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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석 기법과 SysML 기반의 아키텍처 산출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BCT 시스템의 안전 무결성 확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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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산업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도화로 인해, 최근 우리 사회에 고속열차에 이어 무인운  도시철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열차 시스템들이 개발  운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상으로 다룬, 도시철도 도메인에서는 
기존 철도차량에 해서 신호 제어 시스템을 운용하는 환경에서 보다 복잡화된 운용개념을 지원하기 한 신규 신호 시스템 

체계의 도입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한, 기존의 존재하지 않은 컨셉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신호 시스템은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노력이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도메
인 엔지니어로 하여  동일한 시각 제공과 통합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효율 인 신호시스템 설계  안  활동을 한 방법론

을 제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도메인 역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향후 신규 시스템 설계시 보다 안 성 확보를 

통한 설계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oday, it appears that the rapid advances in technology have allowed broadening both the system 
technology and the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rail industry. Owing to the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the 
industry, and also due to the hearth, the latest high-speed trains and a variety of unattended operations in rail systems
are being developed and are operational. In particular, this study covers the existing railway rolling stock and 
signaling systems that operate in an environment more complex than the concept of localized management, so the
introduction of a new signaling system is needed. In addition, developments based on the existing signal system 
concepts for passenger railways need to minimize human injury. In this study,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new systems in a variety of domains and to provide an integrated common vision methodology as an engineer on
the basis of efficient signal system design and safety would like to present the methodology for action. Therefore,
each different linkage through the next new domain zone system design: design through to secure the integrity of 
safety than can secur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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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 철도산업의 격한 기술력 증 는 세계  

상에 도약했다. 이로 인해, 국내 철도 환경은 고속열차
의 화를 이루었다. 이는 고속열차 뿐만 아니라, 일반 
노선의 열차 한 열차 속도 증 를 가져왔다. 열차(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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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ition 
Classification

CBTC Method BCT Method The main 
features of the 

components
Existing & 

Location
Existing & 

Location

On-board ATP On-board On-board

Calculate and 
report the 
location of the 
train, the 
dynamic speed 
profile, speed 
m o n i t o r i n g 
and control

Wayside ATP Wayside X

Calculation of 
the static 
speed profile 
for the move 

On-board ATO On-board On-board

EI Wayside On-board line switcher 
control

ATS
(Automatic Train 

Stop)
Wayside Wayside

m o n i t o r i n g 
and control of 
train operation

Table 1. Compare Between CBTC and BCT Signal 
System

Fig. 1. Operation Concept of Existing the ATP 

포함)와 같이 규모 인원들의 수송을 책임지는 교통수
단(철도, 선박, 항공)과 련해 최근에는 국내·외 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 다. 최근에도 라선 무궁화호가 
열차운 자의 과속운 을 차단하지 못하여 곡선구간에

서 차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 다. 이 듯 철도 차

량과 련된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

를 래하기에 오늘날 안 성 확보에 한 필요성과 

요성이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시스템의 안
성의 문제로 인해 인명  재산  상당한 피해를 입히

는 상을 안 시 시스템이라고 불린다[1]. 따라서, 고
속열차  철을 포함한 철도차량은 안 시 시스템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철도 시스템은 크게 차량, 신호시스
템, 궤도로 구성이 되며, 신호시스템의 경우, Tab. 1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같이, 기존의 국내 철도차량은 지상에 
치한 통제 장치를 통해서, 특히,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방식에 따른 열차 차량의 운행  
치에 한 제어를 수행해 왔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상 열차제어시스템(ATP, 

Automatic Train Production)에 의한 할 역 내의 운

행하는 모든 열차의 치보고를 수신하여 이동권한과 속

도 로 일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운행 인 열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이 다. 이러한 신호제어 방식은 
기존의 운용 환경에서는 안 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

다. 하지만, Fig. 1와 같이, 오늘날은 다양한 종류(고속열
차, 일반열차, 경 철, 지하철 등)의 수많은 열차를 제어

하기에 기존의 방식인 지상 통제 장비에 의한 제어는 특

히, 선로에서 운행 인 열차 제어 방식은 수송의 효율성
과 안 성 측면에서 문제 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열차
의 운용방식은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운행의 자동화 추

