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철도차량의 구간별 제한속도는 곡선통과속도, 분기기 통

과속도, 가감속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은 차량, 선로, 전

력, 신호 등 철도 시스템의 각 요소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철도는 일직선의 궤도상을 주행을 하며, 설정된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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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S (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 is used by software development for the train control system. PES 

has been widely used in real world and consists of hardware, firmware and application software. The PES are easily 

apply to many applications because its implementation has high flexibility. Many safety critical functions are realized 

through software in safety critical system. Normally, it is difficult to detect failures for PES system because the PES 

is too sophisticated to identify sources of the failure. So, the reliability analysis is needed by using software fault 

tolerance techniques. Currently, there are the recovery block, distributed recovery block, N-version programming, N 

self-checking programming in fault tolerance techniques. In this paper, the models of recovery block and N-version 

programming in software fault tolerance techniques are suggested by using the Markov model. Also, the reliability 

in the train control system is analyzed through changing time. The fault occupancy rates of the program, adjustment 

test and voter are stationary. So, the relation between time and reliability is presented by using Matlab program. In 

the result of reliability, the reliability of recovery block is more high than N-version programming in case of the same 

number of substitution block.

Keywords : reliability analysis, fault tolerance, train control system, N-version programming, recovery block

요 지 열차제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발전에 의해 PES가 사용되고 있다. PES는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고, 하드웨어, 펌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PES의 실행이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ES는 

많은 응용분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많은 안전 필수 기능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보통 PES는 매우 

복잡하여 결함의 근원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결함허용 기법을 이용한 신뢰도 해석이 필요하다. 현

재 소프트웨어 결함허용 기법에는 복구블록, 분산 복구 블록, N-버전 프로그래밍, N 자기검사 프로그램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결함허용 기법 중에 복구 블록과 N-버전 프로그래밍의 모델을 제시하

였다. 또한 열차제어시스템의 신뢰도를 시간 변화에 따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결함 발생률, 수용테스트 결함발생률, 

보터의 결함발생률은 고정시켰다. 그래서 시간과 신뢰도 사이의 관계를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제시하였다. 같

은 수의 대체블록이 있는 경우에 신뢰도 분석결과 복구 블록의 신뢰도는 N-버전 프로그래밍의 신뢰도보다 높게 해석되

었다.

주 요 어 : 신뢰도 해석, 결함허용, 열차제어시스템, N-버전 프로그래밍, 복구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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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주행한다. 선로 상에 다수의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는 속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열차의 진로

를 제어하기 위해 분기기를 제어한다. 신호제어설비는 크

게 진로제어기능, 열차간격제어기능 및 열차관리기능과 같

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1]. 신호제어설비는 위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크게 자동열차제어(ATC: Automatic 

Train Control)장치, 연동장치(IXL: Interlocking System), 

열차집중제어장치(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로 구

분한다.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현재 열차제어시스템은 PES

로 사용한다[2]. PES를 이용할 경우, 열차제어장치의 유연

성이 높아지는 장점을 가진다. PES 기반 열차제어장치는 

고장 발생시, 위험측으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해

야 한다. 이는 시스템의 일부가 고장이 나도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결함허용의 개념이다[3].

IEC 61508에서는 안전에 관련된 PES에 대해서 시스템

의 구상, 설계, 제조 및 운용의 전 단계를 통해 각 관리 면

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 안전성 프로그램

계획(SSPP : System Safety Program Plan)를 작성하고, 시

스템의 생명주기의 전 단계를 통해 안전성활동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SSPP의 목표는 시스템의 목적에 부응한 안

전성 설계의 실시 및 위험원의 식별, 제거 또는 허용레벨 

이하로의 저감이다. 또한 새로운 재료 및 제조 기술의 채택

에 따른 위험의 최소화 및 과거 안전성 데이터 분석과 적절

한 사용 등을 보증하는 것이다. 안전관련 소프트웨어가 시

스템 안전성분석과 일치 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성

활동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대상 

시스템에서 생성된 안전성 문서로부터 계획 및 문서화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활동이 각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

기 단계마다 수행되어야 한다. Fig. 1은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 단계를 나타낸다.

Fig. 1. Life cycle of software

소프트웨어의 고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용 및 보

수까지의 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각 단계에서는 각각의 내용과 양식, 간 단계의 관리체제에 

관해서도 명확히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활동에는 시스템 안전성 요구사항들

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새로운 위험원의 발

생 여부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요소들의 규명여부와 또 다른 소프트웨

어 요소들이 시스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의 여부를 보장

해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결함허용 기법들에는 대표적으로 복구

블록(RB: Recovery Block), 분산 복구블록(DRB: Distri-  

buted Recovery Block), N-버전 프로그래밍(NVP: N-  

Version Programming), N 자기검사 프로그래밍(NSCP: N 

Self-Checking Programming) 등이 있다[4].

