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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Z specification for S/W Safety of Computer Based Interlock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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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자연언어를 이용하여 요구사항과 같은 공학적인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에 확실성, 정밀성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1]. CBI(Computer based Interlocking)와 같은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자연언어로 나타내면 시스템 복잡도가 높은

경우 요구사항이 불안정하거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1,2].

 시스템 검증을 위한 시험 시나리오는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우 수가 한계가 있으며, 아무리 많은 수의 테스팅을 수행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100%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근래에는 최대한 많은 수의 시나리오를 자

동으로 생성해 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정형기법(Formal Methods)이다[3,4].

 정형기법은 수학과 논리학에 기반 하기 때문에 표현이 명확하고,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증명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경우

에 대한 증명을 수행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에 도움을 준다.

전자연동장치와 관련되어 수학적 모델링을 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5,6,7]. 전자연동장치를 set

theory[8]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그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형기법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연동논리의 소프

트웨어 구현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연동장치의 논리를 모델링 하고, 정형기법을 이

용하여 증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set theory를 이용하여 연동논리를 모델링하고, “Z”notation 이용하여 논리를 증명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전자연동장치에 기본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3장에는 일부 진로제어 연동논리를 set theory로 모델

링을 하였으며, 4장에서는 그 모델링을 “Z/EVES”를 이용하여 “Z”notation의 진로제어 명세로 기술하고, 이 기술이 논리적 오

류가 없음을 증명하였다[9].

Abstract Railway interlocking systems which are safety-critical systems are rapidly changed from relay-based sys-

tems to computer-based systems which have high flexible. Computer-based interlocking systems (CBI) are consisted of

hardware and software in which system safeties arise one of important problems. The interlocking software of the CBI

influences directly to the system safeties. “z” notation is one of formal methods have been used for system software

specification to secure system safety. In this paper, the specification of interlocking logics for CBI systems is realized

using “z” notation and verifies it with Z/EVES.

Keywords : Forma Methods, Z, PES, Interlocking, safety-critical

초 록 철도에 사용되고 있는 Safety critical systems 중 하나인 연동장치는 relay-based systems에서 computer-

based systems으로 급속히 변환되고 있다. computer-based interlocking systems (CBI)의 안전성확보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CBI를 구성하는 연동논리 software는 시스템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

나이다. Formal methods 중 하나인 “Z”notation은 이 software 안전성 확보를 위해 software 명세에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Z”notation을 이용하여 연동논리 일부분을 구현하였으며, Z/EVES를 이용하여 검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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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연동장치 요구명세

2.1 전자연동장치

Computer Based Interlocking System인 전자연동장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연동장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각 역의 특성에 따라서 연동장치의 로직을 직접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방법과 연동장치논리를 해석할 수 있는 코

어프로그램과 각각의 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1]. 전자의 방법으로 역의 논리를 직접 구현

하는 이유는 릴레이 로직으로 논리의 완벽성을 검증한 후에 그 논리를 그대로 전자연동장치에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후자는 현

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유연성이 높아 모든 역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자연동장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드웨어는 선로변 장치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서 논리처리를 한다. 소프

트웨어는 코어에 해당하는 연동논리 소프트웨어와 각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연동장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요구사상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전자연동장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

되어 경우의 수가 combinatoric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은 상당히 많

은 작업을 동반한다[2]. 본 논문에서는 formal methods를 이용하여 전자연동장치의 요구사항 완벽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2.2 전자연동장치의 특성

2.2.1 전자연동장치의 구성요소

전자연동장치는 열차의 진로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진로는 하나의 폐색과 다음 폐색 간의 궤도 구간을 따라 진행하는 경로로

서,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및 신호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브진로를 갖고 논리적 특성을 갖는다. 어떤 진로 Ri에 대해서 진로

개통은 열차가 그 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로 신호기가 통과신호를 현시한 것을 말하며, 진로차단은 그 진로신호기가 정위

로 복귀되어 정지신호를 현시하여 그 진로 Ri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전자연동장치에서 진로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는 Fig. 1과 같다.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진로요청에 따라서 진로선별모듈에

서 진로개통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진로개통이 가능할 때 진로를 설정하고 신호기를 통과신호로 현시한다.

