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임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전기신호공학과, 석사과정

   E-mail : chkim80@ymail.com

*    유경제어 주식회사, 개발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전기신호공학과, 교수

ETCS 적용 구간에서의 발리스 고장 분석 및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alise Failure Analysis & Effects for ETCS Application

이명철† 김창훈* 지정근* 이종우**

Myoung-Chol Lee Chang-Hoon Kim Jung-Gun Ji Jong-Woo Lee

ABSTRACT

  When the Balise(the device to transmit information between the on-board equipment and the wayside 

equipment) failure occurs, it may not be able to transmit data(Telegram) required for the train running. And 

in some cases, it may be able to cause an accident. Therefore, both the Balise failure affecting train safety 

running and the hazard in accordance with Balise failure require some activities to establish them. General 

failure mode & hazard analysis associated with the Balise are described in UNISIG SUBSET-036 spec & 

UNISIG SUBSET-088 spec. And, with reference to these specifications, safety activities are being performed.

In recent domestic railway, the train control system applying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Level 

1, 2 is being serviced and is being planned, and as part of this system, the Balise is being applied. The 

design-method of the Balise device for each manufacturer are different, therefore the Balise failure mode & 

failure rate are different, either. But the functionalities & transmission-data format(Telegram) of the Balise in 

ETCS Level 1, 2 application for each manufacturer are identical. Accordingly, the hazard caused by 

function-fail can be identical, either. In order to establish these hazard,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detailed 

functions of the Balise. And we analyzed the Balise failure types & failure effects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ed functions.

Key words : Balise Hazard(발리스 위험원), Failure Analysis(고장 분석), Failure Effect(고장 영향)

1. 서론

  차상 열차제어시스템(On-board Equipment)과 지상설비 간 정보를 전송하는 발리스(Balise)의 고장

(Failure) 발생 시, 열차 주행에 필요한 데이터(Telegram)를 전송하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사

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열차의 안전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발리스 고장 및 그 고장에 따른 

위험원(Hazard)을 규명하는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발리스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장유형 및 위험원 분석

은 UNISIG SUBSET-036와 UNISIG SUBSET-088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안전성 활동을 수

행하고 있다.
1)

 현재 국내에서는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Level 1, 2에 해당하는 열차제어시스템이 상용화

되거나 계획되어있고, 이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발리스를 적용하고 있다. 각 제조사마다 발리스 시스템의 

구현 방법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고장모드 및 고장률이 다르겠지만, ETCS Level 1, 2에서 동작하는 발

리스의 기능 및 정보전송 데이터의 형태(Telegram)는 각 제조사마다 동일하다. 그러므로 기능 장애 시 

발생되는 위험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원을 규명하기 위해서, 발리스의 세부기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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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야 하고 세부 기능에 따른 고장 유형 및 고장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2. 본론

2.1 ETCS Level 적용 구간에서의 발리스 위험원 분석

  ETCS Level 적용 구간에서의 열차제어시스템은 발리스와 관련된 4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

째, 주행 중인 열차는 반드시 발리스를 검지해야 한다. 두 번째, 지상 설비에서 목표(Target)한 열차까지 

보호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세 번째, 열차의 정확한 위치측정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 열

차의 정확한 주행 방향을 계산해야 한다.
2)
 이러한 네 가지 전제 조건의 장애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관

련된 위험원을 예측하면, 아래의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험원 예측 (UNISIG Subset-088 근거) 위험측 고장률 

가정[λD]
관련된 전제조건

식별자 설 명

TRANS-Balise 1 오류 텔레그램의 전송. 1.0E-11[hour
-1

] ▪ 지상설비에서 목표한 열차까지 보호된 데이터를 전송.

TRANS-Balise 2 발리스가 검지되지 않음. 1.0E-9[hour
-1

] ▪ 주행 중인 열차는 반드시 발리스를 검지해야 함.

TRANS-Balise 3
발리스 메시지의 간섭 및 
혼선.

