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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및�목적

최근 시스템들의 기능과 구성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고의 발생 원인을 특정 컴포넌트나 기능의 

문제로 규정하기 어려워졌다.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스템 내 문제(결함)를 식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스템들 간 또는 시스템과 외부 요소들(사람, 정책, 환경 등)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시스템에 기능상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위험분석 기법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위험분석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2년 미국 MIT 대학의 Nancy G. Leveson 교수는 시스템 이론에 기반하여 

STPA(System-Theoretic Process Analysis)라는 위험분석 방법을 발표하였다.

해외에서는 2012년 STPA가 발표된 이래 항공, 자동차 등 안전 필수 도메인을 중심으로 

STPA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STAMP 

Workshop1)이 유럽, 일본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MIT에서 개발한 STPA 

Handbook(영문)을 각각 일본어와 중국어(예정)로 번역·보급하는 등 STPA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TAMP/STPA에 대한 인식이 

낮고 STPA를 적용한 사례 역시 극히 드믄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도 STPA 기법을 소개하고 

STPA의 이해와 활용을 돕고자 본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2.� 가이드�구성�및�주요�내용

본 가이드는 새로운 위험분석 기법인 STPA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STPA의 기반이 되는 STAMP 개념을 소개하고 STPA의 절차와 방법, 다양한 적용 

1)� MIT에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서,� STAMP/STPA� 교육,� STPA� 연구나� 적용사례,� 관련� 이슈� 등을� 활발히� � � �
�����공유�및�논의(https://psas.scripts.mit.edu/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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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보다 쉽게 STPA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STPA 위험분석 보고서’ 

템플릿을 개발하고 전자연동장치를 대상으로 직접 위험분석 한 결과를 ‘STPA 위험분석 보고서’ 로 

작성하여 포함하였다. STPA 방법은 2012년 발표된 이후 용어나 절차 등에 일부 변화가 있었으며, 

본 가이드는 2018년 3월 발표된 최신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3.� 기대효과

철도, 자동차, 항공 등 각 산업분야 시스템들의 구성이 복잡화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시스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기존 위험분석 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분석 기법 도입을 고려

하고 있거나 STPA(특히, STAMP) 개념이나 세부 방법 이해의 어려움, STPA 분석에 활용할 

템플릿 부족 등으로 인해 실무적 난관에 부딪힌 경우 본 가이드가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 주요�내용

1. 개�요
•� STPA� 배경,� 동향�등�개요
•� 가이드�주요�내용�및�용어

2. 전통적�위험분석�기법
•� 위험분석�개념�및�유형�
•� 위험분석�기법�특징과�한계점�

3.
STPA� 기법을�활용한�

위험분석�방법

•� 시스템�이론�기반� STAMP� 개념
•� STPA� 4단계�및�각�단계별�수행�방법�

4. STPA� 적용�사례 •� 원자력,� 항공,� 자동차�등�산업별� STPA� 적용�사례�
5. 맺음말 •� 결언�및�기대효과�

참고문헌 •� 참고문헌,�자료�

첨�부
•� STPA� 위험분석�보고서�템플릿�
•� STPA� Case� Study� 보고서(전자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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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STPA�개요

□�STPA�배경

안전 중요 시스템(Safety-Significant System)은 시스템의 오동작, 설계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나 막대한 재산 손실, 환경 파괴와 같은 중대 손실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같은 안전 중요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잠재된 위험을 개발단계부터 미리 식별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위험

분석 기법이 개발되어 활용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FTA(Fault Tree Analysis),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HAZOP(Hazard and Operability Study)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존 위험분석 방법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 위험분석 방법은 인과적 개념 즉, 사고는 시스템의 특정 

컴포넌트 문제에서 기인함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단순히 특정 컴포넌트 문제로 국한하기 어려워

졌다. 또한 최근 사고 양상을 보면 시스템2) 뿐 아니라 여러 시스템 외적인 요인(사람, 정책, 

환경 등)들이 결합해 발생함에 따라, 위험을 복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12년 미국 MIT 대학의 Nancy G. Leveson 교수는 기존 위험분석 기법과 

다른 새로운 관점의 위험 분석 방법인 STPA (System-Theoretic Process Analysis)를 

제시하였다.

□� � STPA�특징�및�장점

STPA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특정 컴포넌트의 실패(Component Failure) 보다는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 간 제어 문제(Control Problem)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STPA는 시스템을 

2)� 여기서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결합된�형태의�시스템을�의미함

1.1 STPA� 개요� 및� 가이드� 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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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때 모든 컴포넌트(또는 기능)들을 나열하고 조합하기 보다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어(Control) 관계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조화하여 이해한다. 따라서 STPA를 활용

하면 수많은 컴포넌트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도 추상화하여 이해하고 위험분석을 수행하기 

용이하다. 또한 STPA는 위험 분석 범위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국한되지 않는다. STPA는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범위 즉, 사람, 정책, 개발·운영 프로세스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위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STPA�활용�현황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항공, 자동차, 원자력, 의료 등 분야에서 STPA를 도입

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미국 SAE International의 항공 시스템 

표준인 ARP 4761A3) 개정판에 STPA가 추가될 예정이며, 자동차 기능 안전 표준 ISO 

26262(개정 2판)4)에  STPA가 위험분석 기법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NHTSA5)), 전력연구소(EPRI6)) 및 식약청(FDA7))에서도 안전성 분석에 STPA를 적용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본의 차량 시스템 표준화 단체인 JASPAR8)에서도 자율

주행차의 안전성 분석에 STPA 적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표� 1-1-1.� 항공,� 자동차,�원자력,� 의료�분야에서의�해외� STPA�적용�현황

3)� ARP� 4761A� :� Guidelines� and� methods� for� conducting� the� safety� assessment� process� on� civil� airborne� systems� and� � � � �
equipment
4)� ISO� 26262� :� 2011� Road� vehicles� � functional� safety�
5)� 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6)� EPRI� :�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7)� FDA�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8)� JASPAR� :� Japan� Automotive� Software� Platform� and� Architecture

구�분 주요�내용

항공

•� SAE� International� S-189)� 표준위원회는� ARP4761A의� Safety� Assessment에� STPA를�적용하는�
� � 방안을�검토�중임
� � � -� PASA(Preliminary� Aircraft� Safety� Assessment)� 및� PSSA(Preliminary� System� Safety� Assesment)에�적용�

� � � � 가능성�있음을� 2018년� STAMP� Workshop에서�시사함

•�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F44.50�위원회에서�WK60748(New� Guide�
� � for� Application� of� System-Theoretic� Process� Analysis� to� Aircraft)�표준10)을�개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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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S-18� :� Aircraft� and� Systems� Development� and� Safety� Assessment� Committee
10)� https://www.astm.org/DATABASE.CART/WORKITEMS/WK60748.htm
11)�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12)� US� NHTSA,� Functional� Safety� Assessment� of� Generic� Conventional,� Hydraulic� Braking� System� with� Antilock�
� � � � Brakes,� Traction� Control,� and�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2018.8
13)� IPA/SEC� :� 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 Japan/Software� Engineering� Center
14)� http://www.hyundai-ngv.com/carView.do?no=2066&search=all&keyword=&currentPage=2
15)� FDA,� Extending� STPA� to� Improve� the� Analysis� of� User� Interface� Software� in� Medical� Devices,� 2018.� 3.� STAMP� � � � � �
� � � � Workshop

구�분 주요�내용

•� FAA11)에서� ‘Software� Assurance� Approaches,� Considerations,� and� Limitations’� 보고서를� � �
� � 통해� STPA를�활용한� Software� Hazard� 분석�방법�제시함

자동차

•� SAE� international은� GM,� Ford,� Nissan,� Mercedes-Benz,� Toyota� 등� 11개� 회사가�참여하는
� STPA� Recommended� Practice� Task� Force를�구성
� � � � -� ISO� 26262� 2nd에서� STAMP/STPA를�위험분석�기법으로�포함할�예정

•� GM은� STPA를�활용한� v-Model을�개발하여�자사의� Safety� Process에�적용중임
•� 美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STPA를�적용한�차량시스템�위험분석�방법을�연구하여� �보고서12)로� �
� � � 발표

•� 일본의�차량�시스템�표준화�단체인�JASPAR는�일본�정보기술진흥원(IPA/Sec)13)과�함께�자율주행차의� �
� � � 안전성�분석�방법으로� STPA� 적용�계획을�발표함14)

원자력

•� 美 전력연구소�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는� 2013년부터� 일찌감치� STPA� 기법에� �
� � 주목,�FMEA�등�기존�위헙분석�기법과�STPA를�연계한�안전성�분석�방안을�연구하여�EPRI�프로젝트에� �

� � 자체적으로�적용

의료
•� 美 FDA에서는�의료�디바이스의� UI� 소프트웨어�요구사항을�도출하기�위해� STPA� 기법을�적용하는� �
� � 방안을�연구�발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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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가이드�개발�목적

해외에서는 2012년 STPA가 발표된 이래 항공, 자동차 등 안전 필수 도메인을 중심으로 

STPA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STAMP 

Workshop16)이 유럽, 일본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MIT에서 개발한 STPA 

Handbook(영문)을 각각 일본어와 중국어(예정)로 번역·보급하는 등 STPA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TAMP/STPA에 대한 인식이 

낮고 STPA를 적용한 사례 역시 극히 드믄 상황이다. STPA는 기존 위험분석 방법과 접근 관점이 

달라 처음에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으며, 국내에 아직까지 MIT에서 발간한 Handbook이나 

도서 외에는 관련 가이드가 없어 이해 및 활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는 

국내에도 STPA 기법을 소개하고 STPA의 이해와 활용을 돕고자 개발되었다. 현재 기존 

위험분석 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분석 기법 도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STPA(특히, STAMP)의 개념이나 세부 방법에 대한 이해 어려움, STPA 분석에 활용할 템플릿 

부족 등으로 인해 실무적 난관에 부딪힌 경우 본 가이드가 길라잡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6)� MIT에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서,� STAMP/STPA� 교육,� STPA� 연구나� 적용사례,� 관련� 이슈� 등을� 활발히�
� � � � 공유�및�논의(https://psas.scripts.mit.edu/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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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새로운 위험분석 기법인 STPA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STPA의 기반이 되는 STAMP 개념과 STPA의 절차 및 방법을 소개한다. Nancy G. 

Leveson 교수가 제시한 STPA 기본 개념을 충실히 소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외의 다양한 

STPA 적용 사례를 선별하여 함께 제시한다. 사례는 해외에서 발표된 많은 연구 결과 중 

STPA 적용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고 연구 목적과 시사점이 흥미로운 연구를 선정

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STPA 적용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분석 테이블이나, 보고서 문서 

형식이 존재하지 않아 분석 결과서를 작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손쉽게 STPA 

분석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STPA 위험분석 보고서’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전자연동장치를 

대상으로 직접 위험분석 한 결과를 ‘STPA 위험분석 보고서’ 로 작성하여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STPA 기법과 템플릿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표� 1-2-1.� 가이드�구성�및�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1. 개�요
•� STPA� 배경,� 동향�등�개요
•� 가이드�주요�내용�및�용어

2. 전통적�위험분석�기법
•� 위험분석�개념�및�유형�
•� 위험분석�기법�특징과�한계점�

3.
STPA� 기법을�활용한�

위험분석�방법

•� 시스템�이론�기반� STAMP�개념
•� STPA� 4단계�및�각�단계별�수행�방법�

4. STPA� 적용�사례 •� 원자력,� 항공,� 자동차�등�산업별� STPA� 적용�사례�
5. 맺음말 •� 결언�및�기대효과�
참고문헌 •� 참고문헌,�자료�

첨�부
•� STPA� 위험분석�보고서�템플릿�
•� STPA� Case� Study� 보고서(전자연동장치)

1.2 가이드�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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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및 STP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Nancy G. Leveson 교수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와 저서, 매년 미국, 유럽에서 개최되는 STAMP 워크샵 발표자료 등을 기반으로 본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STPA 기법은 2012년 처음 발표된 이후 세부 절차나 용어 등에 변화가 

있었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STPA 수행 절차로 ‘Engineering a safer world’ 가 발간된 

초기에는 사고 정의 과정 및 Control Structure 모델링 과정을 사전 준비 활동으로 정의, 

STPA 절차를 총 2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같은 사전 준비 활동을 STPA 

단계에 포함시켜 STPA 절차를 총 4단계로 변경하였다. 최신 STPA 수행 방법은 2018년 3월 

발간된 ‘STPA Handbook’ 에 제시되었으며, 본 가이드 역시 최신 발표된 방법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본 가이드에서 소개하는 해외 사례 중 과거 STPA 절차(2단계)를 기반으로 한 

경우, STPA 이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최신 STPA 수행 방법에 따라 4단계로 일목요연하게 

재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그림� 1-2-1┃ 가이드�개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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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각� 용어� 별로� 출처를� 별도� 표기하였으며,� 출처� 표기되지� 않은� 용어는‘Engineering� a� Safer� World� (Appendix� A
� � � � �Definition)’를�기반으로�함

∙ 안전(Safety)
   ‣ 사고를�유발할�수�있는�위험(hazard)으로부터�자유로운�상태(IEEE� 1228:1994) 
   ‣ 수용할�수�없는�리스크로부터�자유로운�상태(IEC� 61508)
∙ 소프트웨어�안전(Software� Safety)
� � � ‣ 사고를�유발할�수�있는�소프트웨어�위험(Software�hazard)으로부터�소프트웨어가�자유로운�상태(IEEE�1228:1994)�
∙ 사고(Accident)�
� � � ‣ 인명�피해,� 부상,� 재산손실,�환경오염과�같은�손실을�야기하는�의도치�않은�이벤트나�사건
∙ 손실(loss)�
� � � ‣ 인명�손실이나�부상,� 중요�임무�실패,�재정손실,� 시설파괴,� 정보�훼손�등의�피해
∙ 위험�또는� 위험원(Hazard)
� � � ‣ 특정�조건과�결합하여�사고(손실)를�야기할�수�있는�시스템의�상태
� � � ‣ 사고를�유발할�수�있는�현존하거나�잠재적인�위험�상태
∙ 위험도(Risk)�
� � � ‣ 위험원(Hazard)으로�인한�잠재적�영향.�즉,� 위험의�정도
∙ 위험분석(Hazard� Analysis)
� � � ‣ 위험(hazard)� 및�해당�위험을�유발할�수�있는�잠재�원인을�식별하는�활동
∙ 리스크(Risk)
� � � ‣ 피해의�발생�가능성과�이로�인한�피해의�심각성이�결합된�것� (ISO/IEC� GUIDE� 51)
∙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 � � ‣ 리스크�요소와�잠재적�원인을�식별하는�활동