전자연동장치는 진로를 구성하는 실제적인 장치인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및 신호기와 논리적으로 설정된 진로를 다음과 원칙

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

 ① 진로는 경합하지 않는다. 즉 모든 궤도회로는 주어진 시간에 오직 한 진로에만 할당되어 쇄정되어, 다른 진로에는 절대로

할당되지 않는다.

 ② 선로전환기(point machine)를 포함하는 궤도구간에 걸쳐있는 서브진로가 한 진로에 대해서 쇄정되어 있다면, 선로전환기

는 그 서브진로에 맞게 설정되어 있다.

 ③ 진로가 설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브진로는 모두 쇄정된다.

 ④ 철사쇄정 : 선로전환기가 포함되어있는 궤도회로가 점유되어 있다면, 그 선로전환기는 쇄정된다.

Fig. 1. Process of route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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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진로연쇄 : 한 진로에 대한 서브진로가 쇄정되었다면, 그 진로에서 선행구간의 모든 진로는 쇄정된다.

전자연동장치는 선로변 장치, 논리적 진로 및 진로를 제어하는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 전자연동장치 요구명세 및 검증

전자연동장치의 요구명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전자연동장치의 원칙을 이용한다. 잘못된 명세에 의한 작업

은 개발과정이 충실하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시스템이 된다. 현재까지 대부분 사용자의 요구명세는 자연어(natural language)로

표시된다. 정형화는 자연어 요구명세를 정형 명세로 mapping하는 것이다. 정형화는 수학적 표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특성

및 기능을 서술하여, 증명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은 수학적 완전성(completeness), 정확성(correctness) 및 일관성

(consistency) 등을 가지고 있다[3,4].

2.3 전자연동장치의 정형화

2.3.1 정형화 방법

정형명세를 위한 확실한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소프트웨어는 한 가지의 통일된 수학이론으로 나타낼 수 없다. 이것은 소

프트웨어 언어 기준 및 이론의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 각기 다른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푸는데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언어를 사용한다. 

정형기법의 핵심은 요구명세의 개념을 찾는 것이다. 요구명세는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작업으로서,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된 데

이터로 변경시키는가에 대한 서술이다. 정형명세에는 시스템 모델 동작특성 및 목표시스템의 동작특성에 대한 2가지 방법이 있

다.

-모델화된 시스템의 동작특성은 연산(operation), 가능한 기능, 혹은 동작(action) 등으로 표시된다. 핵심적인 요소는 모델화된

시스템의 초기 상태에서 각각의 동작에 의해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이며, 이 방식을 상태기반 혹은 모델

기반 요구명세 언어라고 한다.

- 목표 시스템의 동작특성은 처리된 데이터 즉 그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 혹은 그것에 관련된 방법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요구명세는 대수 요구명세(algebraic specification) 혹은 공리 요구명세(axiomatic specification)이다.

모델기반 요구명세는 상태변환 시스템(transition system), 추상 상태머신(abstract state machine), 집합기반 요구명세 등이 있

으며, 목표시스템의 내부 상태의 개념(notion)을 기술하는 능력, 혹은 어떻게 시스템의 동작이 시스템의 상태를 변경시키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방법에는 집합이론(set theory), 분류이론(category theory), 및 논리이론, 오토마타 기반 모델링 등이 있다

[9].

2.3.2 연동논리 정형화

진로의 물리적 구성은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및 신호기로 되어 있고, 이 시스템들의 상태에 의해서 어떤 특정진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연동장치는 진로개통(open)과 차단(closed)을 수행한다. 연동장치는 진로의 개통과 차단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련의

시퀀스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다. 따라서 전자연동장치의 동작요구명세(behavior specification)는 진로개통과 차단을 반

복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시퀀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아날로그 시스템은 연속이 되고, 전자연동장치의 경우는 이산형이 된다. 대부분의 방법은 상태변