세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화 운용되는 구간도 많
아지고 있다. 한, 차량의 고속화로 인해 험성이 가
화된 오늘날 신호시스템의 역할은 상당한 요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보다 복잡해진 
열차 운용 환경에서 수송 측면의 효율과 오류를 최소화 

하여 승객의 안 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개발되

는 철도 신호 시스템의 개발  운용 목 이 되고 있다. 
고속열차의 경우, 재의 신호 시스템의 운용 하에서 

비상 상황 발생으로 인한 긴  제동 시, 고속열차의 속도
로 인해, 사고인지를 하 더라도 상당한 제동 거리가 필

요하기 때문에 승객의 안   재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개발되는 신호
시스템은 기존 노선에서 사용되는 신호 시스템의 효율  

운용과 승객의 안 을 보다 최우선 으로 여기기 해서 

기존 신호 시스템의 운용컨셉부터 다른 신규 시스템 개

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진은 
BCT(Borderless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방
식의 신호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BCT 신호시스템은 
기존의 신호시스템이 지상에서 차량 신호를 제한 방식

과 달리, 운행 인 차상 다시 말해, 차량 내부에 신호시
스템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국내 존재하지 않
는 운용개념을 생성하고 그에 따라, 물리  구성인 신호 

시스템의 설계 인 측면도 상당수 변경될 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BCT 방식의 신규 신호시스템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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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TP System Structure of New Concept   

발하는데 있어서, 시스템 공학  기반의 근은 매우 유

용한 학문  근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공
학은 시스템 개발의  수명주기 에서 시스템 설계

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개발 기 단계인 개념설계 단
계에 집 인 활동을 통해 시스템 컨셉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상 시스템이 지녀야 할 기능/비기능 요구사
항을 도출하여 안 성 평가까지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발되는 철도시스템은 고속열차 뿐만 아니라, 

경 철과 같은 무인화 운용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체계

로 개발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복잡도 증 에 따라 다양한 철도 시스템 체계를 통제하

는 신호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체계 인 개발이 요구되

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차량은 무엇보다 승객의 안 이 

최우선시 되어야하기 때문에 개발과 련한 모든 상 

시스템은 안 성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
락의 활동은 철도도메인 분야에서 신뢰성(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활동
을 통해 설계  안 /신뢰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을 수
행한다. 철도 도메인에서 안 성 평가와 련해서는 

PHL(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SHA(System Hazard Analysis), 
SSHA(Sub-system Hazard Analysis), FMEA(Failure 
Mode Effects Analysis)가 시스템 수 의 안 성 평가와 

련해 요한 련 시스템 체계(신호 시스템 포함) 
한 개발단계에서 안 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개발환경은 시스템 기 개발단계인 개

념설계 단계에서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해외 보다 낮고, 

부분의 안 성 활동 역시, 상세설계 단계에 집 되다 

보니, 상세설계 단계서 생된 산출물을 기반으로 수행
하다보니 설계 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안 활동(PHL, 
PHA, SHA, SSHA, FMEA)을 통한 안 성 평가 산출물

의 품질에 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실이다. 
이는 설계  신뢰도에도 향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연구와 련한 선행연구로는 기존의 철도 시스템 

체계에 한 모델기반 설계  활동은 부분 운용 시나

리오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뮬 이션을 통한 검증

활동에 이 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실질 인 기 설

계 단계의 반 은 어려웠던 게 실 이 다. 최근 시스템
모델링 언어 기반의 설계  산출물은 국방/항공/자동차 
도메인을 기반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철도 도메
인도 마찬가지로 안 표 의 모태가 되는 ISO/IEC 
61508[2]을 기반으로 안 활동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자동차 도메인에서도 ISO 26262[3]의 등장으로 설
계  산출물과 안 성 활동의 동시  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수 에서 표 화된 언어 기반의 설계

 산출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으로 시스템
모델링언어의 활용을 통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시

스템 수 에서 설계 산출물과 안  활동을 통한 산출물

을 만들어 설계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선행연구를 살려보면, Park(2015)는 철도시

스템의 안 성 평가에 한 기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
내 철도 시스템의 안 에 직결되는 잠재  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러한 험요소에 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

는 방안  모델을 제시하면서 국내 철도산업에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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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main activities for the BCT system 
        configuration. 