1.3 용어�정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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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요소(Risk� Factors)
� � � ‣ 위험(hazard)� 및� 특정�조건(condition)� 혹은�환경�상태�등�사고를�유발할�수�있는�요인들
∙ 리스크�정도(Risk� Level)
� � � ‣ 사고(accident)를� 유발할�수�있는�위험�발생�가능성,� 위험발생�주기를�기반으로�한�리스크의�정도
∙ 리스크�평가(Risk� Assessment)
� � � ‣ 리스크�정도(Risk� level)를�결정하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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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석이란 사고(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상태나 조건들을 식별하고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위험분석은 사고(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위험과 그 원인들을 미리 식별하는 활동으로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위험분석 기법은 기반이 되는 사고모델(Accident Model)18)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순차적 사고 모델에 기반한 위험분석 기법과 시스템 이론 모델에 기반한 

위험분석 기법이 있다. 순차적 사고 모델은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 오작동이 전체 시스템의 

실패나 위험을 초래함을 기본 전제로 하며, 기존 위험분석 기법 중 FTA, FMEA, ETA 등이 

대표적인 순차적 사고 모델에 속한다. 기존 위험분석 방법은 최근 시스템 규모 및 복잡성 

확대, 복합적 양상을 띠는 사고 유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등장한 것이 시스템 이론에 기반한 사고 모델이다. 순차적 사고 모델에서는 시스템을 

컴포넌트들의 합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반면, 시스템 사고 모델은 시스템을 컴포넌트 간 유기적 

상호관계로 이루어진 통합적인 개체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사고 원인 역시 특정 

컴포넌트 문제 보다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제어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18)�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과� 시나리오를� 개념적으로� 모델화� 한� 것으로,� 사고의� 원인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 � � � 다양한�사고모델이�존재함

2.1 위험분석�개념�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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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사고�모델�유형에�따른�위험분석�기법19)

위험분석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2절에서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TA(Fault Tree Analysis), HAZOP(HAzop and Operability studies), ETA 

(Event Tree Analysis) 등 대표적인 전통적 위험분석 기법들을 각각 소개한다. 이어서 

2.3절에서는 시스템 이론 기반 모델 및 관련 위험분석 기법이 등장하게 된 이유인 전통적

위험분석 기법들의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19)� Accident� Models,� Arshad� Ahmad�
� � � � (https://arshadahmad.files.wordpress.com/2016/09/raam-p4accident-mode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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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화학, 원자력, 국방 등 안전 필수 산업분야에서는 각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을 개발해 왔으며, 무려 100여개의 위험분석 기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기법의 경우 특정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기존 기법을 극히 일부만 변형하여 기존 위험분석 기법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요 위험분석 기법은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TA(Fault Tree Analysis), HAZOP 

(HAzop and Operability studies), ETA(Event Tree Analysis) 등이 있다. 이들 위험분석 

기법들은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2-1>).

하향식 위험분석 방식은 발생 가능한 사고(또는 위험)의 결과(예: Accident, Top Event)를 

정의하고, 정의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가는 연역적(Deduction) 기법이다. 하향식 

위험분석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How-can’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상위 수준

에서 위험을 먼저 정의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 해당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원인)를 

시스템의 하위 수준에서 찾아낸다. 대표적인 하향식 위험분석 기법으로는 FTA가 있다.

상향식 위험분석 방식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결함이나 오류 등이 어떤 위험을 유발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귀납적(Induction) 기법이다. 또한 원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찾아내는‘What-if’분석이며 일반적으로 시스템 하위 단계에서 원인을 먼저 정의하고 해당 

원인이 초래하는 결과(위험)를 시스템 상위 수준에서 도출한다. 대표적인 상향식 위험분석 기법

으로는 FMEA, HAZOP, ETA 등이 있다.

2.2 전통적�위험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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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상향식�위험분석과�하향식�위험분석20)

2.2.1.� FTA� �

FTA(Fault Tree Analysis)는 고장(Fault)을 유발하는 원인(Cause)을 논리적인 조합을 

이용해 밝혀내는 기법이다. 고장과 고장의 원인이 나무(Tree) 형태로 그려지며 나무의 최상위에 

고장을, 최하위(뿌리, Root)에 최종 원인이 위치한다. 모든 원인은 다양한 논리 조합으로 엮여 

있으며,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Probability,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치)을 최종 

원인의 조합으로 계산하는 정량적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 FTA는 <그림 2-2-2>와 같은 

20)‘Traditional� Hazard� Analysis,� MIT,� 2016’내용을�바탕으로�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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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수행하며, <그림 2-2-3>은 수행 절차 ‘③ Fault Tree 전개’ 에서 그려지는 Fault tree의 

예를 나타낸다.

� 분석�대상�및�범위�정의 명세서와�설계서,� 매뉴얼�등을�활용하여�분석�대상�및�범위를�정의함

ê

‚ 고장/위험�정의 분석�대상의�고장이나�위험을�정의하고�최상위�이벤트(Top-level� event)로� 위치

ê

ƒ Fault� Tree�전개
� � � (원인�도출)

최상위�이벤트의�발생원인(Intermediate� event)을� 논리� 조합을�사용해�하위로�

위치시키고,�발생�원인의�원인을�더�이상�밝혀낼�수�없을�때까지�분석하여�근본�원인

(Root� cause� 또는� Basic� event)을�도출

ê

„ Fault� Tree�분석
� � � (원인�분석)

Fault� Tree를�분석하여�고장/위험의�최종�원인을�근본�원인의�조합(Cut-set)으로�

도출하고�최소�조합(Minimal� cut-set)으로�정리

┃그림� 2-2-2┃ FTA� 수행�절차

┃그림� 2-2-3┃ FTA�과정에서�생성되는� Fault� tree의�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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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이벤트인 고장을 가장 먼저 정의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근본 원인(또는 기본 이벤트)이 

도출될 때까지 작성한다. <표 2-2-1>은 이벤트와 이벤트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호

들을 나타내며, 이외에도 시스템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와 기호가 존재한다.

○표� 2-2-1.� FTA에서�사용하는�주요�이벤트�및�논리�게이트�기호

구분 명칭 기호 설명

이

벤

트

최상위� &�

중간�이벤트

Fault� Tree� 전개에서�사각형으로�표기하는�이벤트로서,� 중간� 혹은�

최상위�이벤트를�표기

비전개�

이벤트

Fault� Tree� 전개에서�마름모로�표기하는�이벤트로서,� 분석� 정보의�

부족으로�더�이상�분석�전개가�불가능�한�경우�표기

기본�이벤트
Fault� Tree에서�원으로�표기하는�이벤트로서,�가장�근본�원인이�되는�

이벤트�혹은�문제를�나타내는�데�사용

게

이

트

AND� gate 복수의�이벤트가�동시�만족(AND�조건)� 시� 적용하는� Gate

OR� gate 복수의�이벤트가�선택�만족(OR� 조건)� 시� 적용하는� Gate

XOR� gate 복수의�이벤트가�상호�배타적일�경우�적용하는� GATE

Fault Tree 작성을 통해 밝혀낸 최상위 이벤트(고장)의 원인이 되는 이벤트들의 조합을 

Cut-set이라고 한다. Cut-set은 원인을 중복으로 포함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들을 가진 경우가 

있으며, 중복 원인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한 Cut-set을 Minimal cut-set이라고 부른다. 

최종적으로 밝혀낸 Minimal cut-set은 시스템 신뢰성 평가 또는 시스템 개선 등에 활용될

21)� Bozzano,� M.� and� Villafiorita,� A.,“Design� and� Safety� Assessment� of� Critical� Systems-Figure� 3.3� An� example�
� � � � fault� tree.”CRC�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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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2.2. FMEA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이나 기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모드(Failure Mode)가 시스템에 미치는 결과 즉 영향(Effect)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상향식 분석 기법으로 <그림 2-2-4>와 같은 절차로 수행한다.

�분석�대상�및�범위�정의 분석�대상�및�범위를�명세서와�설계서,�매뉴얼�등을�활용하여�정의

ê

‚고장모드�도출 서브시스템�또는�기능을�나열하고�각각의�고장모드�도출

ê

ƒ고장모드�분석 고장모드의�발생도(Frequency)와�심각도(Severity),� 원인을�파악

ê

„영향�분석 고장모드가�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정의�및�평가

ê

…권고사항�도출 각�고장모드에�의한�시스템�위험을�줄이기�위하여�권고사항�도출

┃그림� 2-2-4┃ FMEA� 수행�절차

FMEA는 분석 목적에 따라 분석에 활용하는 워크시트 역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표 

2-2-2>는 가장 기본적 형태의 FMEA 워크시트로서 각 컴포넌트별로 고장모드와 잠재적 

원인, 영향 등을 분석, 해결 방안 도출을 주 내용으로 한다. FMEA의 기본 형태를 따르되 

신뢰도(Reliability)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장 발생도(Frequency), 

고장 위험도(Severity), 고장 검출도(Detection Rating)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위험정도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RPN(Risk Priority Number) 항목을 추가하는 형태로 변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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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Safety) 분석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 FMEA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 

2-2-3>과 같은 형태의 워크시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고장모드를 분석하되 해당 고장모드와 

관련된 위험(Hazard)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으로 인한 위험 정도(Risk)를 함께 분석한다. 

위험 정도 분석 결과는 위험이 수용 가능한지(Acceptable Risk) 여부를 판단하고 수용 불가한 

위험에 대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추가적으로 FMEA에 정량적인 

치명도 분석(Criticality Analysis)을 추가한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기법도 존재한다.

○표� 2-2-2.� FMEA� 기본�워크시트(예)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System:� � � � � � � � � � � � � � � � � � � )

Component
Failure�
Mode

Possible�
Causes

Effect Frequency Severity
Detection�
Rating

R
P
N

Action
required

ㆍ� System� :� 분석�대상�시스템명

ㆍ� Component� :� 분석�대상�컴포넌트

ㆍ� Failure� Mode� :� 이미�알려진�다양한�고장모드,� 또는�운영기록,� 재조기록,�시험자료�등을�활용하여�도출한�고장모드

ㆍ� Possible� Causes� :� 고장모드를�발생시킬�수�있는�원인

ㆍ� Effect� :� 고장모드에�의해�발생하는�영향

ㆍ� Frequency� :� 고장�발생�빈도

ㆍ� Severity� :� 해당�고장에�의해�초래되는�영향의�심각도

ㆍ� Detection� Rating� :� 해당�고장의�원인을�검출할�수�있는�정도

ㆍ� RPN� :� Frequency� ×� Severity� ×� Detection� Rating

ㆍ� Action� required� :� 고장을�제거하거나�완화하기�위한�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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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안전성�분석에�사용하는� FMEA� 워크시트(예)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System:� � � � � � � � � � � � � � � � � � � )

Component
Failure�

Mode

Failure�

Rate

Possible

Causes
Effect

Method� of�

Detection

Current�

Controls
Hazard Risk

Action�

required

ㆍ� System� :� 분석�대상�시스템명

ㆍ� Component� :� 분석�대상�컴포넌트

ㆍ� Failure� Mode� :� 이미�알려진�다양한�고장모드,� 또는�운영기록,� 재조기록,� 시험자료�등을�활용하여�도출한�고장모드

ㆍ� Failure� Rate(또는� Failure� Frequency):� 고장�발생빈도

ㆍ� Possible� Causes� :� 고장모드를�발생시킬�수�있는�원인

ㆍ� Effect� :� 고장모드에�의해�발생하는�영향

ㆍ�Method� of� Detection:� 고장을�발견할�수�있는�방법

ㆍ� Current� Controls:� 고장을�제거하거나�최소화하기�위한�기능

ㆍ� Hazard:� 고장이�발생시킬�수�있는�위험

ㆍ� Risk:� 위험으로�인해�발생하는�사고나�손실에�대한�정성적인�지표를�심각도(Severity)와� 발생률(Probability)의�곱으로� �

� � � 계산�가능�

� � � ※� 신뢰도(Reliability)� 분석에�사용하는� RPN과�대비되는�항목으로,�안전성(Safety)� 분석에는� Risk를�사용�
ㆍ� Action� required� :� 고장을�제거하거나�완화하기�위한�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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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FMEA� -� 발생도,� 위험도�기준(예)

FMEA를�통해�식별된�고장모드(Failure� Mode)의�위험도(Failure� Severity),� 발생빈도(Failure� Frequency)� 판단�기준(예)

은�다음과�같다.