1.0E-9[hour
-1

]
▪ 열차의 정확한 위치측정 데이터 제공.

▪ 열차의 정확한 주행방향 계산.

표 1. 발리스 관련 상위레벨 위험원

표 1과 같이 4가지 전제조건은 오류 텔레그램의 전송이 발생할 때, 발리스가 검지되지 않을 때, 발리스 

메시지의 간섭 및 혼선(Cross-talk)이 발생할 때 장애가 발생한다. 이는 TRANS BALISE-1, 2, 3의 식별

자로서 위험원을 예측할 수 있으며, TRANS BALISE-1의 위험측 고장률[λD]은 1.0E-11[hour
-1

] 이하

로, TRANS BALISE-2, 3은 1.0E-9[hour
-1

] 이하로 가정한다. 또한 식별된 3가지 위험원들은 발리스에

서 발생되는 고장 영향일 뿐만 아니라, BTM(Balise Transmission Module)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영향

의 결과이다.
3)

 

그림 1. 발리스 관련 상위레벨 위험원이 적용된 FTA

즉 그림 1의 FTA(Fault Tree Analysis)에서와 같이 BTM 위험원이 입력으로 작용하지만, 표 1에서 가정한 

위험측 고장률은 최대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발리스 관련 위험원의 입력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그럼 이제부터는 상위레벨 위험원과 관련된 발리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들을 식별해 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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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RANS-Balise 2의 FTA

상위레벨위험원

위험원 예측
(UNISIG Subset-036 근거)

기능 고장 유형 예측
(UNISIG Subset-036 근거)

식별자 설 명 식별자 설 명

TRANS-Balise 1

(Corruption)

 1.0E-11[hour
-1

] 이하

H4 오류 텔레그램의 전송

BF_2 잘못된 업-링크 신호 발생

BF_3 데이터 관리 실패

BF_6 잘못된 프로그래밍지원과 프로그래밍모드관리

BF_7 인터페이스 C에서 잘못된 데이터 수신

TRANS-Balise 2

(Deletion)

 1.0E-9[hour
-1

] 이하

H1 발리스가 검지되지 않음

BF_1 잘못된 텔레파워링 신호 수신

BF_2 잘못된 업-링크 신호 발생

BF_4 Start-up에서의 응답 반응 실패

BF_8 틀린 입출력 특성의 조정

H5
발리스가 검지되었으나 

텔레그램 없음

BF_1 잘못된 텔레파워링 신호 수신

BF_2 잘못된 업-링크 신호 발생

BF_3 데이터 관리 실패

BF_6 잘못된 프로그래밍지원과 프로그래밍모드관리

BF_7 인터페이스 C에서 잘못된 데이터 수신

H6

발리스가 검지되었으나 
지상장치 고장으로 디폴
트텔레그램 없음

BF_1 잘못된 텔레파워링 신호 수신

BF_2 잘못된 업-링크 신호 발생

BF_3 데이터 관리 실패

BF_6 잘못된 프로그래밍지원과 프로그래밍모드관리

BF_7 인터페이스 C에서 잘못된 데이터 수신

TRANS-Balise 3

(Cross-Talk)

1.0E-9[hour
-1

] 이하

H9

텔레그램은 이상없지만 
다른 선로에 있는 발리
스를 검지.

BF_5 잘못된 업-링크 필드 제한

BF_8 틀린 입출력 특성의 조정

BF_9 다른 케이블과의 혼선 보호 실패

H7

텔레그램은 이상없지만 
발리스의 위치정보가 틀
림

BF_5 잘못된 업-링크 필드 제한

BF_8 틀린 입출력 특성의 조정

BF_9 다른 케이블과의 혼선 보호 실패

H8

텔레그램은 이상없지만 
발리스들의 순서가 틀
림.