Fig. 3. A conceptual diagram representing the objectives
of the paper.

인 안 성 평가  수행이 하지 못함을 선행 연구

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분의 연구에서는 안

성 측면에서만 근하려고 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려
고 하는 설계  에서의 연동  측면에서는 제시하지 

못한다는 에서 한계 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와 상당히 한 연구를 수행한 시스템 설계

와 안 성 평가를 동시 수행을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Kim(2012)는 일반 설계  에서 시스템 설계의 개념

설계 단계에서 요구하는 설계활동과 산출물을 명시하

고, 같은 수명 주기 내에서 요구되는 안 성 활동과의 매

칭을 통해 동시공학 측면에서의 수행방안을 제시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철도 신호 시스템이라는 특
수 분야에 국한하여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보다 해당 도메인에서 요구하는 특성
을 반 하여 용 가능하도록 제시하 다. 한, 철도 신
호 시스템 개발에서 요구하는 안 활동 그리고 국제 표

 근을 해서 시스템 모델링 언어라는 기 이 되

는 근을 기반으로 동시 공학  근이 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 하 다. 
국내에서 BCT라는 신규 개념이 반 된 신호 시스템

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오늘날 철도 차량 신호제어 시스

템도 마찬가지로 복잡화된 형화 추세의 개발 환경 속

에서 과거의 단일 시스템과 달리 매우 복잡한 형 시스

템에 용하기에 한계에 이르 다[6],[7].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운용개념이 복잡한 신호시스템의 개발이라는 

목표달성을 한 근으로 기존의 지상에서 운용되었던 

기능과 물리  구성품이 차량으로 설계  구 이 되기 

한 근  방안이 필요한 시 에 와있다.
본 연구에서는 BCT 신호 시스템의 개념설계 단계에

서 요구되는  설계활동. 설계 산출물, 그리고, 안  활동, 
안  활동에 따른 산출물을 상호 유기  활용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규 개념을 지니고 개발하는 
BCT 신호 시스템 개발에 한 설계  안 성 평가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Fig. 4에서 제시하는 바를 근간으로 
효율 이고 체계 인 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계  측면에서는 국제 표  모델링 언어인 시스

템모델링 언어의 활용과 안 측면의 안 성 평가 한 

시스템 수 에서 요구되는 안  활동을 기반으로 상호 

두 활동의 유기  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계
와 안 이라는 상이한 도메인 분야에 해서 시스템 수

에서 동일한 시각과 수행  측면에서 보다 효율 으로 

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 다.
본 논문에서의 주요 활동은 Fig. 3과 같으며, 본 연구

에서 철도 차량의 신호 시스템을 상으로 신규 개발 시 

요구되는 설계 활동과 안 활동을 동시  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 다. 따라서, 동일한 수
명주기를 상으로 상호 연동성을 제시 하 고, 특히, 국
제표  모델링 언어인 시스템 모델링 언어의 활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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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main activities of the individual processes.

해 상이한 도메인 문가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사회  

연구의 연구동향과 필요성을 제시하 고, 2장에서는 
련 선행연구  연구 목표를 기술하여 문제정의를 언

하 다. 3장에서는 기존 신호시스템 설계 활동과 안  

활동에 따른 수행 방법을 속성 기반으로 분석하 고 이

를 상호 연동성 분석을 통해 연동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제시된 근법을 시스템모델링언어와
의 연동성 분석을 통해 수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 하여 

모델기반 설계  안 활동 가능한 차  방안을 확립 

 용하 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  요
약 하 다. 