∥� FMEA�고장�위험도(Failure� Severity)� 기준

심각도�수준 등급 사람�또는�환경측면�영향 시스템�측면�영향

치명적

(Catastrophic)
4

다수의�사망자�또는�

환경에�중대한�영향�미침
시스템�전체�손실

중대한

(Critical)
3

1인�사망이나�다수의�부상�또는

환경에�상당한�영향�미침

주요�서브시스템의�

손실

제한적

(Marginal)
2 경상�또는�환경에�상당한�위협�미침

서브시스템의�심각한�

손상

경미한

(Insignificant)
1 경미한�부상

서브시스템의�

작은�손생

∥ FMEA�고장�발생�빈도(Failure� Frequency)� 기준

발생빈도�수준 등급 정의 시간�당�발생빈도

빈번함

(Frequent)
6 빈번/연속적�발생�가능 100� <�빈도

종종�발생

(Probable)
5 종종�발생할�것으로�예상됨 1� <� 빈도� ≤� 100

가끔�발생

(Occasional)
4

시스템�수명�기간�동안�가끔�발생할�것으로�

예상
10-2� <� 빈도� ≤� 1

발생�가능

(Remote)
3 시스템�수명기간�동안�발생�가능�있음 10-4� <� 빈도� ≤� 10-2

발생�가능성�낮음

(Improbable)
2 예외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음 10-6� <� 빈도� ≤� 10-4

가능성�극히�희박

(Incredible)
1 발생�가능성이�극도로�희박함 빈도� ≤� 10-6

 ※� IEC� 62278�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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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HAZOP

HAZOP(HAZard and OPerability analysis)은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가능한 모든 이탈

상황(Deviation)을 도출하여 시스템의 위험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시스템의 이탈

상황은 파라미터(Parameter)와 가이드워드(Guide words)를 조합하여 정의한다. HAZOP은 

정의한 이탈 상황에 대한 원인과 결과,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HAZOP 분석은 시스템 개발 초기에 주로 이뤄지며 <그림 2-2-5>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분석�대상�및�범위�정의 분석�대상�및�범위를�명세서와�설계서,�매뉴얼�등을�활용하여�정의함

ê

‚이탈상황�도출
가이드워드(Guide�word)를�이용하여�각�파라미터별�다양한�이탈상황(Deviation)�

도출

ê

ƒ영향�및�발생원인�분석 이탈상황으로�인해�발생�가능한�영향�및�발생원인�분석

ê

„위험도�평가�및�
� � 개선사항�도출

안전조치�현황�파악�및�위험도�평가를�수행하고�개선사항을�도출

┃그림� 2-2-5┃ HAZOP� 수행�절차

<표 2-2-4>와 <표 2-2-5>는 이탈상황 도출 시 활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와 가이드워드를 

나타낸다. 파라미터와 가이드워드는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탈상황이 도출

되면 각 이탈상황에 대한 원인과 결과, 안전조치 사항, 개선 사항 등을 <표 2-2-6>과 같은 

워크시트(Worksheet) 작성을 통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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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HAZOP�파라미터(Parameter)

Parameter 설�명

Interface 시스템�간�인터페이스,� Man-Machine�인터페이스�등

Time 시스템�동작시간,� 데이터�처리시간�등

Action 시스템�동작�내용�혹은�운영자,� 유지보수자�조작�내용

Limit 데이터�처리�한계,� 성능상�한계�등

Procedure 운영ㆍ유지�보수�절차,�비상시�대응�절차

Outside 자연적�상황(지진,� 태풍,� 등)� 등� 의도적인�외부�장애조건

Data 제어명령,�현장�데이터�등

○표� 2-2-5.� HAZOP�가이드워드(Guide� words)

Guide�Words 설�명

No,� Not 설계�의도와�완전히�반대�상황

More/Less� than 양적인�초과�또는�부족�상황

As� well� as/Part� of 질적인�초과�또는�부족�상황

Reverse 설계�의도와�논리적으로�반대�상황

Other� than 다른�파라미터로�대체된�상황

Early/Late 시간�조건이�이르거나�늦어진�상황

Before/After 순서가�앞으로�오거나�뒤로�밀리는�상황

○표� 2-2-6.� HAZOP�Worksheet

Hazard� and� Operability� Analysis� (System:� � � � � � � � � � � � � � � � � � � )

Parameter
Guide�
word

Deviation Consequence
Possible�
causes

Safeguards Hazard Risk
Action�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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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System� :� 분석�대상�시스템

ㆍ� Parameter� :� 발생가능한�이탈상황을�도출하기�위한�파라미터

ㆍ� Guideword� :� 발생가능한�이탈상황을�도출하기�위한�가이드워드

ㆍ� Deviation:� 분석�대상의�이탈상황

ㆍ� Consequence:� 이탈상황의�결과

ㆍ� Safeguards:� 이탈상황을�방지하기�위한�현재의�안전조치�사항

ㆍ� Hazard:� 이탈상황이�발생시킬�수�있는�위험

ㆍ� Risk:� 위험으로�인해�발생하는�사고나�손실에�대한�정성적인�지표는�심각도(Severity)과� 발생률(Probability)의�곱으로� �
� � � 계산�가능
ㆍ� Action� required� :� 고장을�제거하거나�완화하기�위한�조치사항

2.2.4.� ETA�  

ETA(Event Tree Analysis)는 이벤트(Event)를 발생 순서에 따라 분석하여 사고나 위험 발생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분석 기법이다. 초기 이벤트(IE: Initiating event)부터 최종 결과

(Outcome)까지 Event tree를 사용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분석을 수행한다. ETA는 일반적

으로 시스템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적용하고 기본적으로 단일 컴포넌트부터 소프트웨어와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ETA는 원인(초기 이벤트)이 어떻게 파급·

전이되어 결과(최종 사고 또는 시스템 위험)를 유발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편적

으로 상향식 기법으로 분류되지만, <그림 2-2-6> 수행절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사고 

또는 시스템 위험을 먼저 정의하기 때문에 하향식 기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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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및�범위�정의 분석�대상�및�범위를�명세서와�설계서,� 매뉴얼�등을�활용하여�정의

ê

‚ 시스템�위험�또는�
� � � 사고�정의

시스템�위험�또는�사고를�정의

ê

ƒ 초기�이벤트�정의 ②에서�정의한�사고와�관련된�초기�이벤트(IE)를� 정의하여� Event� tree�왼쪽에�위치

ê

„ Event� tree� 전개
초기�이벤트(IE)로부터�최종�결과에�이르는�중간�이벤트들을�도출하고�중간�이벤트의�

성공/실패�여부를�분석하여�최종결과에�도달할�때까지� Tree� 생성

ê

… 결과(Outcome)� 분석 시스템�위험�또는�사고�시나리오의�발생�가능성을�계산�및�리스크�평가

┃그림� 2-2-6┃ ETA� 수행�절차

ETA는 초기 이벤트를 비롯한 모든 이벤트들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하여 최종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을 도출하는 정량적 분석기법이다. <그림 2-2-7>은 Event tree 전개 

방법을 나타낸다. 이벤트가 실패(Fail)했을 경우 사고나 위험을 유발하는 원인에 포함시키고, 

성공(Success)했을 경우에는 사고나 위험의 기여 요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확률에서 

제외한다(Scenario 2는 실패한 이벤트인 P0와 P3만을 발생 확률에 포함). Event tree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개하며 각 이벤트 발생확률은 PN으로 나타낸다.

┃그림� 2-2-7┃ Event� tree�전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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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은 대략 40∼60여 년 전에 개발된 기법이다. 대부분의 

기법은 현재의 시스템보다 규모가 작고 단순하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당시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전통적 위험분석은 사고 혹은 위험이 기술·기계적 고장이나 

실패, 인적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기본 가정한다. 따라서 특정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이나 

오류를 찾아내거나 반대로, 특정 고장이나 오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사고를 밝혀

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앞서 소개한 FTA, FMEA, HAZOP, ETA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2-2-7>과 같다. 이와 같은 전통적 위험분석 기법들은 시스템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나 

구성요소의 고장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 또한 조직이나 사람을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시켜 인적 요인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표� 2-2-7.� 전통적�위험분석�기법들의�주요�특징

기법 개발시기 정량/정성 귀납/연역 주요�적용�시기22) 위험식별 소프트웨어�분석

FTA 1961년 정량/정성적 연역적 설계(PD/DD23)) 불가능 SFTA24)로�확장�

FMEA 1949년 정량/정성적 귀납적 설계(PD/DD) 일부가능 SFMEA25)로�확장

HAZOP 1970년대 정성적 귀납적 설계(PD/DD) 가능 일부가능

ETA 1970년대 정량/정성적 귀납적 설계(PD/DD) 불가능 일부가능

22)� Hazard� Analysis� Techniques� for� System� Safety,� Clifton� A.� Ericsson� II,� WILEY-INTERSCIENCE.
23)� Preliminary� Design/Detailed� Design
24)� Software� Fault� Tree� Analysis
25)� Software�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2.3 전통적�위험분석�기법의� 특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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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시스템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와 높은 복잡성을 가지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을 제어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전통적 위험분석 기법을 현대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일례로, 美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는 FTA나 FMEA가 하드웨어의 오류 분석을 주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복잡한 논리구조를 가진 소프트웨어의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다고26) 밝혔다. 이와 

같은 전통적 위험분석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스템 이론 모델을 기반으로 STPA 

기법이 제안되었으며, 다음 3장에서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26)�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NUREG/IA-0254:� Suitability� of� Fault� Modes� and� Effects� Analysis� for
� � � � �Regulatory� Assurance� of� Complex� Logic� in�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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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STAMP�배경

기존 전통적 위험분석 기법은 약 50년 전 소프트웨어 비중이 적고 현재 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모델로 개발된 기법이다. 이 방식은 시스템의 오동작을 발생시키는 

구성요소를 식별해 대체하거나 보완한다면 사고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다. 당시 

시스템들은 분리 관계가 명료하여 독립적인 분석이 가능했으며,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 또한 단순

하였기 때문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컴포넌트 결함이나 이벤트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위험

분석이 가능했다. 하지만, 점차 전기전자제어시스템이 증가하면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지게 되어 기존 위험분석 방법으로는 분석이 어려워졌다.

┃그림� 3-1-1┃ 시스템�특성�변화에�따른�새로운�위험분석�기법의�필요성27)

27)� Nancy� G.� Leveson,“Engineering� a� Safer� and� More� Secure� world(2016)”발표�내용을�그림으로�재구성�함

3.1 STAMP�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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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템 이론(Systems Theory)에 기반한 사고 모델이 등장

하게 된다. STAMP(System Theoretic Accident Model and Process)는 시스템 이론에 

기반한 대표적인 사고 모델로서 2012년 MIT의 Leveson G. Nancy 교수에 의해 발표되었다. 

STAMP 모델을 기반으로 STPA, CAST, STPA-SEC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이 개발되어 

자동차, 항공과 같은 중요 분야의 시스템 분석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그림� 3-1-2┃ STAMP�모델과�응용�기법28)

28)� John� P.� Thomas,� Systems� Theoretic� Process� Analysis(STPA)� Introduc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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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STAMP�개념

가.� � STAMP�기본�개념

STAMP(System-Theoretic Accident Model and Processes)는 시스템 이론(Systems 

Theory)에 기반한 사고 분석 모델 및 프로세스이다. STAMP는 FTA, FMEA, ETA와 같은 분석 

기법(Analysis)이라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구조화하고 식별하는 관점과 절차를 

제시하는 모델이자 프로세스라 볼 수 있다. 

STAMP에서 사고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존의 위험분석 기법에서 제시하는 관점과 

큰 차이가 있다. ‘chain of event’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분석 기법은 특정 기능이나 

컴포넌트의 결함, 동작 실패(failure), 특정 이벤트에서 사고가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STAMP

에서는 사고의 발생 원인을 단순히 특정 이벤트나 기능 실패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STAMP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간 제어문제(control problem)에서 사고가 발생

한다고 본다. 또한, STAMP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시스템 그 자체 뿐 아니라, 시스템에 관여된 

인력, 사회적·조직적 구조, 제도·정책 등 복합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사고를 분석할 때는 ‘왜 시스템 동작이 실패했고, 동작 실패가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는가?’ 의 

관점에 국한하기 보다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어(control)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또는 왜 부적절한 제어가 일어났는지?’ 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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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부적절한�제어에�의한�위험상황으로의�전이29) 

나.�시스템�이론에�대한�이해

STAM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바탕이 되는 시스템 이론(Systems Theory)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은 1975년 John Wiley에 의해 소개된 ‘Systems Thinking’ 이론을 기반

으로 한 것으로 시스템은 시스템을 이루는 각 부분(예: 서브시스템, 컴포넌트)의 단순 합이 

아니라, 각 부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시스템을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통합적(Holtistic)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각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갖는 고유한 역할과 속성 외에 새로운 속성이 추가적으로 발현(emergence)

되는데, ‘안전(Safety)’ 이 대표적인 발현 속성(Emergent Property)에 해당한다. 시스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 ‘발현(emergence)’ 과 ‘커뮤니케이션 및 

제어(communication & control)’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9)� � Nancy� G.� Leveson,“Engineering� a� safer� world,”2011,� p78



STPA를�활용한�위험분석�가이드

34

(1) 발현(Emergence)

발현(Emergence)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스템은 컴포넌트 간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다. 시스템을 구성

하는 컴포넌트들은 각각 고유한 역할(responsibility)을 가지고 동일 계층 또는 상·하 계층에 

속한 다른 컴포넌트들과 제어(control) 또는 피드백(feedback)와 같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상호작용 관계에서 한 컴포넌트의 동작 결과가 다른 컴포넌트에 동작에 대한 제약

사항(constraints)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스템을 통합적 관점 즉, 컴포넌트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합된 개체로 인식할 때, 시스템을 단순 개별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바라볼 때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속성이 나타나는데 이 같은 특성을 발현(Emergence)이라 

한다. 발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과’ 의 속성을 예로 들면, ‘사과’ 는 ‘사과 세포’ 라는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과 모양(shape of apple)’ 이라는 속성은 ‘사과’ 를  ‘사과 

세포’  단위가 아닌 ‘사과’ 라는 개체로 통합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속성이다. 바로 ‘사과 모양’ 이 ‘발현’ 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속성에 해당한다.

     

┃그림� 3-1-4┃ 발현�속성(Emergent� Properties)30)

30)� Nancy� G.� Leveson,� John� P.� Thomas.,“STPA� Handbook,”201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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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안전’ 이 대표적인 시스템적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발현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안전’ 에 대한 흔한 오해 중의 하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각각의 ‘신뢰성’을 

보장하면 안전이 자연스럽게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신뢰성31)’ 이 보장된다고 하여 

반드시 ‘안전’ 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한가에 대해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소를 구성하는 중요 서브시스템 또는 컴포넌트(예: 냉각수 밸브)들이 목표된 ‘신뢰성’ 

수치를 달성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 하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 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또는 컴포넌트 간 상호작용과 영향, 관련 정책/지침, 운영자의 액션, 운영 상황 등이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커뮤니케이션 및 제어(communication & control)

시스템 이론의 기반이 되는 또 다른 개념은 상호작용 즉, 커뮤니케이션 및 제어(communication 

& control)이다. 시스템이 최소 2개 이상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계층구조 상에서 상위 

레벨에 있는 컴포넌트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컴포넌트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하여 Control Action을 내리고 이에 대한 Feedback을 전달받는 Control Loop 구조(<그림 

3-1-5>)를 갖는다. 