본 논문에서는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결

함허용 기법 중 복구블록과 N-버전 프로그래밍에 대해 신

뢰도 모델링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복구블록, N-버전 프

로그래밍의 구조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기법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한 마르코프 모델을 제안한

다. 4장에서는 신뢰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는 결

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제시한다. 

 

2. 소프트웨어 결함허용 기법

결함허용은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

피하다고 가정하고, 결함의 발생방법과 외부로부터의 영

향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하드웨어와 시스템의 분야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

중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결함허용을 실현하는 기술이 있

다. 구체적으로는 소정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복수 구성으로 하고, 에러가 검출되었을 때 다수결논리로 

정정 또는 대체함으로써 결함을 억제 또는 허용하는 것

이다.

소프트웨어 고신뢰화 기법의 개념은 Fig. 2와 같다. 소프

트웨어 고신뢰화 기법에는 결함회피기법과 결함허용기법

이 있다. 결함허용기법에 서비스열화가 있는 다중화 기술

에는 결함이 검출되었을 시, 다수결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기술인 Fail Soft 기법과 대체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기술

인 Fail Safe 기법이 있다. 서비스 열화가 없는 다중화 기술

에는 복구블록과 N-버전 프로그래밍이 있다. 본 장에서는 

결함허용 기법 중에 복구블록과 N-버전 프로그래밍에 대

해 기술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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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gh reliability techniques of software

2.1 복구블록

복구블록은 기본 주 처리블록, 여러 개의 대체처리블록 

및 수용테스트로 구성된다. 복구블록내의 모든 처리블록은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고, 그 수행 결과는 동일하거나 수용

할 수 있는 근접된 결과이어야 한다. 수용테스트는 처리블

록의 수행 결과를 판정하는 논리식으로 그 결과의 수용여

부를 판정한다. Fig. 3에 복구블록의 개념을 나타낸다[6].

Fig. 3. Block diagram of recovery block

기본 블록에 의한 연산결과는 수용 테스트에서 검사된

다. 합격하면 다음의 모듈의 처리로 이행하지만, 불합격 시

에는 재차 초기의 입력치를 이용하여 다른 버전인 대체블

록이 처리를 대행한다.

복구 블록 방법의 주요기능은 대체블록에 의한 재처리 

시에 필요한 데이터의 보존과 설정, 대체블록이 불합격으

로 되었을 때의 시스템적인 대응 및 수용 테스트이다. 복수

의 프로세서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처리를 하는 시스

템에서는 입력검사 불합격 시에 어디까지 상호의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수용 테스트의 방법, 빈도에 관

해서도 반드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실용상은 장애의 레벨

에 따라 복구의 범위와 정도, 수용 테스트를 정하게 된다

[7].

2.2 N-버전 프로그래밍

N-버전 프로그래밍은 하드웨어의 N-모듈여분(NMR : 

N-Modular Redundancy)과 유사한 개념의 결함허용 기법이

다. 동일규정에 대해서 다른 N개 버전 프로그램을 작성하

고, 동시에 처리하고, 각각의 결과에서 다수결 논리 등에 

의거하여 최종출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N-프로그래밍의 기

본개념은 Fig. 4와 같다[8].

Fig. 4. Block diagram of N-version programming

각 프로그램의 작성이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각각의 버전

에 공통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호의 출력비고에 의해 

오류검출, 정정이 가능하다. 각 버전의 기동과 동기, 다수결 

처리는 드라이버라고 불리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N-버전 프로그래밍은 각 버전의 결함은 독립인 것을 가

정하고 있고, 애매함을 배제한 규정과 함께 동일 알고리즘

의 사용을 방지하는 고안에 의해 버전간의 독립성이 확보

된다면 결함허용에 유효하고 적용하기 쉬운 기법이다[9].

3. 신뢰도 분석을 위한 모델

신뢰도 분석을 위한 모델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 논문에

서는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하고, 3가지의 가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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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발생에 대한 해석을 위해 결함복구는 고려하지 않는

다. 복구 블록 및 N-버전의 수에 따라 신뢰도 변화율을 보

기 위해 한번에 단지 하나의 고장만이 발생한다. 신뢰도를 

시간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은 완벽한 상태에서 시

작한다[10].