BF_5 잘못된 업-링크 필드 제한

BF_8 틀린 입출력 특성의 조정

BF_9 다른 케이블과의 혼선 보호 실패

표 2. 발리스 위험원의 예측 

표 2에 주어진 위험원 식별자(H1~H9)에서 숫자의 의미는 차상장치와 발리스의 통합 위험원에서 발리스

와 관계된 위험원을 별도로 예측한 결과이다. 즉, 표 2에서 누락되어 있는 H2, H3는 오로지 차상장치에 

해당하는 위험원이다
2)
. 그러나 H1, H5는 차상장치 고장 영향일 수도 있고 발리스의 고장영향일 수도 있

는 위험원이므로 발리스 위험원에 적용되었다.  

또한 표 2에서 제시된 하나의 발리스 기능 고장 발생(BF, Balise Function failure) 시 하나의 고장유형으

로 식별할 수 있다(예를 들어 BF_1의 텔레파워링 신호 수신은 잘못된 텔레파워링 신호 수신이라는 고

장유형으로 식별된다.) 이렇게 예측된 기능 고장 유형의 결과는 각각의 발리스 위험원 발생과 관련된다. 

그림 2는 TRANS Balise 2와 관련된 위험원, 위험원과 관련된 기능 고장유형만을 분석하여 FTA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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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이다. 여기까지가 SUBSET-036 및 SUBSET-088에서 제시된 위험원들을 별도로 분석하여 식별한 

것이며, 추가로 각 기능 별(또는 각 위험원 별)에 따른 위험원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3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능 별 추가 위험원들을 나타내었다.

기능 고장유형 식별자 세부 기능 고장 유형 예측 관련 위험원

BF_1
FH_01 텔레파워링 신호수신 불가 H1

FH_02 잘못된 텔레피워링 신호 수신 H5/H6

BF_2
FH_03 업-링크 신호 발생 불가 H1

FH_04 잘못된 텔레그램 전송 H4/H5/H6

BF_3

FH_05 데이터 Read/Write 불가 H5/H6

FH_06 데이터 소멸 H5/H6

FH_07 잘못된 데이터 Read/Write H4

BF_4 FH_08 응답 시간 지연 H1

BF_5 FH_09 기준 레벨 초과 H7/H8/H9

BF_6

FH_10 텔레그램 저장 불가 H5/H6

FH_11 텔레그램 저장 오류 H4

FH_12 프로그래밍 모드 전환 불능 H5/H6

BF_7

FH_13 LEU 전력신호 없음 H5/H6

FH_14 전원생성 불가(DC 전원 생성 불가) H5/H6

FH_15 잘못된 전원 생성 H5/H6

FH_16 DBPL 데이터 수신 불가 H5/H6

FH_17 텔레그램 생성 불가 H5/H6

FH_18 잘못된 텔레그램 생성 H4

FH_19 업-링크 파트로 텔레그램 전송 불가 H5/H6

BF_8
FH_20 상측 제한 레벨 이상의 업-링크 필드 출력 H1/H7/H8/H9

FH_21 하측 제한 레벨 이하의 업-링크 필드 출력 H1/H7/H8/H9

BF_9 FH_22 기준 제한 레벨 초과 H7/H8/H9

표 3. 발리스 세부 기능 고장 유형의 예측 

  

표 3에서 식별된 세부기능별 위험원(Functional Hazard, FH)은 총 22개로 판명 되었다. 식별된 22개의 

세부 위험원들은 특정 기능에 대해 발생 가능한 고장 유형을 파악한 결과이고, 발리스 장치에서만 발생

할 수 있는 고장을 예측한 결과이다(즉 인터페이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유형은 UNISIG 

SUBSET 088 사양서에 제시되었음.)
3)
. 이는 발리스 시스템의 세부 위험원 발생 시 ETCS 적용 구간에서 

작용하는 관련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이하게 사용될 것이다. 다음 

그림 3에서는 별도의 전체 FTA 수행을 대신하여 특정 FH 발생 시 추적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표 1, 2, 

3을 종합한 결과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 발리스 기능 고장유형별 위험원 다이어그램

720



장치명 : 고정 발리스(Fixed Balise)