┃그림� 3-1-5┃ Control� Loop� 구조32)

31)� 일정�조건�하에�목표�시간�동안�부여된�역할을�실패없이�충실히�이행하는�능력
32)� Nancy� G.� Leveson,“Engineering� a� safer� world,”2011,�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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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관계에서 Control Loop 구조는 기본적으로 Controller, Actuator, Sensors, 

Controlled Process로 이루어진다. Feedback(Measured Variables)을 통해 프로세스 상태를 

파악하고 사전에 정의된 알고리즘에 따라 Actuator에 Control Action(Controlled Variables)을 

내린다. 이어, Controlled Process는 Actuator에 의해 전달받은 Controlled Action(Controlled 

Variables)에 따라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계층적 관계에서 각 레벨은 하위 레벨의 동작을 허용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제한(behavior

constraints)을 가한다. Control Action을 하위 레벨 컴포넌트에 대한 일종의 제한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고는 부적절한 컨트롤이 일어나거나 안전 제약사항(Safety Constraints)이 하위 레벨 

컴포넌트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부적절한 컨트롤은 안전 제약사항이 누락 

즉, 안전을 위해 이행되어야 하는 책임의 식별과 할당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피드백 등에 의해 

부적절한 제어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또는 명령은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었지만 하위 레벨에 

의해 잘못 이행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기존에는 동작의 실패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시스템 동작에 적절한 안전 제약사항을 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STPA 역시 부적절한 제어에 의해 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Unsafe 

Control Action을 식별하고 Unsafe Control Action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인을 분석, 

안전 제약사항을 도출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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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STAMP�구성�요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TAMP는 발현(Emergence), 커뮤니케이션 및 제어(Communication 

& Control) 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안전 제약사항(Safety Constraints), Control Structure, 

Process Model 등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가.�안전�제약사항(Safety� Constraints)

STAMP에서는 사고가 ‘point of failure(특정 기능 또는 컴포넌트의 실패)’ 에 기인하기 

보다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요구사항 즉, Safety Constraints(이하, 

안전 제약사항)가 준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point of failure’ 를 식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개별 컴포넌트 관점에서 문제 

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각 컴포넌트 또는 컴포넌트와 외부 요소 간에 상호작용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전 제약사항을 도출하는 방법은 시스템 레벨에서 위험(Hazard)를 도출하고 해당 위험이 발생

하지 않는 상황을 제약사항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SGC 시스템(Subsea Gas Compression 

시스템)을 예로 들면, 해당 시스템과 관련한 위험(Hazard)으로 ‘가스가 유출되는 상황에도 

SGC 시스템이 계속해서 Gas compressing을 수행함’ 이 도출될 수 있다. 해당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 제약사항 즉,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SGC 시스템은 가스가 유출될 

때에는 Gas compressing을 중지해야 함’ 이 대응될 수 있다.



STPA를�활용한�위험분석�가이드

38

○표� 3-1-1.� 안전�제약사항(예)� -� Subsea� Gas� compression� system33)

구분 내용 비고

시스템�위험

H1:� SGC� 시스템이�가스가�유출되는�상황에서도�계속� Gas� Compressing을�수행한다.

-H2:� SGC� 시스템이� Abnormal� 상태에서도�계속�동작한다.

H3:� SGC� 시스템�성능저하로�최대치만큼� Gas를�생산하지�못한다.

안전�제약사항

SC1:� SGC� 시스템은�가스가�유출될�때� Gas� Compressing을�중지해야�한다. H1

SC2:� � SGC� 시스템은�비정상적�운영� 상태로�운영되어�중요� 설비가�파손(damage)되지�

� � � � � � 않도록�해야�한다.
H2

SC3:� SGC� 시스템은�최대�목표량만큼�천연가스를�생산할�수�있어야�한다. H3

시스템을 이루는 컴포넌트의 구성이 다양하고 컴포넌트 간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안전 

제약사항을 도출할 때 Bottom-up 방식 보다는 Top-down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즉, 먼저 시스템 레벨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 레벨 안전 제약

사항을 도출한다. 이어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Unsafe Control Action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분석이 깊어짐에 따라 서브시스템이나 컴포넌트 레벨로 좀 더 상세하게 안전 제약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표� 3-1-2.� 안전�제약사항(예)�

System System-Level� Constraints Sub-constraints

SGC

(Subsea� Gas

Compression

System)

SC2:� SGC� 시스템은�비정상적�운영�

상태로� 운영되어�중요� 설비가� 파손

(damage)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SC2-1:�액체물질이�Gas�compressor에�유입되어서는�안된다.

SC2-2:� Gas가� liquid� pump에�유입되어서는�안된다.

SC3:�SGC�시스템은�최대�목표치�만큼�

가스를�생산할�수�있어야�한다.

SC3-1:� GC�시스템은�Gas� compression이�요구될�때,� Gas�

compressing을�멈춰서는�안된다.

SC3-2:� 시스템은�최적화된�운영�조건(설정�등)� 하에� 동작

해야�한다.

33)� ‘Application� of� STPA� of� Subsea� Systems(2018)’,� Dr.� Kim� Hyungju,� Prof.� Lundteigen,� Mary�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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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ntrol� Structure

STPA는 위험이 Control의 문제에서 발생함을 착안하여, 시스템을 Control과 Feedback 

관점으로 추상화,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Control Structure 도식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Control Structure를 활용하면 Control Action에 필요한 Feedback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Feedback이 제공되는 경우, Feedback 없이 임의로 Control Action이 수행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컴포넌트에 복수의 명령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등을 시각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림� 3-1-6┃ Control� Structure(예)34)

Control Structure는 <표 3-1-3>과 같이 Controller, Controlled Process, Control 

Algorithm, Process Model 등으로 이루어진다.

34)� Nancy� G.� Leveson,� John� P.� Thomas.,� STPA� Handbook(MIT,� 2018),�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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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Control� Structure� 요소

Control� Structure 구성요소�

Controller
제어� 명령을� 내리는� 주체로서� 사람,� 소프트웨어,� 기기,�

사회적�제도,�정책�등도�포함

Controlled� Process 제어�대상�객체

Control� Algorithm
제어� 명령을� 내리기� 위한� 컨트롤� 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decision-making� process)

Process� Model
Controller가� 제어명령을� 내리는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정보

Control� Action Controller가� 내리는�제어�명령

Feedback
Controlled� Process에서� 제어� 명령을� 이행한� 결과,� �

Controlled� Process의�상태값�등의�정보

Control Structure는 처음부터 상세하게 도식화할 수도 있으나, 시스템 구조 관계가 복잡할 

경우 상위레벨에서 추상화하여 단순하게 도식화 하고 점차 반복하여 상세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하는 기본 방법은 <표 3-1-4>와 같다.

○표� 3-1-4.� Control� Structure� 도식화�기본�방법

①�시스템을�구성하는�서브시스템을�먼저�확인하고,� 위험(hazard)와�관련�있는�서브시스템을�식별한다.

②�서브시스템을�제어�관계에�따라� Controller,� Controlled� Process를�계층적�구조로�도식화�한다.

③� Controller와� Controlled� Process에�책임을�정의한다.

④�정의된�책임을�바탕으로�각� Controller의� Control� Action을�정의한다.

⑤�피드백을�도출한다.

또한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 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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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Control� Structure� 도식화�시�유의사항

①�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할�때� 물리적인�구조에�얽매이지�않고� 기능적�관점에서� Controller,� Controlled

� � � Process를�식별한다.

②� Controlled� Process가�하나�이상의� Controller에� 의해�제어되는�구조인지�확인하고,� 이에�맞게� Controller가�

� � � 누락되지�않도록�유의한다.

③� 서로� 상충되거나� 누락된� 책임(responsibility)이� 없는지� 검토하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Control

� � � Action이�모두�포함되었는지�여부를�확인한다.

④� “command”또는“feedback”과� 같이� 모호하게� 기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어� 또는� 피드백인지�

� � � 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

⑤� 피드백의� 누락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되,� 개발� 초기� 특성상� 피드백� 식별이� 어려운� 경우� 추후� 누락된� 피드백을� � �

� � 반드시�보완하도록�한다.

Control Structure는 다소 그 개념이 생소하여 물리적 모델(Physical Model)과 동일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보편적으로 시스템 구조도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도식화 

하거나 컴포넌트 또는 기능 단위 블록 다이어그램을 의미한다. 그러나 Control Structure는 

단순히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조합하여 도식화 한 것이 아니라 제어 명령을 내리는 

객체와 대상을 중심으로 제어 관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즉, 제어 명령을 내리는 객체와 대상을 

먼저 식별하여 도식화 하고, 이들 사이에 주고받는 Control Action과 Feedback을 표시한다. 

STPA Handbook에서는 Control Structure에 대한 이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Control Structure에 대한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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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Control� Structure� 특징

①� A� Control� Structure� is� not� a� physical� model� �

� � � :� Control� Structure는� 물리적인� 모델(Physical� Model)이� 아니다.� 기능을� 중심적으로� 도식화� 한� 것으로

� � � � 물리적�블록다이어그램이나�계통도(a� schematic� diagram)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②� Control� Structure� is� not� an� executable� model

� � � :� Control� Structure는� 항상� 실행� 가능한�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모델이� 아니다.� 사실,� Control� Structure는� � � � � �

� � � � 종종� 실행� 가능한�모델을�포함하지�않는� 구성요소(예:� 사람)를� 포함한다.� 가령,� 필요한� 실행� 명령이� 전달되지� � � �

� � � � 않을� 수� 있으며,� 부적절한� 명령이� 전달되거나,� 실행� 명령을� 받은� 객체가� 명령을� 항상� 이행하지� 않을� 수� � � � �

� � � �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Control� Structure를� 분석하여� 시스템에� 필요한� 동작� 제약사항,� �

� � � � 요구사항,� 기능명세를�도출한다.

③� Control� Structure� does� not� assume� obedience

� � � :� Control� Structure에� 도식화되는� Control� Action이나� Feedback은� 실제로� 실행되는� 명령어� 또는� Feedback� �

� � � � 메시지를�의미하기�보다는�두�객체�간의�주고받는�일종의�정보를�의미한다.

④� Use� abstraction� to� manage� complexity

� � � :� 위험분석의�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는�시스템의�복잡성이다.� Control� Structure는�이와� 같은� 복잡성�문제를� � �

� � � �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추상화하여� 표현� 한다.� 가령,� 실제� 비행기� 조종이� 2~3사람의� 파일럿에� 의해

� � � � 수행된다면� 파일럿이라는� 객체로� 그룹화� 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구성요소를�버튼,� 스위치,� 레버� 등으로�

� � � � 나열하기보다� 컴포넌트를� 기능에� 따라� 추상화� 하고� 객체� 간� Control� Action이나� Feedback도� 개념적으로�

� � � � 추상화하여�단순화�할�수�있다.

기본적으로 Control Structure는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STAMP에서는 시스템을 계층적 구조로 이해하되 계층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다 거시적 범위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즉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 할 때, 범위를 

단순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나 

운영 프로세스 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나 지침과 같은 사회적(Social) 

측면, 운영자나 관련 조직 등 인적 측면을 모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STAMP에 기반한 

STPA를 활용해 위험분석을 하면,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적 측면(Technical 측면) 이외에도 인적 측면(Human Factor 측면), 사회적 측면(Socio 

측면)에서도 다양하고 유연한 위험 및 위험 원인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3-1-7>은 이 

같은 Control Structure 특성을 잘 나타낸다. 해당 그림은 미국의 항공 교통 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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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tructure로서, 시스템 개발 측면(System Development)과 시스템 운영 측면(System 

Operation)을 Control Structure에 모두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스템을 신뢰성 있게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개발자는 시스템 개발 측면에만 주안점을 두면 되지만, ‘안전’ 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측면 둘 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가령 시스템 설계나 개발 공정과 같은 

개발 측면의 문제가 위험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안전 운전 제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운영자 

미숙 또는 실수, 시스템 성능 저하와 같은 운영 측면의 문제에 의해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림 3-1-7>과 같이 정부, 기관, 단체 등의 조직이나 각 조직에서 사용하는 

법률, 제도, 지침도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객체 요소로서 Control Structure 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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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Socio-Technical� Control� Structure35)

35)� Nancy� G.� Leveson,� Engieering� a� Safer�World(MIT,� 2011),�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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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rocess�Model

Process Model은 Control Action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의미한다. 가령, 시스템 

상태 정보, 상태 변경 방법, 시스템 변수 간 제약사항, 제어 규칙 등이 해당 된다36). 

Process Model은 다양한 형태의 Feedback을 통해 그 값이 업데이트 된다. Feedback이 

누락 또는 부정확한 경우 Process Model이 잘못되어 부적절한 Control Action이 일어날 수 있다. 

항온 항습기를 간단히 예로 들어 Process Model의 개념을 이해해보자. 만일 항온 항습기가 

인지하고 있는 현재 실내 온도가 설정값 이하로 내려가면 항온항습기(Controller)는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heating” 명령(Control Action)을 내린다. 이후, 항온항습기(Controller)는 

온도센서(Sensor)로부터 현재 실내 온도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수신하여, 현재 실내온도 

상태값(Process Model)을 전달받은 실내온도로 업데이트 한다. 이 때, 만일 현재 상태 값 

즉, Process Model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잘못된 Control Action이 실행되거나 

Control Action이 누락될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Control Action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rocess Model이 정확한 타이밍에 누락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그림 3-1-8>은 Train Door Control System의 Process Model 예이다. Door Controller가 

Open door 혹은 Stop door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조하는 Process Model은 Door Position, Door 

State, Train Position, Train Motion, Emergency가 해당한다. 

36)� ��단순� 상태�값이� 아닌� 제약사항,� 규칙� 등� Control� Action을� 내리는데�필요한�다양한�유형의�정보들을�포괄하므로‘�Variable’이� � � � � �
� � � � � �아닌� ‘Model’�이라는�용어를�사용한�것으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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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Train� Door� Control� System� Process� Model(예)37)

<그림 3-1-9>는 항공기 제어시스템의 Process Model 예이다. Controller인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Brake 등의 Control Action을 취하기 위해 참조하는 상태값 즉, Process Model은 

Flight Mode, Autobrake 상태,  BSCU 상태, 활주로 길이 등이 있다. 

37)� A� Comparison� of� STPA� and� the� ARP� 4761� Safety� Assessment� Process,� (MIT,� 201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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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항공기�제어시스템의� Process� Model(예)38)

<그림 3-1-8> 및 <그림 3-1-9>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Process Model은 Controlled Process의 

상태 값 이외에도 Controller가 Control Action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른 정보(예: Runway length, 

Train Position, Train Motion)도 포함할 수 있다.

38)� A� Comparison� of� STPA� and� the� ARP� 4761� Safety� Assessment� Process,� MIT� Technic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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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Process� Model� 오류로�인한�사고�발생�

Process� Model� 오류로�인한�사고(예)

Process Model 오류로 인한 대표적 사고로 화성 극지 탐사선 사고를 들 수 있다. 화성 
극지 탐사선은 1999년 미국 NASA에서 화성 탐사를 위해 발사한 것으로 탐사선이 착륙을 
앞두고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다. 화성 극지 탐사선에 탑재된 엔진 제어기는 Body에 전해지는
진동의 세기를 기반으로 지표면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계되었다. 