화 사이의 상태를 결정하는 원인으로 외부 혹은 내부를 구분하지 않고 관측점을 사용한다. 상태변화는 결정하고자 하는 사건과

연관되며, 이것을 레이블 혹은 동작이다. 동작 시퀀스는 동작이 주기적으로 수행되며, 동작의 초기상태에서 동작이 완료되는 종

료상태가 반복된다. 따라서 전자연동장치는 상태변환 시스템(transition systems)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상태변환 시스템은 상태공

간, 초기상태 혹은 초기 상태의 집합 및 상태 간의 변환 집합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전자연동장치의 진로 구성 요건은 진로

를 구성하는 궤도회로가 차량에 의한 점유가 아닌 상태이거나 혹은 다른 진로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선로전환기가 진로방

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로 구성에 대한 연동논리 정형화는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다른 진로(신호기)의 상태변환

집합이다.

3. 진로제어의 명세 정형화

3.1 전자연동장치 모델링

전자연동장치 모델링은 진로를 모델링하는 것이다. 전자연동장치의 진로는 여러 개의 진로 즉 큰 역의 경우는 수백 개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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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주 작은 역의 경우는 10개 이내의 진로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진로는 신호기와 신호기 사이의 선로이며, 기본 단위는

궤도회로(track circuits), 선로전환기(point machines) 및 신호기(signals)로 구성되어 있다. 1개의 진로는 다수의 궤도회로 및 선

로전환기를 가질 수 있고, 단지 하나의 신호기만을 갖는다. 각각의 진로는 궤도회로, 선로전환기를 공유하여 진로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진로는 서로 공유된 시스템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진로를 설정한다[7].

3.2 전자연동장치의 시스템 모델링

전자연동장치의 모델링은 선로를 구성하는 궤도회로(track circuits), 선로전환기(points) 및 신호기(signals) 등과 같은 물리적

인 서브시스템과 2개의 신호기 사이의 궤도로 구성된 진로(routes), 부분진로(sub-routes) 논리 시스템이 이용된다.

이 기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Circuits = (3.1)

Points = (3.2)

Signals = (3.3)

Routs = (3.4)

SubRoutes = (3.5)

TCircuits, Points 및 Signals은 실제적인 시스템이다. Routes 및 Subroutes는 논리적인 구성이다. SubRoutes는 궤도회로 Ti와

일대일로 연결이 되며, 식 (3.6)과 같이 궤도회로 방향에 따라 서브진로가 달라진다.

ri
s = { = 1…n, ab, ba: direction of` track circuit} (3.6)

TCircuits, Points, Signals, Routes 및 SubRoutes는 indexed set이며, “i”, “s” 및 “d”는 set의 index이다.

i = {i|i∈ I, i : number of`each set} (3.7)

s = {f, l, o, pf, s, p|l : lock, o : occupied, pf : partailly free, s : stop, p : pass} (3.8)

d = {n, r, ab, ba|n : normal, r : reverse, ab : a to b direction, ba : b to a directi o n} (3.9)

진로를 구성하면 TCircuits, Points, Signals, Routes 및 SubRoutes의 시스템들 사이에 Fig. 2 와 같이 상호연관 관계(relation)

가 있다. 5개의 시스템은 5P2의 관계가 있으며, 각 시스템 자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30개의 관계가 성립된다. 1개의 진로는

TCircuits, Points, Signals, Routes 및 SubRoutes를 구성하는 member들의 조합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다.

TCircuits, Points, Signals, Routes 및 SubRoutes의 member들의 조합은 power set P(…)으로 나타냈으며, S()는 power set을

나타낸다.

ST = P(TCircuits) (3.10)

SP = P(Points) (3.11)

SS = P(Signals) (3.12)

SR = P(Routes) (3.13)

Sr = P(SubRoutes) (3.14)

Proposition 1: 진로 Ri는 신호기 Si와 Sj 사이를 나타내며, 그 사이에 신호기 Sk(i≠j≠k)가 존재하지 않는다.

Ti

s
i I s = f o∨,∈{ }

Pi

d s,
i I d n r s f l o∨ ∨=,∨=,∈{ }

Si
s

i I s = p s∨,∈{ }

Ri

s
i I s f l o∨ ∨=,∈{ }

ri
s

i I s f l o∨ ∨=,∈{ }

Ti

ab
Ti

b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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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 는 두 신호기 사이를 정의하는 것으로 Si와 Sj 사이에 신호기 Sk가 있다면 Si와 Sk 혹은 Sk와 Sj사이가 새로운 진로

Ri가 된다.