F

H

코

드

고장

유형
고장원인

고장 발견 방법 고장영향/결과
위험원

리스크 평가

고장완화조치사항고장 

발견 

방법

기타 

고장 

발견 

방법

발리스 

영향

차상 

영향

최종

영향

빈

도

심

각

도

RISK

매트

릭스

01
신 호 수

신불가

1. 외부 스트레스로인한 가변발리스 업링

크 파트 전원부 부품고장

2.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텔레파워링 수

신안테나에서 Detuning되어 수신Level저

하로 전원 인가불가

3. 차상에서 텔레파워링신호 가 규격치 보

다 높은  경우 고장발생

4. 규격치보다 높은 텔레파워링 발생 시 

내부의 DC전압의 상승으로 발리스 내부 

소자 고장 발생.

5. 차상에서 텔레파워링 신호 없음 으로 

발리스로의 전력 공급불가

1,2,3,4,5

. 차상 

MMI에서 

확인

1,3,4,5. 

없음

2. 

유지보수

자의 

계획정비

를 통해 

확인 가능

1,2,3,4,5. 

인터페이스 

A로 업링크 

호 

전송불가

1,2,3,4,5

. 

차상에서 

발리스 

검지 

불가.

1,2,3,4,5

. 

안전속도 

초과운행 

또는 

안전거리 

확보 

불가. 

5 C 5C

1. 신뢰성 시험을통해 부품의 신뢰성 

확보 : 정전기방전 내성시험, 온습도 

시험,  진동시험,  DUST/WATET 시험 

2. 온도특성이 좋은 소자사용으로 신뢰

성 확보-Inductor, Capacitor [Part 

List(Data Sheet)로 증명]

3. 과전류 차단회로 설계 적용(회로도 

확인) 

4. 정전압 회로 설계 적용(회로도 확인)

5. 발리스 과업범위 아님

02

잘 못 된 

신호 수

신

1. 차상에서 텔레파워링신호 가 규격치 보

다 낮은  경우 오동작발생.

2. 차상에서 텔레파워링신호 가 규격치 보

다 높은  경우 오동작발생.

3. 규격치보다 높은 텔레파워링 발생 시 

내부의 DC전압의 상승으로 발리스 내부 

소자 오동작 발생. 

4. 온도변화로 인한 텔레파워링 수신안테

나에서 Detuning되어 수신Level저하로 

오동작 발생.

1,2,3,4. 

차상 MMI

에서 확

인

1,3,4.  없

음

2. 유지보

수자의 계

획 정 비 를 

통해 확인 

가능

1,2,3,4. 인

터페이스 A

로 잘못된 

신호 전송

1,2,3,4. 

발리스가 

검지되었

으나 텔

레 그 램 

없음. 

1,2,3,4. 

안전속도 

초과운행 

또는 안

전 거 리 

확보 불

가

6 B 6B

1. MCU Reset 회로 설계 적용으로 임

계전압(일정전압) 이상에서 동작되도

록 설계 (회로도 확인)

2. 과전류 차단회로 설계 적용(회로도 

확인) 

3. 정전압 회로 설계 적용(회로도 확인)

4. 온도특성이 좋은 소자사용으로 신뢰

성 확보-Inductor, Capacitor [Part 

List(Data Sheet)로 증명]

03
업링크 

불가

1. 텔레파워링 신호 수신 불가 

[과전압, 과전류 등 Over Electiric 

Stress는 텔레파워 링 신호 수신기능에서 

기능 적용]

2.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발리스내 텔레그

램전송부 및 MCU 고장으로 인한 동작 

불능

3. 발진부 1(Generation part 1) 고장으로 

인한 동작 불능(Clock 생성 불가).

4. MCU 회로부 Open 또는 Short

1,2,3,4. 

차상 

MMI에서 

확인

1. 

FH_01내

용 참조

2,3,4. 

유지보수

자의 

계획정비

를 통해 

확인 가능

1,2,3,4. 

Interface 

A로 

업링크신호 

전송불가

1,2,3,4. 

차상에서 

발리스 

검지 

불가. 