사고 분석 결과, 공교롭게도 사고가 일어난 당시 엔진 제어기(Controller)가 “착륙선 상태
값(Process Model) = arrive” 라는 메시지 즉 Feedback을 수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엔진 제어기(Controller)는 현재 탐사선이 화성 표면에 착륙한 것으로 식 하고 “engine 
off” 명령(Control Action)을 내렸다. 이에 엔진 제어기(Controlled Process)는 해당 명령에 
따라 ‘정상적’ 으로 “Power off ” 되었다. 엔진 제어기에 전달된 메시지는 화성 극지 착륙선이 상공 
1,300m 지점에서 착륙 준비를 위해 다리를 전개한 시점에 Body에 전달된 진동을 ‘도착’ 으로 인해 
발생한 진동으로 오인해 발생된 메시지였다. 

이와 같이 화성극지 탐사선 사고는 정의된 알고리즘에 따라 엔진 제어기 기능은 ‘충실히’ 
이행되었지만 Process Model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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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STPA�개념�및�특징

STPA(System Theoretic Process Analysis)는 STAMP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분석 기법으로, 

시스템 생명주기 전(全) 과정에 걸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과 발생 원인을 시스템의 상위 수준

에서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이다. 특히 STPA는 ‘시스템의 안전(Safe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안전 제약사항(Safety Constraint)을 지킬 수 있도록 제어(Control)해야 한다.’ 는 

관점을 가진다. 즉 STPA는 위험(Hazard)을 특정 기능의 실패나 컴포넌트 오류 문제로 인식

하기보다는 시스템과 시스템 또는 구성요소들 간 제어 문제(Control Problem)에서 발생함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 때 시스템 구성요소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시스템 뿐 아니라 인력, 

사회 조직, 제도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STPA 기반 위험분석은 시스템을 제어 관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당 제어 관계 중 위험을 유발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제어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고 정의에서 시작하여 원인 

시나리오(Causal Scenario) 도출을 수행하는 하향식 분석 체계를 가지며, 크게 4단계로 구성된다. 

STPA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분석 과정에서 안전 제약사항(Safety Constraint)과 안전 

요구사항(Safety Requirement)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 제약사항은 위험을 발생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수준의 요건을 의미하며 안전 요구사항은 Component(구성요소) 

수준의 요건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2018년 3월 ‘STPA Handbook([1])’ 을 통해 발표된 

최신 STPA 방법을 반영하여 STPA 4단계를 소개하고 각 단계별 수행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3.2 STPA� 기법을� 활용한� 위험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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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STPA�절차�

STPA를 활용한 위험 분석은 <그림 3-2-1>과 같이 크게 4단계로 수행된다. 분석 대상과 

관련한 사고39) 및 위험을 정의하고 분석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1단계,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하는 2단계, Unsafe Control Actions 도출하는 3단계 및 Causal factors를 도출하고 

원인 시나리오(Causal Scenario)를 정의하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STPA 각 

단계별로 ‘Engineering a Safer World40)’ 에서 소개하는 ‘Door Interlock System’ 의 예 

등 다양한 예시를 포함하였다. 

┃그림� 3-2-1┃ STPA� 절차

가.� � 1단계:�사고�및�위험�정의

1단계는 STPA 위험 분석 목적이 어떠한 종류의 사고(인명 피해, 환경오염, 임무실패, 막대한 

재산 손실 등)를 예방하기 위함인지를 결정하고 분석 대상이 되는 시스템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

이다. 분석 목적에 대한 정의는 다시 사고 정의, 시스템 수준 위험 정의, 시스템 수준 안전

제약사항 도출 등 세부 단계로 구분된다.

39)� ‘Engineering� a� Safer� World’에서는‘사고(Accident)� 정의’라는� 용어가� 쓰였으나,� 최근� 발표된� STPA� Handbook�
� � � � � (1단계)에서는‘사고(Accident)’라는�용어를‘손실(loss)’이라는�용어로�변경해�제시하고�있다.� ‘사고’와‘손실’은�엄밀하게�다른�의미이나,
� � � � � ‘사고’의� 정의� 자체가‘손실’을� 야기하는�예기치�않은� 사건을�의미하여� STPA� Handbook에서는�사실상‘사고’와‘손실’을� 엄격하게�
� � � � �구분하지�않고�사용한다.�동일한�맥락에서�본�가이드는�보다�보편성을�갖는‘사고(Accident)’라는�용어를�사용한다.
40)� Nancy� G.� Laveson,“Engineering� a� Safer�World,”MIT�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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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정의(Identifying� accidents� or� losses)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정의한다. 사고 종류로는 인명 손실 또는 부상, 재산 손실, 환경 

오염 뿐만 아니라 중요 정보 손실 또는 유출, 목표 달성 실패, 명성 손실 등도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 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은 분석하고자 하는 사고 범위를 정의해야 하며, 해당 사고는 추적이 

용이하도록 ID를 부여하해야 한다.

분야별�사고�정의�사례41)

분야 사고�정의�사례(연구보고서/해당�연구보고서에서�도출한�사고)

항
공
분
야

“STPA� Applied� to� Air� Force� Acquisition� Technical� Requirements� Development”
A1:� Loss� of� life/injury
A2:� Loss� of� or� damage� to� UAV� aircraft
A3:� Loss� of� mission

“STPA� for� Airports:� Safety� Hazard� Analysis� for� Airport� Operations� in� Hub� Airports”
A1:� Loss� of� life� or� injury� to� people�
A2:� Loss� of� or� damage� to� aircraft�
A3:� Loss� of� or� damage� to� service� vehicle/equipment�
A4:� Loss� of� or� damage� to� infrastructure� components�
A5:� Loss� of� transportation�

“A�complete�STPA�Application�to�the�Air�Management�System�of�Embraer�Regional�Jets� family”
A1:� Loss� of� Life� /� Injury� (suffocation,� eye/ear� irritation� etc.)
A2:� Loss/damage� to� aircraft� and� its� equipment
A3:�Mission� Interruption� or� delay

자
동
차

“Building� Behavior� Competency� into� STPA� Process� Models� for� Automated� Driving� Systems”
A1:� Two� or� more� vehicles� collide
A2:� Vehicle� collides� with� non-fixed� obstacle
A3:� Vehicle� crashes� into� terrain
A4:� Vehicle� occupants� injured� without� vehicle� collision

“Engineering� for� Humans:� STPA� Analysis� of� an� Automated� Parking� System”
A1:� Two� or� more� vehicles� collide
A2:� Vehicle� Collides� with� Pedestrian
A3:� Vehicle� occupant� injury

해
양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Applying� STPA� to� Subsea� Operations”
A1:� Loss� of� life� or� injury� to� people�
A2:� Environmental� loss
A3:�Damage� to� valuable� SGC
A4:� Reduced� gas� produ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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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Door� Interlock� System의�사고

� � Door� Interlock� System은�고압�전류가�흐르는�특정�공간을�차단하기�위한�시스템으로,�사람이�고압�전류에�노출된�

공간에�입장하고자�문을�열면�해당�고압전류가�차단되어�사람이�고압전류에�노출되지�않게�하는�안전�시스템이다.�이�

시스템에서는�사람이�고압�전류에�노출되어�사망�또는�부상당하거나,�물체가�고압전류에�노출되어�손실되는�경우를�사고로�

식별할�수�있다.�

ID 설명

A1 사람이�고압�전류에�노출되어�사망�또는�부상당함

41)� http://psas.scripts.mit.edu/home/2018-stamp-workshop-presentations/

“A� New� Approach� to� Hazard� Analysis� for� Naval� Systems”
A1:�Multi-vessel� collision� [OSV(Offshore� Supply� Vessel)-OSV,� OSV-Target� Vessel]
A2:�OSV� collision� with� external� structure� (static,� dynamic)
A3:�OSV� running� aground� (shore� or� ocean� floor)

의
료

“Experiences� with� STPA� in� Radiation� Therapy”
Patient� injured� or� killed� from� radiation� exposure
Staff� injured� or� killed� from� radiation� exposure
Physical� injury� to� patient� or� staff� during� treatment� (not� from� RT)
Damage� to� equipment
Damage� to� patient� or� staff� satisfaction,� or� hospital� reputation

“STPA� Analysis� of�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Loss� of� life� or� serious� injury� to� patient
Patient’s� pain� is� not� relieved
Loss� of� protected� patient� or� proprietary� hospital� information
Financial� loss� or� loss� of� hospital� reputation

철
도

“Scenario� Based� STPA� Analysis� in� Automated� Urban� Guided� Transport� System”
A1:�When� the� train� is� running,� the� passengers� fall� outside� the� car
A2:� Passengers� were� hurt� in� the� passenger� door� closing� process�
A3:�The�passengers�were�caught� in� the�middle�of� the�door�and� the�door� fell�off� the�platform�
or� the� train� starts� to� drag� the� passengers,� causing� passengers� casu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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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수준�위험�정의(Identifying� system-level� hazards)

위험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 시스템을 선정하고 시스템 범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범위는 설계나 운영관리 등을 통해 제어(Control)가 가능한 부분을 범위로 정의하는 것이 

좋다. 제어가 불가능한 부분을 위험분석 범위에 포함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사실상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의 경우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원자로 정지 시스템 제어 문제, 도시 위치, 풍향, 풍속 등 다양하다. 이 때 도시 위치나 

풍향, 풍속과 같은 요인은 시스템 엔지니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위험분석 범위에서 

제외한다.

위험 분석 대상 범위를 정의한 후에는 위험을 정의한다. 위험 정의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 상태 또는 조건을 식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의한다.

첫째, 하나의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위험을 정의하지 않고, 시스템 수준의 상위 개념에서 위험을 

정의해야 한다. 위험은 시스템 내 특정 컴포넌트 문제에서 발생하기보다 여러 컴포넌트들이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발생하므로 컴포넌트 수준이 아닌 시스템 수준에서 위험을 식별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 설계자에 의해 제어할 수 없는 부분(예: 외부 환경적 조건)은 위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유는 앞서 시스템 범위 선정 시 제어 가능한 부분만을 범위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셋째, 위험이 항상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사고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위험으로 정의한다. 가령, ‘독성 물질의 유출’ 은 

바람이 도시로 불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풍향이나 기상조건에 의해 

치명적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위험으로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시스템의 일반적 상황이나 상태를 위험으로 정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비행 중인 

비행기’ 를 위험으로 정의하게 되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행 자체를 하면 안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비행기 간 최소 이격거리를 위반함’ 과 같이 시스템의 특정 환경과 

조건이 적용된 상황을 위험으로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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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수준 위험은 시스템, 시스템의 불안전한(Unsafe) 상태, 이로 인해 유발되는 사고 등 3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한다. 위험 개수는 보통 5~7개 정도로 정의하며 최대 10개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정의한 모든 위험은 앞서 정의한 사고 중 하나 이상과 반드시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위험 = 시스템 & 시스템의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위 & [유발될 수 있는 사고]

시스템�수준�위험�정의�사례

Aircraft� violate� minimum� separation� standards� in� flight.
Aircraft� airframe� integrity� is� lost.
Aircraft� leaves� designated� taxiway,� runway,� or� apron� on� ground.
Aircraft� comes� too� close� to� other� objects� on� the� ground.
Satellite� is� unable� to� collect� scientific� data.
Vehicle� does� not� maintain� safe� distance� from� terrain� and� other� obstacles.
UAV� does� not� complete� surveillance� mission.
Nuclear� power� plant� releases� dangerous� materials.

(예시)� Door� Interlock� System의�위험
� � �
� � � � � Door� Interlock� System에서�위험은�사람�또는�물체가�고압�전류에�노출된�경우로�식별할�수�있다.�

� � �

ID 설명

H1 고압�전류가�유출됨�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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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사고(Accident)와�위험(Hazard)

□� �시스템�수준�안전�제약사항�도출(Identifying� system-level� safety� constraints)

시스템 수준 안전 제약사항이란 앞서 정의한 위험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사고나 손실을 

막기 위한 시스템의 상태 또는 행동을 의미한다. 안전 제약사항은 정의한 각 위험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한 상태나 행동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정의한 위험이 “비행기가 최소 이격 거리를 

위반함” 일 경우, 안전 제약사항은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나 물체 사이의 최소 이격 거리를 

반드시 준수하여 운행해야 함” 으로 정의할 수 있다. 

42)� CAST(Causal� Analysis� Using� System� Theory)� Accident� Analysis,� Robert� Fletcher� p� 46.

(예시)� Door� Interlock� System의�안전�제약사항

Door� Interlock� System에서�위험은�사람�또는�물체가�고압�전류에�노출된�경우로�식별할�수�있다.�

ID 설명

SC1 문이�완전히�닫히지�않은�경우�고압전류는�차단되어야�함� [H1]

안전 제약사항 = 시스템 & 지켜져야 할 상태/행위 & [관련 위험]

사고� &�위험(예)42)

Accident Hazard

·� 손실(loss)을� 야기하는�예기치�않은�이벤트

� � � ※� 손실:� 부상,� 재산손실,� 환경오염,� 중대� 임무� � � � �

� � � � � � 실패�등

·� 통제할� 수� 없는(Outside� our� control)� 환경적� � � � � �

� � � 요인을�포함할�수�있음

·� 사고� 또는� 손실(loss)을�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 � 상태나� 컨디션(예:� worst-case� environment�

� � condition)� �

·� 설계를�통해�컨트롤�가능한�것

인공위성이�실종되거나�심각하게�파손됨 인공위성이�궤도를�이탈하도록�제어됨

사람이�화학독성�물질에�노출됨 화학적�독성물질이�대기중에�유출됨

사람이�피폭됨 원자력�발전소�노심이�녹음

사람이�식품�독성물질에�의해�사망함 병원균이�포함된�식품이�판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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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Control� Structure�도식화

Control Structure는 <그림 3-2-2>와 같이 Control loop 형태를 띄며 제어의 관점으로 주체

(Controller)와 객체(Controlled Process), 그리고 제어(Control Action)와 반응(Feedback)으로 

구성된다. Controller는 Controlled Process를 컨트롤하기 위한 내부 알고리즘과 Process Model을 

포함한다. 여기서 Process Model이란 Controller가 Control Action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 

Controlled Process의 상태, 주변 환경의 상태,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의 상태 등을 포함한다.