3.1 복구블록

복구 블록은 Fig. 5에서와 같이 주 처리블록이 동작하고 

있는 상태를 상태0으로, 주 처리블록이 고장 나고 첫 번째 

대체 블록이 동작하는 상태를 상태1로 한다. 또한 N-1번째 

대체 처리블록이 동작하는 상태를 상태 N-1로 모델링이 이

루어진다[11]. 그리고 모두 고장이 난 상태를 F로 표시하

며, Fig. 4의 모델을 수리적으로 해석하여 각각 상태에서의 

확률은 식 (1), 식 (2)이다.

Fig. 5. Recovery blo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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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체블록의 수를 의미한다. 는 프로그램 결함

발생률을 의미하고, 는 수용테스트의 결함발생률을 의

미한다. 식 (2)에서 보듯 어느 상태에서 고장률은 1에서 그 

상태에서의 신뢰도를 뺀 값이 된다.

복구블록의 신뢰도는 상태 0에서 N-1까지에 있을 확률

이므로 식 (3)과 같이 계산한다[12].

      
 

  




  


 



(3)

3.2 N-버전 프로그래밍

N-버전 프로그래밍은 Fig. 6처럼 N개의 버전 모두가 올

바르게 동작하고 있는 상태를 상태 N으로, 개의 

버전이 동작할 때까지 진행되다가 시스템 고장 상태인 상

태 F에 도달하게 된다.

Fig. 6. N-version programming model

Fig. 6과 같은 모델을 수리적으로 해석하여 각각 상태에

서의 확률은 식 (4), 식 (5), 식 (6)이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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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터의 결함발생률을 의미한다.

4. 시뮬레이션

3장에서의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복구블록, N-버전 

프로그래밍 기법들에 대한 열차제어장치의 신뢰도를 분석

한다. 열차제어장치의 프로그램 결함발생 (/시간), 수

용테스트의 결함발생(/시간), 보터의 결함발생(/

시간)의 결함발생률 는 고정하고, 시간을 변화하면서 신

뢰도를 분석하였다[14,15]. Fig. 7은 시간에 대한 복구블록 

Fig. 7. Reliability in recovery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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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의 신뢰도 그래프를 나타내고, Fig. 8은 시간에 대한 

N-버전 프로그래밍 기법의 신뢰도 그래프를 나타낸다.

Fig. 8. Reliability in N-version programming

Fig. 7과 Fig. 8에서 보듯이, 같은 수의 대체블록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블록 기법이 N-버전 프로그래밍 기법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복구

블록 기법이 N-버전 프로그래밍 기법보다 신뢰도가 1로 더 

유지되는 시간이 약 10시간이 더 많다. 또한 N-버전 프로그

래밍 기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신뢰도가 감소하는 

반면에 복구블록 기법은 일정시간 이후에 급격히 신뢰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구블록 기법은 대체블록 

수가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은 반면에 N-버전 프로그래

밍 기법은 4-버전 프로그래밍 보단 3-버전 프로그래밍이, 

6-버전 프로그래밍보다 5-버전 프로그래밍이 더 높은 신뢰

도를 가진다. 즉, N-버전 프로그래밍 기법에는 홀수개의 버

전이 증가될 때,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 론

소프트웨어로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에 일

반적인 안전성활동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안전성 활동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안전성활

동을 하였고, 열차제어장치에서 사용하는 PES와 같이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유연성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소프트웨어 결함을 다루는 방법 중에 결함허용기법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1. 결함허용기법에서 같은 수의 대체블록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블록 기법이 N-버전 프로그래밍 기법보다 신뢰도

가 높다.

2. 신뢰도가 1로 유지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복구블

록 기법이 N-버전 프로그래밍 기법보다 약 10시간 더 

많다. 즉, 신뢰도가 높다.

3. 복구블록 기법은 일정시간 이후에 급격히 신뢰도가 감

소하고, N-버전 프로그래밍 기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천

천히 신뢰도가 감소한다.

4. 복구블록 기법은 대체블록 수가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은 반면에 N-버전 프로그래밍 기법은 짝수 버전 프로

그래밍 보단 홀수 버전 프로그래밍이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즉, N-버전 프로그래밍 기법에는 짝수보단 홀수

개의 버전이 증가될 때,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열차제어분야 활용을 위해 프로그램 결함발생

률, 수용테스트의 결함발생률을 MIL-HDBK-217FN2 등의 

고장률 예측 규격을 사용하여 시운전 및 운영 기간에 발생

된 고장정보를 FRACAS 등의 방법을 통해 신뢰도를 정확

하게 정량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소프트웨어 결

함기법 중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2개의 기법 외에 다른 기

법으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뢰도뿐만 아니라 

가용도와 안전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열차제어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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