1,2,3,4. 

안전속도 

초과운행 

또는 

안전거리 

확보 

불가.

4 C 4C

1. FH_01의 모든 고장완화 조치 포함

2,3. 신뢰성 시험을통해 부품의 신뢰성 

확보 : 정전기방전 내성시험, 

온습도 시험,  진동시험,  

DUST/WATET 시험 

4. 과전류 차단회로  및 정전압 회로 

설계 적용 (회로도 확인) 또는 과전압 

시험을 통한 신뢰성 시험 

수행(Activity Open)

04

잘못된 

텔레그

램 전송

1. 텔레파워링 신호 수신 불가

[과전압, 과전류 등 Over Electric Stress

는 텔레파워 링 신호 수신기능에서 기능 

적용] * 수신Level 저하로 인한 MCU 오

동작발생.

2. 온도변화에 의한 발진부 및 FSK 변조

부 오동작(디튜닝) 

3. MCU 회로부 Open 또는 Short

4. EEPROM부 Oepn 또는 Short

5. 발진부1의 오동작발생(잘못된 Clock 생

성)

1,2,3,4,5

. 차상 

MMI에서 

확인

1. 

FH_01내

용 참조

2,3,4,5.  

유지보수

자의 

계획정비

를 통해 

확인 가능

1,2,3,4,5. 

차상으로 

잘못된 

발리스텔레

그램 전송 

또는 

인터페이스 

A로 잘못된 

신호 전송.

1,2,3,4,5

.   오류 

텔레그램

으로 

인식 

또는 

발리스 

검지되었

으나 

텔레그램 

없음.

1,2,3,4,5

. 

안전속도 

초과운행 

또는 

안전거리 

확보 

불가.  

6 A 6A

1. FH_01의 모든 고장완화 조치 포함  

  2. 온도특성이 좋은 소자사용으로 

신뢰성     확보-Inductor, Capacitor 

[Part List(Data Sheet)로 증명]

3,4.  과전류 차단회로  및 정전압 

회로 설계 적용 (회로도 확인) 또는 

과전압 시험을 통한 신뢰성 시험 

수행(Activity Open)

5.  신뢰성 시험을통해 부품의 신뢰성 

확보 : 정전기방전 내성시험, 온습도 

시험,  진동시험,  DUST/WATET 시험

표 4. 발리스 FMECA 예시  

2.2 FMECA 수행

  2.1절에서, 위험원 식별을 위해 인용된 표 및 그림들을 실제 발리스 시스템의 설계, 구현 등에 활용하

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는 IEC 62278(EN 50126), IEC 60812 규

격을 제시해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고장모드 영향 및 치명도 분석)를 실

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5)

 아래의 표 4에서는 2.1절에서 제시된 발리스 기능 및 위험원들에 대해 

FMECA를 수행한 결과의 일부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제시된 위험원 리스크 평가는 IEC 62278에서 설

명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리스크 허용수준을 참고하였다. 

   

2.3 위험측 고장률 산출 

  2.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RANS BALISE-1의 위험측 고장률[λD]을 1.0E-11[hour
-1

] 이하로, 

TRANS BALISE-2, 3은 1.0E-9[hour
-1

] 이하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TRANS BALISE-1, 

2, 3의 위험측 고장률은 아래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험측 고장률 산출 방법에 대한 예시로 TANSBALISE-3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TANSBALISE-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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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발리스 위험원은 H7, H8, H9이며 각 위험원들은 동일한 기능 고장유형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

서 H7과 관련된 고장률을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H7에 대해 2.1절에서 식별된 각 위험원(H) 별로 기능 

고장유형(BF) 및 세부 기능 고장유형(FH)을 정리하면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FH_9(기준 레벨 초과)의 고장률 산출을 살펴본다. FH_9의 위험측 고장률을 산출하기 위해, 기

준 레벨 초과라는 고장 유형에 기인하는 발리스 시스템의 신호 수신부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들의 고장

률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부품명 수량 λG πFY πE πQ πS πT λ