┃그림� 3-2-2┃ 일반적인�형태의� Control� Loop43)

Control Structure 모델링은 앞서 정의한 위험(Hazard)을 예방하고 Safety constraint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브시스템을 식별하여 수행한다. 복잡하게 얽힌 서브시스템을 보다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추상화하여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상화 대상은 Controller와 

Controlled Process를 비롯하여, Control Action 및 Feedback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의 

감속과 관련된 위험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분석의 시작을 브레이크나 바퀴 혹은 감속 시스템을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비행기 자체를 대상으로 먼저 고려한다. 이렇게 상위 수준에서 추상화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시스템을 점점 상세한 수준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Control Structure는 <그림 3-2-2>와 같은 형태인 Controller 한 개와 Controlled Process 

43)� Nancy� G.� Leveson,� An� STPA� Primer� version1(MIT,� 201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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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점점 복잡해 질 수 있다. <그림 3-2-3>은

Control Structure의 구체화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다.

Control Structure 모델링의 핵심 중 하나는 서브시스템의 관계를 하드웨어나 물리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행기 감속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고 볼 때, 완전히 

자동으로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동 제동이 필요하다면 제동을 실행하는 주체인 비행사를 

Control Structure에 포함해야 한다. Control Action을 정의하는 것도 단순히 물리적 혹은 

전기·전자적 신호에 국한하지 않고, 구두나 문서로 제공하는 명령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그림� 3-2-3┃ Control� Structure� 구체화�과정44)

Control Structure 모델링을 수행하면서 Controller의 Responsibility를 함께 정의한다. 

Responsibility는 앞서 정의한 시스템의 Safety constraint를 지키기 위한 각 Controller의 

책임 및 역할을 의미하며, 정의한 Responsibility에 따라서 Controller의 Control Action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행기의 바퀴를 제동하기 위해서 비행사(Flight crew)는 

제동(Brake)이 필요한 시점에 제동을 발생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비행사는 바퀴를 제동

하는 시스템(Wheel brake system)에 ‘제동(Brake)’ 이라는 Control Action을 제공해야 한다. 

44)� Nancy� G.� Leveson,� STPA� Handbook(MIT,� 2018),� p27~p29



STPA를�활용한�위험분석�가이드

58

각 서브시스템이 컨트롤 되는 방법 및 Responsibility에 따라 Control Structure를 

상세화하며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개발 완료 전의 시스템에 STPA를 적용하는 경우, Controller 

또는 Control Action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Control Structure 도식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본 단계에서 반드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완벽하게 Control Structure를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 하나의 Controller 및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만으로 구성된 Control

Structure를 모델링 하여도 이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Control Structure의 형태는 <그림 3-2-4>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여러 Controller가 

하나의 Controlled Process를 제어하는 구조일 수도 있으며(a), 하나의 구성요소(component)가 

Controller인 동시에 Controlled Process가 될 수도 있다(b). 그 외에도 하나의 Controller가 

여러 Controlled Process를 제어하는 구조(c), Controlled Process와 Controlled Process가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 하는 형태로(d) Control Structure를 모델링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어를 하는 주체인 Controller를 위쪽에 위치시키고 제어를 당하는 객체인 Controlled Proces.s를 아래

쪽에 위치시키는 형태로 작성한다. Controller와 Controlled Process의 위치를 고정시키면 

Control Action은 하향 화살표, Feedback은 상향 화살표로 작성이 된다.

┃그림� 3-2-4┃ 다양한�형태의� Control� Structure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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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odel은 Controller가 Control Action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의 종류와 내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고압전류가 흐르는 통제실의 전원을 제어하는 

Controller는 전원의 상태와 통제실 문의 개폐 상태 등이 Process Model의 종류가 될 수 

있으며, 두 종류의 정보가 각각 가질 수 있는 상태 정보를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시

에서는 전원이 켜진 상태인지 꺼진 상태인지, 통제실 문이 열린 상태인지 닫힌 상태인지와 

같은 상태 정보가 Process Model의 내용이 된다. Process Model은 분석 대상의 개발 정도에 

따라 현 단계 또는 이후 단계에서 도출할 수 있다.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운영 중인 시스템이

라면 현재 단계에서 Process Model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발이 완료되지 않거나 

개발 초기 단계의 시스템이라면 Process Model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려우며 분석을 진행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되거나 변경할 수 있다. Process Model이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다면 

UCA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Context로부터 Process Model을 정의할 수도 있다. 

45)� Nancy� G.� Leveson,� STPA� Handbook(MIT,� 2018),�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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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Door� Interlock� System의� Control� Structure�도식화

‘Doo� Interlock� System’은� 문을� 열거나�닫는�것을�명령하는‘Human� Operator’와‘문� 열림/닫힘’여부를� 감지하고�

피드백� 정보를� 전달하는‘Sensors’,� 문의� 열림/닫힘� 상태를� 기반으로� 전원� ON/OFF를� 결정하는‘Power�

Controller’,� Controller의� 명령을� 수행하는‘Actuator’,� 전류를� 발생하는‘Power� Source’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Door� Interlock� System의� Control� Structure는�아래의�도출과정을�거쳐�도식화�할�수�있다.

□� Control� Structure� 모델�도출과정
‣‘Door� Interlock� System’의� Process� Model� 식별
Door� Interlock�System에서�Controller인‘Power�Controller’가�전원(Power)의�on/off를�결정하는�값은�문의�상태

(Door� Position)를�나타낸다.

[DIS� Controller의� Process� Model]

Model� Variable 값 설명

Door� Position

열림�또는�부분적�열림 Controller가� 문의�상태를‘열림’으로�인식함

완전히�닫힘 Controller가� 문의�상태를‘닫힘’으로�인식함

알수�없음 Controller가� 문의�상태를�알�수�없음

‣‘Door� Interlock� System’의� Control� Action�식별
Process�Model에�따라�Power�Controller가�Power�Source의�전원을�on/off�하게�되며�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DIS� Controller의� Control� Action]

Control� Action 대상 설명

Turn� off� power Power� Source Power� Controller가� 전원을�끄는�제어

Turn� on� power Power� Source Power� Controller가� 전원을�켜는�제어

‣‘Door� Interlock� System’의� 피드백�식별
‘Human� Operator’가� 문을� 열거나� 닫는� 경우� 해당� 각각의� 문상태(Door� position)을� Sensor를� 통해‘Power�

Controller’로�전달하게�되는데�이러한�피드백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DIS� 센서의�피드백]

Feedback 출처 설명

Door� position� is� open 센서 Power� Controller로‘문�열림’상태�전달

Door� position� is� close 센서 Power� Controller로‘문�닫힘’상태�전달

위와�같은�도출�과정을�통해� Control� Structure를�아래와�같이�모델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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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Interlock� System� Control� Structure]46)

[Process� Model을�포함한� Door� Interlock� System의� Control� Structure]47)



STPA를�활용한�위험분석�가이드

62

다.� 3단계:� Unsafe� Control� Actions�도출

Unsafe Control Action(UCA)은 시스템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Control Action의 

불안전한(Unsafe) 형태를 의미한다. 2단계에서 정의한 모든 Control Action이 UCA 도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분석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특정 Control Action만을 대상으로 UCA를 

도출할 수도 있다. Control Action에서 UCA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

하다. Controller가 Control Action을 제공하는 형태와 해당 Control Action이 행해지는 특정 

상황 또는 조건(Context)이 그것이다. Control Action이 불안전할 수 있는 형태는 <표 

3-2-1>과 같이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분류된다. 

○표� 3-2-1.� 위험을�유발할�수�있는�불안전한(Unsafe)� Control� Action의� 4가지�타입

유형(Type) 설명

Not� Providing� Causes�
Hazard

(Controller가)� Control� Action을�제공하지�않아서�위험이�발생될�수�있음

Providing�Causes�Hazard (Controller가)� Control� Action을�제공하여�위험이�발생될�수�있음

Too�Late,�Too�Soon,�Out�
of� order

(Controller가)� Control� Action을�제공하였으나,� 너무�늦게�또는�너무�빨리,� 또는�잘못된�
순서로�제공하여�위험이�발생될�수�있음

Stopped� Too� Soon� /�
Applied� Too� Long

(Controller가)� Control� Action을� 너무� 이른� 시점에� 제공이�종료되거나�너무� 오랫동안�
제공하여�위험이�발생될�수�있음

시스템의 위험은 단순히 Control Action 제공 형태에 따라 발생하지 않으며, Control 

Action이 제공되는 시점의 시스템 및 시스템의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Context로 정의하고 4가지 타입의 Control Action를 조합하여 UCA를 도출

한다. Context는 Control Action을 제공하는 Controller의 Process Model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단계에서 Process Model이 충분히 정의되었다면 Process Model의 정보를 토대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Context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Process Model이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다면 UCA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의한 Context로부터 역으로 Process Model을 

정의할 수도 있다. 

46)� Nancy� G.� Leveson,� Engineering� a� Safer�World:� Systems� Thinking� Applied� to� Safety(MIT,� 2011),� p215
47)� Nancy� G.� Leveson,� Engineering� a� Safer�World:� Systems� Thinking� Applied� to� Safety(MIT,� 2011),�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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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afe� Control� Action� 도출� >

� � UCA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조합해�도출한다.� Controller와� Control� Action을� 기본으로�하여� <표� 3-2-1>에�

정리한� 4가지� 타입의� Control� Action과� Context를� 조합하여� UCA를� 생성한다.� 추가적으로� 조합의� 결과가� 어떤�

위험을�유발할�수�있는지�표기한다.

UCA� =� Controller� &� Type� &� Control� Action� &� Context� [Link� to� Hazards]

파워� Controller가� 문이�열렸을�때� ‘전원� � 끔’� 명령을�제공하지�않음� [H-1]
� � Controller� � � � � � � � Context� � � � Control� Action� � � � � � � Type� � � � � Link� to� Hazard

파워� Controller가� 문이�열렸을�때� ‘전원� � 끔’� 명령을�너무�늦게�제공함� [H-1]
� � Controller� � � � � � � � Context� � � � Control� Action� � � � � � � � Type� � � � � � � Link� to� Hazard

전자연동장치가�선로전환기가�해정된�상태에서�신호기에�진행�신호를�제공함� [H-2]
� Controller� � � � � � � � � Context� � � � � � � � � � � � � � � � � � � Control� Action� � � Type� � Link� to� Hazard

(예시)� Door� Interlock� System의� UCA

  ‘Door� Interlock� System‘에서� Controller인� ’Power� Controller’의� 두�가지� Control� Action인� ’Turn� on� power’와
� ‘Turn� off� power’에� 대해� 4가지�타입별로� Unsafe� Control� Actions을�식별한�결과는�아래와�같다.

[Door� Interlock� System의� UCA]

Control�
Action

Not� Providing�
Causes� Hazard

Providing�Causes�
Hazard

Too� Late� /� Too�
Soon

Stopped� Too�
Soon� /� Applied�
Too� Long

Turn�off�power
UCA1.�문이�열릴�때�
전원이�차단되지�
않음� [H1]

(위험하지�않음)

UCA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전원제어
기가� 전원� 차단을�
늦게�함� [H1]

(위험하지�않음)

Turn� on�
power

(위험하지�않음)

UCA3.� 문이� 열린�
상태에서� 전원제어
기가�전원을�공급함
[H1]

UCA4.�문이�완전히�
닫히기�전에�전원제
어기가�전원을�공급
함� [H1]

(위험하지�않음)

� 위� 표에� 포함된� UCA는� 다양한� UCA� 후보� 중�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UCA만� 선별한� 결과이다.‘UCA1’부분의� � �

경우� ‘Turn� off� Power’가‘Not� Providing’되는� 상황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Turn� off� Power’Control� Action이‘Not� Providing’되는� 상황은� 위험을�유발하지�않는다.�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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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단계:�원인�시나리오(Causal� Scenario)�도출

3단계에서는 특정 상황이나 조건(Context)과 4가지 타입의 Control Action을 바탕으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UCA를 도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UCA가 왜 

발생하는 그 원인들을 분석한다. 원인(Causal factor)들은 Control Structure를 기반으로 

직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Control 

Action이 왜 불안전(Unsafe)하게 제공되었는지, 즉 Controller가 UCA를 제공한 원인이 무엇

이지(1)를 도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공한 Control Action이 부적절하게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2)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원인은 Control Structure에서 <그림 

3-2-5>와 같은 영역에 각각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원인(Causal Factor)들을 토대로 

하여 원인 시나리오(Causal Scenario)를 작성한다. 

