 개념은 아래의 Fig 1과 같다.1)

Fig. 1. Concept of safety integrity allocation by safety related 
system and other risk reduction1).

또한, 상기의 안전 무결성 할당의 개념과 동시에 각 

안전 무결성 수준에 따른 정량적 요구수준으로서 위험 

고장 발생빈도(PFH)를 아래의 Table 1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1,3).

상기의 Fig. 1, Table 1과 같이 안전 무결성 수준은 

안전성 관련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에 기반

하여 초기 평가된 위험도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저

감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시스템 또는 기능에 대한 무

결성 수준에 따라 할당되어야 한다. 

Table 1. PFH and SIL table

Safety integrity 
level(SIL)

Average frequency of a dangerous failure 
of the safety function[h-1]

(PFH)

4 ≥ 10-9 to < 10-8

3 ≥ 10-8 to < 10-7

2 ≥ 10-7 to < 10-6

1 ≥ 10-6 to < 10-5

Table 2. Failure rate according to SIL

SIL Range of λ
(failures per hour)

Range of λ
(failures per year)

1 1E-9 ≤ λ < 1E-8 1E-5 ≤ λ < 1E-4

2 1E-8 ≤ λ < 1E-7 1E-4 ≤ λ < 1E-3

3 1E-7 ≤ λ < 1E-6 1E-3 ≤ λ < 1E-2

4 1E-6 ≤ λ < 1E-5 1E-2 ≤ λ < 1E-1

Table 1에서 정의된 PFH는 ‘위험 고장률(λ)’로 다시 

표현될 수 있으며, 1년을 10000시간으로 정의하여 연간 

위험 고장률(λ)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Table 2와 같다. 

2.2 Risk Graph 방법론

위험도 그래프에 기반한 할당 방법론(Risk graph based 

allocation method)은 기본적으로는 정성적인 할당 방법

론으로서 시스템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결과

에 근거하여 위험요인의 결과 심각도, 위험요인 노출

빈도, 위험요인 회피 가능성, 위험요인 발생률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리스크 그래프를 통해 안전 무결성 수

준을 할당하는 방법론이다1,3).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스크 그래프에 기반한 

할당 방법론 적용을 위해서는 리스크 그래프와 리스크 

그래프에서 적용되는 각 파라미터의 분류기준이 사전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전기/전자/제어 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리스크 그래프는 아래의 Fig. 2와 같다.

Fig. 2. Risk graph for safety integrity level allocation13).

Table 3. Risk graph parameter categories & criteria

Category Quantitative Description Qualitative Description

C

CA 0.001< Death ≤ 0.01 Minor

CB 0.01 < Death ≤ 0.1 Major

CC 0.1 < Death ≤ 1 Critical

CD 1 < Death ≤10 Catastrophic

F

FA
1%< Occupied/Exposed 

≤10% of time Rare to More Frequent

FB
10%< Occupied/Exposed 

≤ 100% of time
Frequent to Continuous

P

PA
1%< accident probability 

≤10% 
Hardly Possible(considering 

the alert measure or avoidable time)

PB
10%< accident probability 

≤100% 
Possible

W

W1
0.01 ≤ demand/occurrence 

rate< 0.1 per year Slight

W2
0.1 ≤ demand/occurrence 

rate< 1 per year
Occasional

W3
1 ≤ demand/occurrence 

rate< 10 per year Freq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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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서 정의된 리스크 그래프 방법론 적용 시 안

전 무결성 수준 할당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방법론 적용 시 고려되는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라미터에 대한 명확한 의미 및 분류기준은 적

용될 산업분야의 특성, 대상 시스템의 운영환경 및 특

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안전 무결성 할당 방법과 관련된 국제표준1,3,5) 및 참

조문헌4,6)에 기반하여 아래의 Table 3과 같이 정량적 및 

정성적 분류기준을 정의하였다.