Proposition 2: 는 궤도회로가 반드시 있으며, 그 궤도회로 power set ST의 부분 집합 STi이며, STi는 1개 이상의 Ti
S가 물

리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된 Ti
S로 구성된다.

proof : ST는 식 (3.10) 집합의 power set이며,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므로, 그 부분 집합 STi는 STi⊆
ST이며, 진로 Ri는 연

속된 궤도회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STi로 나타낼 수 있다.

Proposition 3: 는 구성하는 선로전환기(point)들은 SPi로 나타낼 수 있다.

proof: SPi는 SPi⊆
SP이다.

따라서 진로 Ri는 STi, 
SPi 및 Si의 부분 집합으로 식 (3.15)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i = {STi, 
SPi, Si, Sj|

STi⊆
ST, SPi

d⊆ SP, (Si, Sj)⊆
SS} (3.15)

부분집합 STi의 “n”개의 원소도 indexed subset로 나타낼 수 있다.

Proposition 4: 를 구성하는 STi는 물리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된 Ti
S로 구성되며,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을 ordered STi를

이라 하며, 식 (3.1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STi|1 ≤ j ≤ n, n : element number of STi} (3.16)

proof: 이므로 이다.

Proposition 5: 를 구성하는 선로전환기(point)들은 SPi를 ordered SPi를 로 식 (3.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SPi,j∈
SPi|1 ≤ j ≤ n, n : element number of SPi} (3.17)

proof: 이므로, 이다.

Proposition 6: Ri를 구성하는 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식 (3.16)를 식 (3.18)와 같이 변환할 수 있다.

= { : Sri,j∈
Sri|1 ≤ j ≤ n, n : element number of Sri} (3.18)

proof: 이므로 이다.

따라서 진로 Ri는 식 (3.15)에서 식 (3.19)로 나타낼 수 있다.

(3.19)

Fig. 2는 각 부분집합들 사이에 관계(relation)가 있음을 보여주며, 30가지의 관계가 있다. 진로구성에 따른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요소관계”와 “제어관계”(control conditions)로 나누었으며, 요소관계는 “element”, “be consisted of”,

“overlap”, “linked”, “neighbor” 및 “match”를 도출하고, 제어관계를 나타내는 “lock”, “direction” 및 “signal”을 도출하였다. 

요소관계에서 “element”는 “ ”, “be consisted of”는 “{x|E(x)}”인 집합, “overlap”은 “∩”의 intersection, “linked”와

“match”는 “bijection”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어관계는 시스템의 상태가 다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을 정의 하였

다. 제어관계는 각 시스템들 간에 상태에 의해서 종속되는 관계를 나타내며, control은 “lock”, “direction” 및 “signal”이다. 

Ri∀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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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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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 의해서 각 시스템간의 관계 “R”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element = Sri R Ri (3.20)

lock = Sri R Ri (3.21)

be consisted of = Ri R ( ) (3.22)

linked = Ti R Pi (3.23)

signal = (f :Ri
l⇒ Si

p if Ri⇒ Ri
l) ∨ (f : Ri

l⇒ Si
s if Ri⇒ Ri

l) (3.24)

status = (f : ri
d⇒ ri

f ∨ ri
o ∨ ri

l) ∨ (f : Ri
d⇒ Ri

f ∨ Ri
o ∨ Ri

l)

         ∨(f : Pi⇒ Pi
d,f ∨ Pi

d,o ∨ Pi
d,l) ∨ (f : Si⇒ Si

s ∨ Si
p) (3.25)

3.3 연동논리

열차가 진로 Ri를 통과하는 event를 Ei라 정의한다. 열차진로통과 Ei를 위해서는 Ri에 대해서 각 시스템의 설정, 쇄정, 개통 후

에, 열차의 진입 및 통과의 절차가 필요하며, 통과 후에는 그 진로를 재개통하기 위해서 쇄정된 시스템을 해정해야 한다. 진로

Ri는 항상 차단이 되어 있어, 진입을 허가하는 신호기 Si는 항상 정지신호를 현시 하므로 식 (3.23), 식 (3.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tatus :Si ∈ Ri⇒ Si
s (3.26)

1) 진로설정 및 개통

간략화된 연동논리에 의해 진로 Ri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식 (3.28)을 만족해야 한다. 