┃그림� 3-2-5┃ Causal� Scenario� 식별�방법48)

경우만�위험(H1)을 유발한다.� 따라서,� 문이� 열릴� 때� 전원�차단이�이루어지지�않은� 경우를�위험을�유발하는� Unsafe�

Control� Action� 즉,‘UCA1’으로� 도출하며,�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의‘Turn� off� Power’가‘Not� Providing’되는�

상황은� UCA로�선별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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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CA를 유발하는 시나리오 도출

<그림 3-2-5>의 ‘(1) Why would Unsafe Control Actions occur?’ 에 존재하는 UCA 유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왜 그러한 Control Action이 제공되어(혹은 

제공되지 않아서, 너무 늦거나 너무 빨리 제공되어서, 너무 오래 또는 너무 짧게 제공되어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가?’ 등이다. Controller가 UCA를 제공하는 원인은 Controller 자체에 

존재[1) Unsafe Control Behavior]할 수 있으며 Controller가 받는 Feedback에 존재[2) Causes of 

inadequate feedback/information]할 수도 있다. Controller 자체에 존재하는 원인은 Controller의 

고장(Failure), 부적절한 알고리즘 또는 부적절한 Process Model 등이 있으며, Feedback에 존재

하는 원인은 센서나 Controlled Process로부터 받는 부적절한 정보 또는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림� 3-2-6┃ Unsafe� Control� Action을�유발하는�원인49)

48)� Nancy� G.� Leveson,� STPA� Handbook(MIT,� 2018),� p43
49)� Nancy� G.� Leveson,� STPA� Handbook(MIT,� 2018),�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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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roller 자체에 존재하는 원인(Unsafe Controller Behavior)

불안전한 Controller 동작은 Controller의 고장, 잘못된 컨트롤 알고리즘, 잘못된 컨트롤 

인풋, 잘못된 Process Model 등 4가지 원인(Causal factor)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각 

원인에 대해 ‘Door Interlock System’ 예시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usal factor ①  : Controller 고장(Failure)

Controller의 물리적, 기계적 오류가 UCA를 유발할 수 있다. Controller의 기계적 노후화로 

인한 전원 부족, 네트워크 장치 부식 등으로 인한 통신 단절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Door Interlock System에서는 전류의 전원을 on/off 하는 Controller인 ‘Power 

Controller’ 가 오류인 경우이다. Door Interlock System의 UCA중 ‘UCA1: 문이 열릴 때 

전원이 차단되지 않음’ 에 대한 Causal Scenario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예시)� Door� Interlock� System

� ‘UCA1:� 문이�열릴�때�전원이�차단되지�않음’에�대한� Causal� Scenario� 예� � Controller� 고장]

Causal� Scenario� :� 문이�열릴�때� Power� Controller의� 물리적�오류로�전원을�차단하지�않음

Causal factor ② : 잘못된 컨트롤 알고리즘(Control Algorithm)

일반적으로 컨트롤 알고리즘 오류는 알고리즘 구현상의 결함 또는 시간에 따른 성능 저하

(degradation) 등이 될 수 있다. Door Interlock System에서는 전류 전원의 on/off를 결정하는

컨트롤 알고리즘이 오류인 경우, ‘UCA1: 문이 열릴 때 전원이 차단되지 않음’ 의 

Causal Scenario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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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Door� Interlock� System

‘UCA1:� 문이�열릴�때�전원이�차단되지�않음’에�대한� Causal� Scenario� 예� � 컨트롤�알고리즘�문제]

Causal� Scenario:� 문이� 열릴� 때� Power� Controller가� Sensor로부터‘문� 열림’정보를�받았으나�컨트롤�알고리즘�

상의�오류로�인하여�전원을�차단하지�않음

Causal factor ③ : 불안전한 상위 Controller의 제어

Controller가 상위 다른 Controller에 의해 제어되는 경우, 상위 Controller에서 내린 불안

전한 Control Action에 의해 UCA가 발생될 수 있다.

Causal factor ④ : 부적절한 Process Model

부적절한 Process Model이 UCA를 유발할 수 있다. Process Model은 Controller가 Control 

Action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Process Model의 오류는 Controller가 잘못된 

피드백을 받은 경우, Controller가 정확한 피드백 또는 정보를 받았으나 무시(예 : Controller의 

과부하 또는 다른 작업 수행으로 인한 데이터 무시, 전원 또는 프로세스 강제 종료 등)하거나 잘못 

해석(예 : Process Model의 잘못된 업데이트 등)한 경우, Controller가 피드백을 받지 못했거나 

피드백이 없는 경우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의 현재 및 이전의 상태 또는 동작, 

Controlled Process, 시스템 상의 다른 Controller, Actuator 및 Sensor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예시)� Door� Interlock� System

� ‘UCA1:� 문이�열릴�때�전원이�차단되지�않음’에�대한� Causal� Scenario� 예� -� 부적절한� Process� Model]

Causal� Scenario:� 문이�열릴� 때� Sensor로부터‘문� 열림’정보를�받았으나�해당� 정보가�잘못� 해석되거나�무시되어�

전원을�차단하지�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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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적절한 피드백 또는 잘못된 정보

부적절한 피드백 또는 잘못된 정보가 UCA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의 어느 부분

에서 부적절한 피드백 또는 정보가 나왔는지, 어떠한 원인(Causal factors)으로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피드백 또는 정보에 의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2-2.� 부적절한�피드백�또는�정보로�인한�시나리오

시나리오 세부�시나리오

피드백�또는�정보를�

수신하지�못함

센서가�송신한�피드백�또는�정보를� Controller에서�수신하지�못함

센서가�상태�정보를�감지였으나� Controller로� 송신하지�않음

센서가�상태�정보를�감지하지�못함

피드백�또는�정보�자체가�없거나�상태를�감지하는�센서가�없음

부적절한�피드백�또는�

정보를�수신함

센서가�적절하게�피드백�또는�정보를�수신하였으나� Controller가�잘못된�피드백�또는�잘못된�

정보를�받음

센서가�잘못된�피드백�또는�잘못된�정보를�송신함

센서가�필요한�피드백�또는�정보를�송신하도록�설계되지�않음

Controller가 피드백 또는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받는 경우는 전송 오류, 

통신 단절, 지연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센서가 잘못된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는 센서의 

전력 부족, 동작의 부정확성, 응답 지연, 성능 저하, 환경 조건 문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센서 자체의 설계 오류, 사양 결함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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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Door� Interlock� System

[‘UCA1:� 문이�열릴�때�전원이�차단되지�않음’에�대한� Causal� Scenario� 예� � 피드백/정보�수신�못함]

[‘UCA1:� 문이�열릴�때�전원이�차단되지�않음’에�대한� Causal� Scenario� 예� � 부적절한�피드백/정보�수신]

Causal� Scenario1:� 센서에서‘문�열림’피드백을�송신하였으나�전송�지연문제로� Power� Controller에서�수신하지�

못하여�전원�차단�명령을�내리지�않음

Causal� Scenario2:� 센서� 동작� 오류로‘문� 열림’피드백을� 센서에서� 송신하지� 않아서� Power� Controller에서�

전원�차단�명령을�내리지�않음

Causal� Scenario3:� 센서가‘문� 열림’상태를� 감지하지� 못해� Power� Controller로� 피드백을� 송신하지� 못해�

Power� Controller가� 전원�차단�명령을�내리지�않음

Causal� Scenario4:� 센서가‘문� 열림’피드백을� 송신하여야� 하나,� 센서� 전력� 부족으로� 인해‘문� 닫힘’� 피드백을�

잘못�송신하여� Power� Controller가�전원�차단�명령을�내리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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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rol Action이 부적절하게 수행되거나 Control Action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의      

시나리오 식별

사고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UCA의 수행으로 발생될 수도 있지만 Control Action이 

부적절하게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즉 Controller와 Controlled 

Process 사이에서 Control Action을 전달하는 Control Path와 Control Action이 수행되는

Controlled Process 자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3-2-7┃Causal� Scenario� 식별�방법50)

3) Control Path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Control Path는 단순 Actuator로 구성되거나, Control Action을 전송하기 위한 복잡한

네트워크(예: 스위치, 라우터 등)로 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ntrol Path에서 발생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50)� Nancy� G.� Leveson,� STPA� Handbook(MIT,� 2018),�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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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 Control� Path에서�발생�가능한�시나리오

시나리오 세부�시나리오

Control� Action이�

수행되지�않음

Controller에서� Control� Action을�송신하였으나� Actuator에서�수신하지�못함

Actuator에서� Control� Action을�수신하였으나� Controlled� Process로�송신하지�않음

Actuator에서� Control� Action을� 송신하였으나� Controlled� Process에서� 수신하지�못하거나�

수신된� Control� Action이�수행되지�않음

Control� Action이�

잘못�수행됨

Controller에서�Control� Action을�송신하였으나�Actuator에서�잘못된�Control� Action을�수신함

Actuator에서� Control� Action을�수신하였으나�Controlled� Process로�잘못된�응답을�송신을�함

Actuator에서� Control� Action을� 수신� 후� 정상적�응답을� 하였으나� Controlled� Process에서

Control� Action이�적용되지�않거나� Controlled� Process에서�잘못된�응답을�수신함

Controller에서� Control� Action을� 송신하지� 않았으나,� Actuator� 또는� 다른� 컴포넌트에서

Controlled� Process로�응답함

Actuator에서 Control Action을 수신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Control Action을 수신하는 

경우는 통신 지연 또는 단절, 전송 오류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Actuator가 응답하지 

않거나 잘못된 응답을 하는 경우는 Actuator의 물리적 오류 또는 전원 문제, 동작상의 

부정확성, 성능저하 등이 그 원인으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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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Interlock System에서는 Control Path 관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예시)� Door� Interlock� System

[‘UCA1:� 문이�열릴�때�전원이�차단되지�않음’에�대한� Causal� Scenario� 예� � Control� Action이�수행되지�않음]

[‘UCA1:� 문이�열릴�때�전원이�차단되지�않음’에�대한� Causal� Scenario� 예� � Contorl� Action이�잘못�수행됨]

Causal� Scenario1:� Power� Controller에서� 전원� 차단� 명령을�송신하였으나� Actuator� 내부� 오류로�수신하지�

못하여�전원을�차단하지�않음

Causal� Scenario2:� Power� Controller에서� 전원� 차단� 명령을�송신하고� Actuator가�정상적으로�수신하였으나�

Actuator� 전력�부족으로� Power� Source로� response를�보내지�않음

Causal� Scenario3:� Power� Controller에서� 전원� 차단� 명령을� 송신하고� Actuator에서� 정상적으로� 수신� 후�

응답하였으나�통신�지연�문제로� Power� Source에�전원�차단�명령이�적용되지�않음

Causal�Scenario4:�Power�Controller에서�전원�차단�명령을�송신하였으나�통신상의�노이즈로�인해�Actuator에서�

전원�켜짐�명령으로�잘못�수신하여�전원이�차단되지�않음

Causal� Scenario5:� Power� Controller에서�전원�차단�명령을�송신하고� Actuator가� 정상적으로�수신하였으나�

Actuator가�응답을�늦게�송신하여�전원이�차단이�늦어짐

Causal�Scenario6:�Power�Controller에서�전원�차단�명령을�송신하고�Actuator가�수신�후�정상적으로�응답하였으나�

전송�오류로� Power� Source에서�그�응답을�부적절하게�수신하여�전원이�차단되지�않음

Causal� Scenario7:� Power� Controller에서� 전원� 차단� 명령을� 송신하지� 않았으나� Actuator의� 동작오류로�

전원�차단에�대한�응답을� Power� Source로�송신하여�전원이�차단됨

4) Controlled Process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Control Action이 정상적으로 전송되거나 Controlled Process에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Controlled Process와 관련된 다른 이유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Controlled Process 관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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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 Controlled� Process에서�발생�가능한�시나리오

시나리오 세부�시나리오

Control� Action이�

수행되지�않음
Controlled� Process가� Control� Action을�수신하였으나�응답하지�않음

Control�Action이�잘못�

수행됨

Controlled� Process가� Control� Action을�수신하였으나�잘못�응답함

Controlled� Process가� Control� Action을�수신하지�않았으나�수신한�상황과�같이�응답함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프로세스 입력값(Process Input) 손실 또는 잘못된 입력값 입력, 

외부 또는 환경적 문제, 다른 컴포넌트 오류, 프로세스에서의 에러, 다른 Controller와의 명령 

충돌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Door Interlock System에서는 Controlled Process 관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예시)� Door� Interlock� System

[‘UCA1:� 문이�열릴�때�전원이�차단되지�않음’에�대한� Causal� Scenario� 예� � Control� Action이�수행되지�않음]

[‘UCA1:� 문이�열릴�때�전원이�차단되지�않음’에�대한� Causal� Scenario� 예� � Contorl� Action이�잘못�수행됨]

Causal� Scenario1:� Power� Source가�전원�차단에�대한�응답을� Actuator로부터�정상적으로�수신하였으나�다른

Controller와의�명령�충돌로�전원을�차단하지�않음

Causal� Scenario2:� Power� Source가� 전원� 차단에� 대한� 응답을� Actuator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신하였으나�

과거�응답을�잘못�판단하여�전원�켜짐을�유지함

Causal� Scenario3:� Power� Source가�전원�차단에�대한�응답을� Actuator로부터�수신하지�않았으나�과거�응답을�

잘못�판단하여�전원을�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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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STPA 절차를 4가지 단계별로 상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각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가장 단순한 형태인 Door Interlock System(이하, DIS)을 대상으로 단계별 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DIS의 사고와 위험, 안전제약사항을 정의하였고, 2단계에서는 

DIS를 Control Structure로 모델링하였다. 3단계에서는 DIS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Unsafe 

Control Action(UCA)을 도출하고 Component 수준의 Safety Requirement를 정의하였으며, 

4단계에서 UCA의 Causal Scenario를 도출하였다.

‘Engineering a safer world’ 가 발간되던 시기의 초기 STPA 기법은 사고 정의부터 

Control Structure를 모델링하는 과정까지를 STPA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법을 고도화 시키면서 사전 준비 조건을 1단계와 2단계로 편입시켜, 

총 4단계로 구성된 STPA 절차를 발표하였다. 최신 STPA 수행방법은 2018년 3월에 출판한 

‘STPA handbook’ 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본 가이드 역시 최신 발표된 방법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STPA는 적용 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적용 결과를 정리하기 위한 

정형화된 틀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 결과서나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

한다. 이를 위해 TTA에서는 STPA 적용 결과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었으며, 

본 가이드의 <첨부 1>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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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PA에 대한 개념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해, 4장에서는 STPA 원자력, 항공, 자동차 등 안전 

필수 도메인 분야의 총 7개 연구보고서를 소개한다. MIT 연구보고서나 STAMP Workshop 

등에서 발표된 사례 중 STPA 기본 개념과 방법에 충실하고 STPA 적용 과정을 상세히 포함

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과 시사점이 비교적 흥미로운 보고서들을 선정하였다. 

연구보고서 내용 중 STPA 단계별 분석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내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나 용어 설명(각주) 등도 추가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 중 

과거의 STPA 절차(2단계로 구성)를 기반으로 한 경우 이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STPA 분석 내용을 4단계에 맞게 다시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가이드에서 제시한 템플릿51) 형태로 다시 기술하였다.

○표� 4-1-1.� 4장에서�소개하는� STPA�적용�사례�연구보고서

51)� [첨부� 1]� STPA� Report� Template�참고

구분 연구�주제 연구보고서

원자력분야

Darlington� 원자로� 정지� 시스템� 대상�

STPA� 위험분석�및�효과�분석�

Applying� STAMP� to� Hazard� Analysis,� Yao� Song,�

McMaster� Univ.� 2012.

원자력�발전소�계측제어�시스템의�안전성�
평가

Evaluating� the� Safety� of�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MIT�
Research� Report,� 2012

4.1 STPA� 적용� 사례� 소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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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주제 연구보고서

항공분야

항공기�제동장치의�안전성�평가�및�평가�
방법�비교�

A� Comparison� of� STPA� and� the� ARP� 4761� Safety�
Assessment� Process,� MIT� Technical� Report,� 2014.

특수�비행구역의�무인비행체�비행에�대한�
위험성�분석

STPA�of�Small�Unmanned�Aerial�System�use�at�Edwards�
Air� Force� Base,� Sarah� A.� Folse,� MIT.� 2017.