2.3 Risk 저감 모델 

초기 안전성 관련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의 심각도와 발생빈도를 기반으로 위험도 평가한 후에 

해당 초기 위험도(Initial risk)를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의 위험도 저감을 위해 요구되는 안전성 관련 

기능의 무결성 수준이 최종적으로 할당되어야 할 적합

한 수준의 SIL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IEC61508에서 

정의하고 있는 Risk 저감 모델의 기본 개념은 아래의 

Fig 3과 같다.1)

Fig. 3. Concept of risk reduction1).

상기 Fig 3에서 기술된 Initial risk(초기 위험도)의 경

우 안전성 관련 시스템이 어떠한 안전관련 방호기능 

또는 대책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위험도이며, 

Tolerable risk(허용 위험도)의 경우 국가 안전 관리 기

관, 법규, 규정, 산업분야 별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정의

된 허용 위험도 기준을 의미한다. Residual risk(잔여 위

험도)는 초기 위험도를 기준으로 안전성 관련 시스템 

및 기타 방호 대책들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저감된 

위험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IEC61508에서 제시하고 있는 Fig. 3

의 위험도 저감의 개념에 근거하여 Risk Graph를 통해 

할당된 SIL에 따른 Risk 저감 모델을 정량적으로 정의

하기 위한 수식을 추가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서 

Risk Graph에 적용되는 각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정량

적 위험도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Risk Graph를 통한 

SIL할당 시 적용되는 파라미터는 위험요인으로 인한 

결과 심각도(C), 위험요인 노출빈도(F), 위험요인 회피 

가능성(P), 위험요인 발생률(W)이며, 각 파라미터에 적

용할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 기준은 관련 표준을 참조

하여 Table 3과 같이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Risk Graph에 따른 

SIL 할당 결과에 기반한 Risk 저감모델은 정량적 위험

도를 기준으로 정의되며 이는 연간 사망자 발생 확률

(Probability of fatality per year)로 정의하였다. 또한, 

Risk 저감 모델 검토를 위해 적용할 수식을 정의하기 

위하여 IEC61508에서 정의된 위험도(Risk)산출을 위한 

기본 수식 “Risk = Frequency × Consequence”에 Risk 

Graph에 적용되는 리스크 파라미터를 적용하였다. 우

선, Frequency와 관련된 Risk Graph의 적용 파라미터를 

‘F’, ‘P’, ‘W’로 구체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Risk 저감모델 검토를 위해 적용할 기본

적 위험도 평가 수식은 아래의 수식 (1)과 같이 재 정

의하였다.

Risk (Probability of fatality per year) 

= (C × F × P × W ) (1)

상기의 수식에서 정량적 Risk의 단위를 연간 사망자 

발생 확률(Probability of fatality per year)로 정의함에 

따라 발생 가능 사망자 수(C)와 연간 위험요인 발생률

(W)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연간 사망자 발생률을 정의

하고 사고 회피 요소로서 위험요인 노출확률(E)과 사

고 회피 확률(P)를 곱하여 최종적인 연간 사망자 발생

확률을 산출하게 된다.

위험도 평가 수식 (1)에 근거한 Initial risk를 평가 수

식을 위에서 언급한 Risk Graph의 파라미터를 고려하

여 각 파라미터의 정량적 분류 기준의 Range상에서 가

장 최대치를 고려하여 Worst case risk, 평균치를 고려

하여 Mean case risk, 가장 최소치를 적용하여 Best case 

risk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기본적으로 각 Case별 risk 

평가를 위한 수식은 아래와 같다.

Worst case risk = (Cmax × Fmax × Pmax × Wmax) (2)

Mean case risk = (Cmean × Fmean × Pmean × Wmean) (3)

Best case risk = (Cmin × Fmin × Pmin × Wmin) (4)

추가로, 위의 수식 (3)과 관련하여 Worst case와 Best 

case의 평균 위험도(Mean risk)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Risk graph의 파라미터 척도(Scale)가 기본적으로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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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증/감하는 대수(Logarithmic)의 특성을 갖는 것

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산술평균(Arithmetic mean)이 아

닌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적용한다. 따라서, 

Mean case risk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의 수식(5)을 적

용한다.

