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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 safety is defined as the state where the hazard risks due to internal system, interface, operation and maintenance 

are controlled as acceptable levels. It is represented and evaluated either with the risk level of each risk factor with the 

consideration of operation environments or with Safety Integrity Level (SIL) which is the system functional safety 

without considering application environments. The assessment results are issued in forms of certificates and they are 

reused in many cases. However,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for different application environments vary in each case, 

therefore, additional evaluation on the preconditions of assessment in comparison with the actual application environment 

must be carried out.

For the area of train control, TR 50506-1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IEC 62425 (international standard for 

safety of train control system by RSSB) and EN 50129 (Europe standard) for the further assessment. In this paper, the 

analysis on TR 5056-1 has been conducted in depth.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the requirements for 

inter-acceptability including scope, procedures, principles, examination and suitability. The results can be utilized for the 

system safety maintenance when new devices or components are introduced in conventional systems.

1. 서 론

시스템의 안전은 시스템내부, 인터페이스 및 운영과 유지보수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원(Hazard)의 위

험도(Risk)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어된 상태로 정의한다. 

따라서 시스템 안전은 운영환경을 고려한 위험원별 위험도로 표현하거나, 응용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시스템 기능안전인 안전무결성레벨(SIL, Safety Integrity Level) 등으로 표현하여 시스템 안전

의 확보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다양한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비용과, 성능의 최적상태를 응용환경에 따라 

구현하는 철도시스템은 하부구성요소 별로 이미 안전평가를 수행하였거나, 도입되는 시스템단위로 안전

평가를 수행하여 인정서(Certificate)형식으로 평가결과를 취득 및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전

에 평가된 시스템 안전성은 일반적으로 응용환경에 대한 조건 및 제한사항을 포함하므로, 이러한 시스

템 안전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 실제 활용할 응용환경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야 한다. 특히, 구성요소의 시스템안전 평가결과 재사용 및 시스템단위 도입이 빈번한 열차제어분야에서

는 국가별 건설 및 운영기관의 역량 및 자체 절차에 따라 주관적으로 안전평가결와 응용환경의 부합성

을 검토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2007년 영국표준위원회에서 열차제어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국제표준인 IEC 62425의 유럽표준 EN 50129의 기술노트로 TR 50506-1을 제정하여 응용조건

을 고려한 시스템 안전승인의 수용절차에 대한 표준을 공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R 50506-1을 분석하여, 도입장치 또는 하부구성요소의 기존시스템 활용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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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안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상호수용의 범위, 절차, 원칙, 시험 및 적합성 검토를 위한 요

구사항을 제시한다.

2. PD CLC/TR 50506-1의 재정배경

50506-1은 철도응용 신호제어시스템의 안전성보고서(Safety Case)에 대한 유럽표준 EN 50129(국

제표준은 IEC 62425)의 상호수락(Cross Acceptance)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보고서

(Technical Report)이다.

안전성보고서는 신호제어시스템으로 안전을 보증하는 최종 보고서이며, 안전은 EN 50126 및 IEC 

62278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시스템으로 인한 위험원(Hazard)의 위험도(Risk)가 허용수준(Acceptable 

Level)으로 제어된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EN 50126의 Safety Case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Part1 시스템의 정의

Part2 품질관리 보고서

Part3 안전관리 보고서

Part4 기술안전 보고서

Part5 관련된 Safety Case

Part6 결론

특히, Part5의 관련된 Safety Case는 신호제어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별도의 Safety Case를 참조

하는 사항으로써, 참고문헌과 하부시스템 Safety Case 각각에 대하여 기술된 안전관련 모든 응용조건들

이 주요 Safety Case를 만족하는지, 또는 Safety Case의 안전관련 응용조건들을 따르는지 여부를 기술

한다.

기존의 국외도입장치 또는 사용실적이 있는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구축 시에는 과거의 Safety 

Case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고속철도 선로전환기의 사례와 같이 Safety Case의 제약조

건 및 안전허용 수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시스템은 운용환경과의 일치여부를 재평가 하지 않고 Safety 

Case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철도 선진국인 유럽국가 등에서도 문제발생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Safety Case의 상호수용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 50506-1이 2007년 재정되었다.

또한, 여타의 EN 시리즈가 IEC 규격화되고, IEC규격은 또다시 국내표준으로 부합화 되는 추세를 고

려할 때 향후 3~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철도신호제어시스템에서도 도입과 개량시에 규격으로 채택될 

확률이 매우 높다.