2. 문제의 정의

2.1 안전분석 기법과 아키텍처 설계 산출물의 

연계성 확보의 필요성

시스템의 설계단계를 Kossiakoff(2011)는 Concept 
Development, Engineering Design, Post Engineering이
라는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운용시나리오는 기 설계
단계인 개념설계 단계에서 이해당사자로부터 수집한 정

보와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스템 거동의 상 수 에서 생

성된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화된 복잡한 수많은 하부체
계로 구성된 형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최근 개

념 설계 단계에서 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형 시스템의 
개발환경에서 기 설계 수행 활동의 요성이 부각되면

서 체계  설계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9]. 
시스템 수 에서 수행해야하는 설계활동의 산출물과 

안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입․출력 산출물에 상당수 시스

템 수 에서 식별된 설계 자료들이 근간으로 필요로 한

다. 따라서, 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  측면과 안

성 측면의 상호 연동성에 한 수행의 필요성이 오늘날 

형 복합 시스템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이한 도메인 역을 하나로 통

일화된 근  시각을 갖기 해서 개별 역에서의 활

동과 산출물이 지닌 휘쳐(특성)과 속성을 기반으로 연계
성을 확보하 다.

 

2.2 시스템모델링언어 기반의 설계 및 안전분

석 기법의 통합 수행의 필요성 

오늘날 개발되는 시스템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해서 수많은 기능이 탑재된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기능  부분의 구 에 해서 소 트웨어가 많이 

여하는 추세에 와 있다. 이 다 보니, 개발되는 다수
의 시스템이 소 트웨어 심 시스템의 형태로 개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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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Matrix for Process linkage analysis.

추세에 있다. 과거에 단순 하드웨어 심의 시스템 체계
로 이루어 졌다면, 오늘날 개발되는 시스템의 형태는 다
학제  근이 결집된 소 트웨어 심의 시스템 체계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올바른 시스템을 개발하
기 해서는 시스템, 하드웨어, 소 트웨어 역에 이르

는 모든 역, 즉 다학제 인 근의 조화로운 활동을 기

반한 시스템 설계  안  활동이 필요로 한다. Fig. 5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독립 인 역으로 여겼던 

역에 해서 시스템모델링언어 기반의 근을 통한 공통

의 근 방안을 찾는다면 오늘날 복잡화된 형화 시스

템 개발에 합한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3 연구 목표 및 범위  

상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에 신호 시스템 설계 
 안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 독립 인 수행

되어 왔다. 기존의 신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도 아닌 
신규 컨셉의 신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설계  

측면과 안 성 측면에서 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
서, 보다 설계  무결성을 높임으로써 신호 시스템의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약

인 개발환경에서 신호 시스템 개발의 보다 효율성을 높

이고 설계  데이터를 기반한 안  분석 방안을 시스템 

모델링 언어라는 공통의 언어를 바탕으로 구   이행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념
설계단계에서 요구하는 신호 시스템 개발과 안 분석 활

동을 심으로 상의 범 를 한정하고자 한다.   

3. 설계/안전활동 및 산출물의 속성 

기반 상호 연동성 구축 

3.1 개별 도메인 개발 프로세스 및 주요활동 

식별 

기존 개별 도메인 역인 신호시스템 설계, 신호 시스
템 안  활동은 서로 상이한 역을 하나의 동일한 시각

으로 제공하기 해서 우선, 개별 도메인에서 요구하는 
설계  로세스  활동을 식별하 다. 
이 게 식별된 개별 도메인 활동은 활동의 속성값을 

활용한 상호 연동성 확인에 요한 지표가 된다. Fig. 5
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개별 도메인 활동에서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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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을 명시하 다. 지 의 활동은 개별 도메인에서 

독립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상호 어떠한 요소(활동 
는 산출물)과 연동성이 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 다음과 활동을 기 로 수행하

다. 

Step 1. 신호시스템의 개념 설계단계에서 요구되는 
주요 설계 활동을 식별하 다. 

Step 2. 신호시스템의 안 성 활동, 특히, 시스템 벨
에서 요구하는 안  활동을 분석하여 식별하

다. 

Step 3. 시스템모델링언어의 활용시 사용되는 활동을 
이행하기 한 다이어그램을 식별 하 다. 