Mean case initial risk = (5)

min ×max ×min ×max

×min ×max ×min ×max

 

Risk Graph를 통해 결정된 SIL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Initial Risk로부터 저감된 Residual risk를 평가하기 위

한 수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기

능에 할당된 SIL을 적용하였을 경우 Table 2에 정의된 

각 SIL별 위험고장률(λ) 만큼 Initial Risk로부터 위험도

가 추가로 저감됨을 의미한다.

Worst case residual risk 

= (Cmax×Fmax×Pmax×Wmax) × (λmax) (6)

Mean case residual risk 

= (Cmean×Fmean×Pmean×Wmean) × (λmean) (7)

Best case residual risk 

= (Cmin×Fmin×Pmin×Wmin) × (λmin) (8)

상기의 Mean case residual risk의 경우에도, 수식 (5)

와 동일하게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적용하기 위

하여 아래의 수식(9)을 적용한다.

Mean case residual risk = (9)

min ×max ×min ×max

×min ×max×min ×max

×min × max

 

3. 결과 검토

3.1 선행연구 검토 

선행 연구 논문 “Allocation of Safety Integrity Level for 

Railway Platform Screen Door System based on 

Consequence Severity and Risk Graph Methods of 

Determining Safety Integrity Level8)”에서는 지하철 승강

장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대

한 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승강장 스크

린 도어시스템의 주요 하부구성장치 분류 및 각 장치별 

기능을 정의하였으며, 이렇게 정의된 승강장 스크린 도

어시스템의 주요 구성기능상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위험요인의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였

다. 이러한 위험요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국제 표준에

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 무결성 수준 할당 방법론 중 심각

도에 기반한 안전 무결성 수준 할당 방법론과 Risk Graph

를 이용한 안전 무결성 수준 할당 방법론을 각각 적용하

여 승강장 스크린 도어시스템의 안전 무결성 수준 할당

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Risk Graph

에 의한 안전 무결성 수준 할당 결과가 별도로 정의된 

허용 가능 개별 위험도(TIR)에 정량적으로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표준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위험도 저감 

No Identified Hazard Safety Related Function
Risk Parameters

SIL
C F P W

1 Fail to make room for passenger evacuation in 
emergency situation

Provide safe platform screen door opening / closing operation 
by manual control of passenger in emergency situation to 
evacuate from track/train to platform. 

CD FB PB W1 3

2 Fail to manual control and bypass of passenger 
door in emergency situation

Provide safe platform screen door opening / closing operation 
by manual control of crew in train or station in emergency 
situation.

CD FB PA W1 2

3
Fail to manual control and bypass of passenger 
door in normal situation

Provide safe platform screen door opening / closing operation 
by manual control of crew in train or station in normal situation. CB FB PB W2 2

4 Fail to detect precise stopping of train Provide safe detection of precise train stopping. CA FB PB W3 0

5
Fail to automatic control for open / close of 
passenger door

Provide safe platform screen door opening / closing operation 
by automatic control based on status information for train 
opening / closing status and precise train stopping.

CB FB PB W3 3

6 Fail to measure of distance between precise 
stopping position and train

Provide safe detection of distance between precise stopping 
position and train.

CA FB PB W3 0

7 Fail to detect open / close status of train door. Provide safe detection of train door opening / closing status. CB FB PB W3 3

Table 4. Hazards & safety function & SIL alloc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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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기반하여 정량적 위험도 저감 평가 수식을 제시

하였다. 즉,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의 진보성

은 정량적 위험도 허용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정성적 

Risk Graph에 의한 안전 무결성 할당 결과가 별도로 정의

된 정량적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량적 

위험도 저감 모델 적용 방법론의 제시에 있다. 

선행 연구8)에서 제시한 7가지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

스템의 위험요인, 안전성 관련 기능 및 Risk Graph에 

의해 할당된 SIL은 아래의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

서는 Table 4의 할당 결과를 인용하여 정량적 허용 위

험도 기준에 따른 위험도 저감 모델을 3.2절에서 정량

적으로 검토하였다.