3. PD CLC/TR 50506-1의 개요

Safety Case의 상호수용에 대한 기준인 50506-1은 표1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708



표1. 50506-1의 구조

목차

서론

1. 범위

2. 관련규격

3. 용어, 정의 및 약어

   3.1 용어 및 정의

   3.2 약어 

4. 상호수락

   4.1 일반

   4.2 상호수락의 정의와 중요성

   4.3 상호수락의 수명주기

     4.3.1 일반

     4.3.2 사양

   4.4 상호수락 절차

     4.4.1 기본전제

     4.4.2 상호수락 원칙

     4.4.3 상호수락을 위한 안전보고서

     4.4.4 상호수락을 위한 일반제품/응용분야 안전보고서

     4.4.5 현장시험

     4.4.6 적합성 보고

약어 

50506-1의 핵심요구사항은 표1의 4장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4.3의 상호수락의 수명주기에서는 단

계 및 계획문서, 안전보증절차, 승인절차에 대하여 각각의 단계별 고객(사용자)과 공급자가 확인해야 할 

산출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4.3.2의 사양에서는 환경조건, 신뢰성 및 가용성, THR(Tolerable Hazard 

Rate, 허용가능한 위험수준), 인터페이스, 운영시나리오기반 기능요구사항, 운영한계 및 범위, 비기능요

건(크기, 무게 등)에 대한 상호수락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4.4에서는 4.3에서 제시한 상호수락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4.4.1에서는 8대 기본전

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제품, 시스템, 절차는 인증자격을 갖춘 조직에서 개발

2) 안전성, 환경, 기술적 성능에 대한 건전한 절차확보 및 문서화

3) 법률 또는 규정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

4) 동등한 자격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되고 관련당국에 의해 승인되거나 확인

5) 확인, 검증 및 시험 또는 시운전을 통한 입증기록 확보

6) 초기조건보다 광범위한 응용분야에 원안 그대로 또는 약간의 재설계를 통해 사용

7) 새로운 환경적용에 따른 제품, 시스템 또는 절차의 추가가 안전 및 환경측면에서 적합여부 확인

8) 제3기관에 의해 위 조건 및 가정의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 존재

위 8대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수락의 원칙을 다음의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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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응용조건에 대한 사례개발 확립

2) 목표환경과 응용조건에 대한 명세

3) 목표사례와 기존사례간의 핵심차이점 도출

4) 도출된 차이점을 위한 기술적, 운영측면 그리고 절차적 적합성 요구사항 명세

5) 도출된 차이점으로 인한 위험도 평가

6) 도출된 차이점으로 인해 증가하는 위험도의 제어를 이한 사례개발(보고서 작성)

7) 일반응용(Generic Application) 또는 상세응용(Specific Application) Safety Case의 상호수락 사

례개발 보고서 작성

따라서 상호수락을 위한 안전보고서의 필수조건은 기존안전보고서기반의 전체시스템, 하부시스템, 안

품안전성보고서와 일반응용 및 상세응용 Safety Case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4.4.3에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제품(Generic Product)과 일반응용 Safety Case에 대한 상호수용을 위해서는 4.4.4와 같이 기술

적범위 및 정의와 응용대상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최소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차이점으로 인한 THR의 불만족 여부

2) 목표 규정 및 조건의 일치여부

3) 일반적용 Safety Case에 언급되지 않은 요건의 만족여부

4) 미사용 기능의 영향분석

또한, 상호인증에 대한 보고서의 검토와 별도로 4.4.5에서는 현장시험을 통해 시스템 적합성 및 신뢰

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시험동안 발생된 결함 및 비정상동작을 분석하여 다음사항

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시스템 결함이 원인이 아님

2)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변경이 분석에 반영됨

3) 운영 및 유지보수 조건으로 인한 요건들이 제어됨

상호수용의 최종결과물인 적합성 보고서(Compliance Report)는 위 모든 활동을 수행 후 작성되며, 주

요 내용으로는 시스템 요구사양서, 구조설계사양서, 통합시험보고서, 품질시험보고서, 기술적 안전보고

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등을 포함해야 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의 Safety Case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 일반제품, 

일반응용, 상세응용에 따라 상이하므로, 안전한 동작을 보증하는 운영환경에 적합하게 적용되어 안전이 지속

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평가의 체계를 본 50506-1에서는 상호수용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이드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철도에 국외제품 도입 또는 검증된 국내장치를 운영환

경이 상이한 다른 노선에 설치할 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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