Chip Capacitor[5pF] 1 1 9.691938 2 0.9 0.307279 1 0.000055

Chip Capacitor[9pF] 1 1 9.691938 2 0.9 0.307279 1 0.000055

Chip Capacitor[3.9pF] 1 1 9.691938 2 0.9 0.307279 1 0.000055

Chip Capacitor[5.6pF] 2 1 9.691938 2 0.9 0.307279 1 0.000111

Chip Capacitor[9pF] 5 1 9.691938 2 0.9 0.307279 1 0.000277

Melf Resistor[10R] 1 1 5.319048 2 0.9 0.683861 1 0.000123

Melf Resistor[22R] 2 1 5.319048 2 0.9 0.683861 1 0.000246

Melf Resistor[46R] 2 1 5.319048 2 0.9 0.683861 1 0.000246

Melf Resistor[68K] 1 1 5.319048 2 0.9 0.683861 1 0.000123

Melf Resistor[330K] 1 1 5.319048 2 0.9 0.683861 1 0.000123

Chip Resistor[18R] 2 0.5 4.861244 2 0.9 0.771052 1 0.000069

표 5. 발리스 신호 수신부에 사용 가능한 부품들의 고장률(예시)

표 5에서 사용된 고장률 산출 기준은 Telcordia Special Report SR-332, Issue 1에서 제시하는 고장률 산

출 방법에 근간하였다. 표 5에서 제시된 최종 고장률[λ]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부품수× ×××× 

≃ ≃ ≃

≃ ≃

 

표 5에서 산출된 최종 고장률[λ]은 발리스 시스템에 적합한 운용률(Duty Cycle), 온도 요소 등을 적용

하여 계산된다. 위와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모든 부품 고장률을 합산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최종 산출된 고장률 1.479E-9[hour
-1

]은 FH_1의 고장률 산출방법(예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

게 산출된 고장률[λ]은 IEC 61508에서 제시하는 위험측 고장률 산출식에 적용된다. 발리스 시스템을 

1oo1(1 out of 1)방식이라 가정하면, 신호 수신부의 위험측 공통 원인 고장 비율[β]은 0이 되고 위험

측 고장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722



위험측고장율    감지되지않은위험측고장률    감지된위험측고장률  
















  

위 식에서 제시된 DC(Diagnostic Coverage)는 진단 범위를 나타내며 보통 백분율 단위로 나타낸다. 또한 

산출된 위험측 고장률을 적용하여 단일 채널에 요구되는 시간 당 고장 확률(Probability of Failure per 

Hour, PFH)도 계산할 수 있다.
6)
 

 이와 같은 방법으로 FH_1~FH_22의 위험측 고장률을 산출할 수 있고, 산출된 FH의 위험측 고장률을 

기준으로 BF 및 7가지 발리스 위험원의 위험측 고장률을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7가지 발리스 위

험측 고장률 또는 위험측 고장률의 합은 TRANS BALISE-1, 2, 3의 위험측 고장률 가정치인 

1.0E-11[hour
-1

], 1.0E-9[hour
-1

], 1.0E-9[hour
-1

] 값 이하로 설정해야 하며, 이 기준에 맞는 부품을 선

정하여 제품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한 부품을 사용하고도 제시된 위험측 고장률의 기준을 초

과했을 경우, 위험측 고장과 관련된 발리스 시스템의 내부 구성 블럭을 다중 채널(이중화 구조와 같은)

로 구성하여 위험측 고장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UNISIG SUBSET 사양서에서는 보통 특정 시스템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능 및 기능에 따른 고장 유형

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ETCS 적용 구간에 설치되는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 

기능 및 고장 유형 또는 위험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ETCS 적용 구간에 설치되는 

발리스의 세부 기능 및 위험원을 분석하였고. 분석된 고장 유형 및 위험원들이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발리스와 차상장치 간 인터페이스 상에서 외부 환

경 및 변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유형 및 위험원도 추가로 식별하여 위험측 고장률 산출의 정량

화 지표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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