3.2 Risk 저감 모델 검토

상기의 Table 5와 6에 정의된 위험요인, 안전성 관련 

기능, Risk Graph의 파라미터 및 SIL 할당 결과에 근거

하여 각 위험요인 별 Initial risk 및 Residual risk를 평가

하고 이를 통해 Fig. 3에서 제시한 Risk 저감 모델을 적

용하여 할당된 SIL에 따른 위험도 저감 결과의 적합성

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3절에서 

언급한 TIR(Tolerable Individual Risk)를 국제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1인 사망사고 발생 확률로서 1E-05(per 

year)를 적용하였다.2) 해당 기준은 100,000년에 1인 사

상(1 fatality in 100,000 years) 확률을 의미한다. 각각의 

위험도 저감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2.3절에서 

정의된 수식에 근거하여 계산된 결과 중 평균 위험도

(Mean risk)를 적용하여 Risk를 평가 하였으며, Initial 

Risk의 경우 식 (5)와 Residual risk의 경우 식 (9)를 적

용하였다. 평균 위험도(Mean risk)를 적용한 이유는 

Worst case를 고려하였을 경우 현실적으로 너무 보수

적인 위험도가 산출되어 비효율적으로 추가적인 저감

대책이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반대로 Best case를 

고려하였을 경우는 너무 낙관적인 위험도가 산출되어 

현실적으로 충분히 위험도가 저감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4에서 정의된 각각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성 

기능별 SIL할당결과에 기반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 결

과와 Risk 저감 모델 및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No 1: 비상시 승객 대피를 위한 승강장 스크린 도어 

개폐 실패

(1) Mean case initial risk =

× ×  ×

××××   

(2) Mean case residual risk = 

× ×  × ××

×× ××   

Fig. 4. Risk reduction model of hazard No 1.

상기 Fig. 4에 정의된 Risk 저감 모델을 검토한 결과 

초기 위험도(1E-02)에서 할당된 SIL3를 적용하였을 경

우 잔여위험도가 ‘3.162E-06’으로 저감되어 허용 기준

(1E-05)이하로 저감됨을 확인 할 수 있다.

No 2: 비상시 승강장 스크린 도어 수동 개폐 실패

(1) Mean case initial risk =

× ×  ×

×× ××   

(2) Mean case residual risk = 

× ×  × ××

×× ××   

Fig. 5. Risk reduction model of hazard No 2.

상기 Fig. 5에 정의된 Risk 저감 모델을 검토한 결과 

초기 위험도(1E-03)에서 할당된 SIL2를 적용하였을 경

우 잔여위험도가 ‘3.162E-06’으로 저감되어 허용 기준

(1E-05)이하로 저감됨을 확인 할 수 있다.

No 3: 승강장 스크린 도어 수동 개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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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an case initial risk =

× ×  ×

××××   

(2) Mean case residual risk = 

× ×  × ××

×× ××   

Fig. 6. Risk reduction model of hazard No 3.

상기 Fig. 6에 정의된 Risk 저감 모델을 검토한 결과 

초기 위험도(1E-03)에서 할당된 SIL2를 적용하였을 경

우 잔여위험도가 ‘3.162E-06’으로 저감되어 허용 기준

(1E-05)이하로 저감됨을 확인 할 수 있다.

No 4: 승강장에서의 열차 정위치 정차 감지 실패

(1) Mean case initial risk =

× ×  ×

××××   

(2) Mean case residual risk = 

× ×  × ××

×× ××   

Fig. 7. Risk reduction model of hazard No 4.

상기 Fig. 7에 정의된 Risk 저감 모델을 검토한 결과 

초기 위험도(1E-03)에서 할당된 SIL0를 적용하였을 경

우 잔여위험도가 ‘3.162E-04’로 저감되어 허용 기준

(1E-05)이하로 충분히 저감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No 5: 승강장 스크린 도어 자동 개폐 실패

(1) Mean case initial risk =

× ×  ×

××××   

(2) Mean case residual risk = 

× ×  × ××

×× ××   

Fig. 8. Risk reduction model of hazard No 5.