Ri∩Rj
l = ∅, (3.27)

ran(status: Ri) = Sri
f ∧ SPi

d,f ∧ Si
s⇒ Ri

f (3.28)

ran(signal: Ri
f) = Si

p (3.29)

(ran(status: Ri) = Ri
f) ∧ (ran(status: Si) = Si

p) (3.30)

2) 진로차단

진로가 차단 되는 것은 

r
S

i
P

S

i
∧

j i j≠,∀

Fig. 2 Relations betwee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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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tatus: Ri) = Sri
o ∨ SPi

d,o⇒ Ri
o (3.31)

ran(status: Ri
o ) = Si

o (3.32)

(ran(status: Ri) = Ri
o ) ∧ (ran(status: Ri

o ) = Si
s) (3.33)

3) 부분해정

ran(status: sri) = , (1 < j ≤ n) (3.34)

4) 철사쇄정

(ran(linked: Ti) = Pi) ∧ (ran(status: Ti) = Ti
o ) (3.35)

4. “Z”의 진로제어의 명세

4.1“Z”Notation

“Z” notation은 정형기법 중의 하나이며, 집합이론 및 1차 술어(1st order predicate) 수학적 논리를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특수

언어이다. “Z” notation을 이용하여, sets and types, declarations, 변수, expression 및 연산자, predicates, equation 및 laws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formal reasoning을 수행할 수 있다.

4.2 전자연동장치의 시스템“Z”모델링

전자연동장치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Z” notation을 이용하여 식 (3.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Circuit, Points, Signals, Routes, Subroute] (3.36)

TCircuit, Point, Signals, Routes 및 Subroutes의 power set은 “Z” notation의 schem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자연동장치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3 “Z” Notation for systems definition of interlocking systems.

전자연동장치에 진로 Ri를 구성하는 시스템은 Fig. 4와 같이 나타낸다.

ri j 1–,

f
ri j,
o

∧

Fig. 4. “Z” Notation of rout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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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Ri의 연동논리는 Fig. 5와 같이 나타낸다.

Fig. 5. “Z” Notation of route interlocking.

진로 Ri의 설정, 개통 및 차단에 대한 “z” notation은 Fig. 6과 같이 나타낸다.

Fig. 6. “Z” Notation of route set, open, and close.

Fig. 3에서 “syntax”와 “proof”가 각각 “Y”로 표시된 것은 “Z” notation으로 정확하게 표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proof”

의 “Y”는 논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형기법으로 전자연동장치의 명세를 나타내는 것은 시스템의 상태 즉 시스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

다.

5. 결 론

전자연동장치의 진로구성에 관한 논리를 “Z” notation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Z” notation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집합이론을

이용하였으며, 그 집합 모델링을 “Z” notation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연동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신호

기, 진로 및 서브진로를 모델링했으며, 궤도회로, 선로전환기를 set theory의 power set을 이용하여 나타냈으며, “Z/EVES”툴을

이용하여 “Z” notation으로 모델링하고 증명을 하였다.

전자연동장치 모델링은 시스템의 power set으로 모델링을 하였으나, 전자연동장치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에는 set theory로 한계가 있었다. set theory를 이용하여 진로를 구성하는 궤도회로의 순차적인 모델링, 부분진로의 부분 해정

등을 indexed set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는 있지만, “Z” notation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과

제로는 set theory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부분집합의 원소들을 “Z” notation으로 구현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전자연동장치의 연동논리의 구현은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및 신호기와 같은 물리적인 서브시스템과 2개의 진로

(routes), 부분진로(sub-routes) 논리 시스템 전체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였으며, 연동논리의 일부 진로제어의 “Z”

notation 표현이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를 통해 “Z” notation이 전자연동장치의 연동논리를 안전성이 확

보된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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