3.2 식별된 요소의 상호연동성 반영을 위한 

속성 분석 및 연동성 확인   

본 연구를 통해 신호시스템 개발 시 요구되는 설r계  

활동과 안 활동/산출물의 연동성을 분석하기 해서 앞
선 3.1 의 활동을 통해서 식별하 다. 본 에서는 식
별된 해당 활동  산출물이 지니고 있는 휘쳐(특성)  

고유의 속성 정보 값을 식별하 다. 식별된 정보를 바탕
으로 유사한 성향을 지닌 요소간의 연동성 확인을 수행

하 다. 따라서, Table. 2과 같이, 개별 도메인 활동에서 
요구하는 활동  로세스를 기반으로 휘처와 속성 값

을 식별하여 정의 하 다. 
한, 식별된 정보를 바탕으로 Fig. 6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이, 개별 활동  산출물이 지니고 있는 휘처와 
속성 정보 값을 바탕으로 상호 연동성을 확인하기 한 

Matrix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 다.  
이러한 연동성 확인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개별 

로세스가 상이한 활동으로 여겨져 개별  수행을 해왔

다면, 본 연구 단계를 통해, 상호 어떠한 요소 는 활동
과 연동성이 있는지 악 할 수 있는 근이 되었다. 따
라서, 설계  근과 안 성 측면의 수행 활동을 하나의 

근 방안을 토 로 수행할 수 있도록 Fig. 7과 같은 통
합 연동 로세스를 구축하 다. 이를 기반으로 신호시
스템 설계 / 시스템모델링언어 / 철도 안  활동을 일

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동 기반의 수행 방안을 제시

하 다.  

Major Activity & 
Artifact Feature Attribute

Design of 
On-board 

ATP 

Identify 
Operation 
Concept

Operational 
Scenario Concept

Identify 
Component

Structure,
Components

Structure, 
Component

Identify 
Requirements Requirement Function, 

None-function

Identify 
Function Function Function, 

Action

Physical
Allocation

Physical 
Allocation

Component,
Allocate

Rail
Safety

Activity

PHA Pre-hazard 
Analysis Hazard

SHA System
Safety Analysis

System, 
Hazard

SSHA Sub-systems,
Safety Analysis

Sub-System, 
Hazard

FMEA

Failure Mode, 
Structure and 

Function 
Analysis, 

Effect Analysis

Failure Mode

FTA Fault Analysis, 
Hazard Cause

Fault Effect
Probability

Model-
based 

Design

UseCase Operational 
Scenario

Concept, 
Function

Block 
Definition

Physical 
Components Block

Activity Action, Sequence, 
Inter-operability

Action, 
Interface

Sequence
Single or 

Multi-object, 
Inter-Operability

Sequence,
Interface

State Single 
Component, State State

Internal 
Block

Internal 
Component

Block, 
Component

Table 2. The main properties of the individual 
process-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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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uild a property-based inter-operability Process. 

4. 시스템 모델링언어 관점에서의 시스템 

설계 및 안전활동 통합수행 사례

4.1 구축된 설계/안전 통합 프로세스의 프로

세스에 의한 신호시스템 설계 수행 

Fig. 5에서 제시하는 서로 다른 역의 활동을 속성 
기반의 정보 값을 바탕으로 Fig. 7과 같이, 하나의 통합
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통합 연동 로세스 모
델을 시스템모델링언어를 기반으로 Fig. 8과 같이 모델
기반 설계  안  활동을 수행하 다. 유스 이스 다이

어그램을 통해, BCT 신호 시스템과 연계된 이해당사자
를 식별하고 련한 기능을 정의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계층에 따른 신규 신호 시스

템의 체계 구성도에 한 안을 생성 할 수 있었다. 생
성된 기 시스템 구조 자료는 FMEA 등 다양한 안 활

동 수행에 입력 자료로 활용되었다. BCT 시스템을 구성
하는 개별 하부 시스템들의 개별 거동을 분석을 통해 보

다 구체화된 기능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정보를 식별하기 해서 Sequence, Activity, State 
Machine 등 동  거동 분석지원이 가능한 다이어그램의 

활용을 통해 보다 상세화 된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된 
기능, 기능 수행에 따른 데이터 연동 정보를 바탕으로 안
 활동에 직결되는 활동 그리고 상호연동성에 한 분

석을 통해, 개별 기능 기능의 오작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향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 시스템 구성을 식별
하기 한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의 사용에 따른 물리  

구성품 한계 을 거동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진된 

보완을 수행하 다. 최종 으로 Fig. 8 우측 최상단에 
치한 Internal Block Diagram의 활용을 통해 보다 정형
화된 BCT 신호시스템이라는 신규 신호 시스템의 물리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4.2 시스템모델링언어 기반 산출물의 안전활동 