상기 Fig. 8에 정의된 Risk 저감 모델을 검토한 결과 

초기 위험도(1E-02)에서 할당된 SIL3를 적용하였을 경

우 잔여위험도가 ‘3.162E-06’으로 저감되어 허용 기준

(1E-05)이하로 저감됨을 확인 할 수 있다.

No 6: 열차의 정위치 정차 지점간 거리 측정 실패

(1) Mean case initial risk =

× ×  ×

××××   

(2) Mean case residual risk = 

× ×  × ××

×××   

Fig. 9. Risk reduction model of hazard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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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ig. 9에 정의된 Risk 저감 모델을 검토한 결과 

초기 위험도(1E-03)에서 할당된 SIL0를 적용하였을 경우 

잔여위험도가 ‘3.162E-04’로 저감되어 허용 기준(1E-05)

이하로 충분히 저감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No 7: 열차 출입문 도어 개폐 상태감지 실패

(1) Mean case initial risk =

× ×  ×

××××   

(2) Mean case residual risk = 

× ×  × ××

×× ××   

Fig. 10. Risk reduction model of hazard No7.

상기 Fig. 10에 정의된 Risk 저감 모델을 검토한 결

과 초기 위험도(1E-02)에서 할당된 SIL3를 적용하였을 

경우 잔여위험도가 ‘3.162E-06’로 저감되어 허용 기준

(1E-05)이하로 충분히 저감됨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그래프를 통해 할당된 철도 

승강장 스크린 도어시스템의 안전 무결성 수준 할당결

과를 선행연구 결과8)에 기반하여 정량적 위험도 저감 

모델을 생성하고 할당된 안전 무결성 수준이 정량적인 

측면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적합

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량적 Risk 저감 모델 

적용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정량적 Risk 저감 모델 정의를 위하여 Risk Graph 적

용 시 사용된 Parameter들의 정량적인 값과 할당된 안

전 무결성 수준에 따른 위험 고장률(λ)을 고려하여 초

기 및 잔여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

로 Risk 저감 모델을 생성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할당된 

SIL이 사전에 정의된 허용 위험도(Tolerable risk)이하로 

충분히 저감시키는지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생성된 Risk 저감모델을 

검토한 결과, SIL2 이상의 안전 무결성 수준이 할당된 

경우 대부분 정량적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이하

로 충분히 저감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SIL0로 

할당된 항목(No4 & No6)의 경우 잔여 위험도가 정의

된 허용 가능 위험도 이하로 충분히 저감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Risk Graph 할당 방법론의 특성에 

따라 가장 낮은 결과 심각도(C)의 경우 기타 추가적인 

Parameter들의 고려 없이 추가적인 위험도 저감이 필요

하지 않은 수준의 SIL0가 할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이며, 물론 해당 위험요인이 유발할 수 있는 결과가 안

전성과 무관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Table 3에 정의된 것과 같이 확률적으로는 낮다하더라

도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으로서 “CA”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 SIL0가 할당될 경우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Risk가 저감되지 않을 수 있

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Risk Graph를 통해 안전 무결성 수준을 

할당할 경우, 심각도가 낮게 평가되는 항목에 대해서

는 실제 사전에 정의된 정량적인 허용 위험도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 무결성 수준이 할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는 Risk Graph 적용 시 Risk parameter들의 정량적 기준

(Quantitative range)과 허용 위험도(Tolerable risk)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Risk Graph의 적용을 통한 안전 

무결성 수준 할당 시 적합한 수준의 SIL 할당을 위해

서는 사전에 Risk Parameter에 대한 정량적 기준 및 허

용 위험도(TIR)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시스템 특성, 

운영 환경, 국가적 법규/규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

로 적합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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