속성값 정보를 활용한 산출물 연계활동

시스템모델링언어가 가진 개별 속성정보 값과 철도 

안  활동에서 요구하는 산출물의 개별 항목이 지니고 

있는 속성정보의 일치화 과정을 통해 Fig. 9와 같이, 안
 활동 산출물 생성에 필요한 입력 값을 식별하여 안  

활동 산출물을 생성하 다. 산출물 연계활동을 수행하기 
해서 기존 안  활동 산출물의 템 릿을 기반으로 개

별 템 릿이 지니고 있는 항목을 분석하고 개별 항목이 

지닌 고유의 속성 정보를 분석 하 다. 분석된 속성 정보
값을 살펴보면, 시스템의 구성(Element), 해당 구성품의 
오류 발생 원인(cause), 오류의 형태(Mode), 오류 발생
으로 미치는 향(effect)에 한 정보 값을 필요로 했다. 

BCT 신호시스템의 시스템모델링언어를 통한 구 한 

산출물을 바탕으로 모델링언어를 통해 구성된 개별 객체

가 가진 속성정보를 활용하 다. 시스템모델링언어를 통
해 BCT 신호 시스템의 구조  정보를 표 한 산출물은 

안 활동의 시스템 구성품에 연계되었다. 한, 거동  

표 을 지원하는 다이어그램의 활용을 통해서 표 된 개

별 객체는 지니고 있는 기능(거동)정보와 인터페이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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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Major artifact of safety activities.

Fig. 8. The proposed process-based applications case.

보를 바탕으로 안 활동 수행에 필요한 원인, 모드, 연계
된 오류( 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5. 연구결과

국내 철도분야에서는 설계와 안 성 확보를 한 노

력이 연장선에서 일원화되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

다. 따라서, 철도 안 분석 활동 수행 시, 입력자료로 어
떠한 데이터를 활용할지에 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모델기반 설계  활동에 따른 산출

물을 기반으로 신규 신호시스템의 안 성 확보를 한 

노력이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특히, 설계활동/산출
물, 안 활동/산출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  정보를 가지

고 시스템모델링언어를 구성하는 개별 객체와의 속성  

연계성 확보가 가능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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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스템 모델링언어를 활용해, 구조 /기능  

분석이 수행되었다. BCT 신호시스템의 구성에 한 큰
틀에서 Block Definition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ATS, 
ATP, EI, Tag, 등 상  수 의 구성품이 식별되었고, 보
다 상세 인 구조는 Internal Block Definition 다이어그
램의 활용을 통해 보다 상세화된 내부구조를 식별하 다. 
시스템모델링언어의 활용을 통해 기 구조  분석을 

수행하 고, 이러한 구조  의 산출물은 Fig. 9와 같
이, 안 분석 FMEA, SHA, PHA 수행시트의 구성품에 
해당되어 그 로 구성품에 한 입력 자료로 활용하

다. BCT 신호 시스템의 구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식

별된 구성품은 Usecase/Sequence 등 거동분석을 지원하
는 다이어그램의 활용을 통해 안 분석에서 요구하는 기

능의 오류시 발생될 수 있는 향에 해서 분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 다. 열차제어시스템 ATP의 기능  식별

활동을 통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선로변 정보제공 기
능, 열차이동권한 부여 기능, 열차의 치  속도검지를 
해 필요시 되는 기능  측면의 거동 분석을 수행하

다. 따라서, 개별 거동이 수행되는 다양한 모드(Mode)  

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능  오류를 식별하여 이로 

인한 향을 안 분석 수행 시트에 입력 자료로 활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수행을 통해, 모델기반 설계 산출물을 

바탕으로 안 분석 수행이 가능한 근이 가능한 방법론

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시스템 상  수 에서 모델기

반 방법론으로 시스템 설계와 안  활동을 병행  수행 

가능한 방법론을 제공함에 따라 향후, 설계와 안 의 통

합  근에 한 연구활동의 기 를 제공하 다. 후속, 
연구는 객체 속성 정보를 보다 상세화하여 연구 범 를 

확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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