미� 국방�시스템�개발� 프로세스에� STPA�
적용�및�Safety-Guided�설계에�대한�고찰

STPA� and� Safety-guided� design� of� military� systems,�
David� Craig� Horney,� MIT.� 2017.� �

자동차분야

자동차�파워�스티어링�위험분석을�위한
STPA� 적용

STPA� of� Electric� Power� Steering� for� Automotive�
Application,� Rodrio� Sotomayor� Martinez.� MIT.� 2015.

자동차� 콘트롤� 시스템의� 안전한� �
통합을� 위한� STPA� 기반� 위험분석

Application� of� STPA� to� the� integration� of� multiple�
control� systems� :� A� Case� Study� and� new� approach,�
Matthew� Seth� Placke,� MI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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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Darlington� 원자로�정지�시스템�대상� STPA�위험분석�및�효과�분석52)

가.�개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반드시

FTA, FMEA등을 활용해 위험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에 컴퓨터 

기반의 제어 시스템 도입이 증가하면서 구성과 로직이 복잡짐에 따라 기존 위험분석 기법을 

이용해 위험분석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캐나다 전력회사인 OPG(Ontario 

Power Generation)는 STPA를 새로운 위험분석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OPG에서 운영하는 Darlington 발전소53)의 원자로 제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STPA를 적용하고 

그 효용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나.�적용�대상�시스템

‘원자로 정지’ 란 원자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를 긴급 정지시키는 것으로 원자로 트립 

또는 원자로 스크램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자로에 설치된 검출기 신호54)가 원자로 운전조건의 

한계범위를 초과하는 상황55)이 발생하는 경우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하거나 원자로 정지 

시스템56)을 이용해 신속하게 자동으로 원자로를 정지한다. 

52)� Applying� STAMP� to� Hazard� Analysis,� Yao� Song,� McMaster� Univ.� 2012.
53)� OPG(Ontario� Power� Generation)에서� 운영하는�원자력�발전소로�토론토에서�동쪽으로�약� 70km� 떨어진� Durham� 지역에� � �
� � � � 위치하고�있으며,�온타리오�전체�전력�공급양의� 20%의�전기를�생산
54)�원자로출력,�원자로�냉각재�출구온도,�입구유량�등
55)�원자로�정지�조건에�해당하는�상황
56)� 원자로� 안전설비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크게� 원자로� 보호� 계통,� 원자로� 정지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으로�
� � � � 구성됨.� 이� 중� 원자로� 정지� 계통(원자력� 정지� 시스템)은� 원자로� 이상이� 감지될� 경우� 원자로를� 정시시키는� 시스템으로,�
� � � � 보편적으로�다른�원리로�제작된�독립된� 2개의�정지계통으로�이루어짐�

4.2 원자력�분야� STPA�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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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제어봉을�이용한�원자로�정지시스템(예)57)

Darlington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원자로를 자동 정지 시키는 Darlington 

Shutdown System(이하,  SDS)을 보유하고 있고 Darlington SDS는 SDS1과 SDS2 총 2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스템은 3-Channel로 구성되어 있다. SDS1과 SDS2는 원자로 정지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안전 요건에 따라 각각 다른 팀이 다른 방식으로 개발한 독립적인 시스템58)

이다. 일례로 SDS1은 코발트 제어봉을 이용한 정지 방식, SDS2는 액제독물질 주입 방식에 의한 

정지방식으로 동작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두 가지 시스템 중 SDS1 원자로 정지 시스템을 

대상으로 STPA를 적용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SDS1 원자로 정지 시스템은 크게 트립 컴퓨터, 원자로 등의 상태를 감지/전송하는 센서, 

증폭기와 트랜스 미터, Watchdog,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다. 원자로에는 원자로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주로 아날로그 

신호로서 증폭기(amplifier)와 트랜스미터(transmitter)에 의해 트립 컴퓨터에 전달된다. 트립 

57)� � Gernot� Thuma,“Basic� Safety� Concepts� in� Nuclear� Engineering,”GRS,� 2010
58)�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계통� 설계� 시,� 다중성(같은� 기능을� 보유한� 설비를� 두� 개� 이상� 중복� 설치),� 다양성(한� 가지� 기능을�
� � � � � 달성하기� 위해� 구성이� 다른� 계통� 또는�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설치),� 독립성(한� 가지� 원인에� 의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 � � � �물리적,�전기적으로�상호�분리�독립�설치)의�원칙에�따르도록�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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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각 채널에서 핵심적인 트립 로직 Controller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자로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널 트립을 발생시킨다. 이 때, 선출 로직 서브시스템은 3개 채널로

부터 수신한 트립 신호를 비교하여 2/3 이상 채널 트립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으로 원자로 정지를 

결정한다.

○표� 4-2-1.� Darlington� SDS(Shutdown� System)� 구성�요소

시스템�구성요소 설�명

트립�컴퓨터

(Trip� Computer)

� 트립�여부를�판단하는� Controller� 역할을�수행

�와치독이‘Active’상태인지�주기적으로�확인.� 타임아웃�시�채널�트립�발생

�디스플레이/테스트�컴퓨터에�센서에서�수집된�원자로�정보�등을�전달

�센서�파라미터들을�교정�및�내부�트립�로직�컴포넌트�자체검증

와치독(Watchdog)
� 트립�컴퓨터�상태(active/inactive)를� 주기적으로�확인하기�위해�활용

�와치독�타임아웃59)� 시� 와치독�트립�발생,� 이로�인한�채널�트립�발생

선출�로직�서브시스템

(Voting� Logic� Subsystem)

� 각� 채널로부터� 수신한� 트립� 데이터를� 기반으로� 2/3� 선출� 로직에� 의해� 3개중� � �

� � 동일한� 2개의�데이터를�기반으로�트립�여부를�최종�결정

센서

(Sensor)

� 원자로�상태�정보(원자로�온도,� 압력,� 전력�등)를�수집

�센서가�수집한�정보는�증폭기와�트랜스미터를�통해�트립�컴퓨터에�전송됨

디스플레이/테스트�컴퓨터

(Display/Test� Computer)
�트립�컴퓨터로부터�데이터(트립�파라미터�값,�허용임계치,�트립�로직�상태�등)를�수신

모니터�컴퓨터

(Monitor� Computer)

� 발전소�운전원과�트립�컴퓨터�간�인터페이스�역할�수행

� 트립� 컴퓨터에서�디스플레이/테스트�컴퓨터로�전송되는�모든� 데이터를�모니터�

� � 컴퓨터에�표시

�모니터�컴퓨터를�통해�발전소�운전원은�트립�상태,�파라미터�상태,�채널�간�트립

� 상태�등�확인�가능

푸쉬�버튼/키�스위치

(Pushbutton/Keyswitch)

� (푸쉬버튼)� 발전소� 운전원이� 트립�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전송할� 수

� � 있는�물리적�장치로�트립�조건�설정,� 채널�트립�해제�등�제어

� (키�스위치)� 운전원이�디스플레이/테스트�컴퓨터에�직접�명령을�전송할�수�있는� �

� � 물리적�장치로� Gain� 값� 전달이나�와치독�테스트�수행

운전원

(Operator)

� 모니터�컴퓨터상에�표시된�정보를�기반으로�다음과�같은�제어�수행

� � � ·� 트립� 컴퓨터에� 일부� 파라미터(NOP60)� Gain� factor,� CPPE/HTF61)� gain)�

� � � � � 전달

� � � ·� 모든�파라미터�트립이�해제될�경우�채널�트립�해제

� � � ·� down-link(디스플레이/테스트� 컴퓨터� →� 트립� 컴퓨터)� 통신을� 활성화

� � � � � 하거나�해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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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PA�적용�방법�및�내용

STPA 수행 절차는 앞서 ‘3.2 STPA 기법을 활용한 위험분석 방법’ 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Darlington SDS에 STPA를 적용하여 분석한 내용 역시 

4단계에 따라 소개하도록 한다. 

┃그림� 4-2-2┃ STPA� 수행�절차

▪ 1단계 : 사고 및 위험 정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는 원자로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 이로 인해 인명, 

재산 손실, 환경 파괴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Darlington SDS의 사고와 

위험을 정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4-2-2.� Darlington� SDS의�사고/손실�및�위험�정의

구분 내용

Accident� 원자로가�폭발함

Loss 방사능�노출로�인한�인명�피해,� 재산�손실,� 환경오염�등

Hazard 원자로가�요구�시간�내에�정지(트립)되지�않음

Safety� Constraints 원자로가�요구�시간�내에�정지(트립)되어야�함

▪ 2단계 : Control Structure 도식화

Darlington 원자로 정지시스템에 대한 Control Structure를 도출하기 위해 원자로 정지

59)� 트립� 컴퓨터는�일정� 주기마다�상태값을�업데이트함으로써� ‘Active’� 상태임을�확인� 가능하도록�하며,� 만일� 내부� 로직�
� � � � 오류�등으로�인해�상태값을�업데이트�하지�못한�경우에는�와치독�타임아웃(time-out)으로�간주
60)� Neutron� Overpower� Trip
61)� Channel� Power� Peaking� Factor/Heat� Transpor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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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또는 서브시스템)를 식별하고 각각의 주된 역할과 책임, 관계를 

정의한다. Darlington 원자로 제어시스템에서 Controller는 크게 두 가지 즉, 운전원과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를 하나의 Control Structure로 도식화해도 무방하나, 본 연구보고서

에서는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Controller가 운전자인 경우(<그림 4-2-3>)와 시스템인 경우

(<그림 4-2-4>)로 나누어 도식화 하였다. 

Controller가 운전원인 경우 Control Structure는 Controller(운전원), 액츄에이터(Pushbutton, 

Key switch), 센서(Monitor Computer), Controlled Process(D/T 컴퓨터, 트립 컴퓨터)로 

구성되며, <그림 4-2-3>과 같다.

┃그림� 4-2-3┃ Darlington� SDS� Control� Structure� � Controller가�운전원인�경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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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가 시스템인 경우 Control Structure는 Controller(트립 컴퓨터, 와치독), 액츄에이터

(선출 로직 서브시스템/제어봉), 센서(센서, 증폭기, 트랜스미터), Controlled Process(원자로) 

등으로 구성되며, <그림 4-2-4>와 같다.

┃그림� 4-2-4┃ Darlington� SDS� Control� Structure� � Controller가�시스템인�경우63)

<그림 4-2-4>의 Control Structure는 Trip Computer가 센서로부터 다양한 원자로 상태 

정보를 수신하여 원자로 이상상태를 판단하고 원자로 정지 제어를 내리는 구조를 시스템의 

상위수준에서 도식화한 것으로 일부 컴포넌트 또는 서브시스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62)� Applying� STAMP� to� Hazard� Analysis,� Yao� Song,� McMaster� Univ.� 2012,� p66
63)� Applying� STAMP� to� Hazard� Analysis,� Yao� Song,� McMaster� Univ.� 2012,�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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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할 수 있다. 트립 컴퓨터는 원자로의 이상상태가 판단된 경우 채널 

트립 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와치독 컴포넌트의 경우도 와치독 업데이트 실패로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경우 트립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트립 신호가 발생한 경우 액추에이터는 3개 

채널로부터 트립 신호를 수신하여 2/3 선출로직에 의해 최종 트립 여부를 결정하고 제어봉은 

선출로직 시스템으로부터 트림 명령을 수신하여 원자로 정지를 수행한다. 

트립 컴퓨터가 원자로 이상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자로 상태

정보 즉, Process Model이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Control Structure에 Process 

Model을 도식화하지 않았지만, ‘4단계 : Causal Scenario 도출’ 분석 내용에서 Process Model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 할 때 반드시 Process Model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Control Structure에 포함하여 도식화하거나 별도로 정리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 3 단계 : Unsafe Control Action 도출

 STPA는 위험이 부적절한 또는 안전하지 않은 Control Action에서 기인함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을 식별하는 것은 부적절한 Control Action을 식별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앞서 ‘1단계 : 사고 및 위험 정의’ 단계에서 시스템 수준으로 상위 위험을 정의하였으며, 본 

단계에서는 ‘2단계: Control Structure 도식화’ 단계에서 식별한 Control Action을 기반으로 

4가지 유형에 따른 Unsafe Control Action을 식별한다. High LogN Power 트립과 관련한

Control Action은 크게 트립 컴퓨터에 의한 원자로 정지와 와치독에 의한 원자로 정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4-2-3.� High� LogN� Power� 트립과�관련한� Control� Action

Control� Action From To 설명

TC_Trip� on� High�

LogNPower
트립�컴퓨터 원자로

High�LogN�Power�트립�발생�시,�트립�컴퓨터는�원자로를�

정지함

WD_Trip� on� High�

LogNPower
와치독 원자로 와치독�타임아웃�발생�시,� 와치독이�원자로를�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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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는 이 두 가지 Control Action에 대한 Unsafe Control Action을 도출한 결과 

일부이다. 원자로 트립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 Control Action 즉, “TC_Trip on High 

LogNPower” 와 “WD_Trip on High LogNPower” 각각에 Not Providing, Providing, Too 

soon/Too late/Out of Sequence, Stopped too soon/applied too long 등 4가지 유형 측면에서 

Unsafe Control Action을 도출할 수 있다. 

○표� 4-2-4.� Unsafe� Control� Action� 도출

Control� Action
Not� providing�
causes� hazard

Providing� causes�
hazard

Too�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Stopped� too� soon,�
applied� too� long

TC_Trip� on�High�
LogNPower

HighLogN
Power가� setpoint를�
초과�시,� 트립�

컴퓨터가�채널�트립�
명령�전송에�실패함�

(UCA1)

“TC_Trip� on� High�
LogN� Power”
명령�대신� �

“WD_tripHigh� on�
LogN� Power“�
명령이�전송됨
(not� Hazard)

HighLogN
Power가� setpoint�
이하�일�때,� 트립�
컴퓨터가�파라미터�
트립을�명령함�(UCA2)

원자로가�채널�트립�
시그널을�아직�
수신하지�못한�

상태에서�너무�빨리�
“TC_Trip� on� High�
LogN� Power”�
명령이�종료됨�
(UCA3)

WD_Trip�on�High�
LogNPower

time-out이�
발생하였지만�

와치독에서�WD_trip�
전송에�실패함�
(UCA4)

“WD_tripHigh
on� LogN

Power“� 명령�대신�
“TC_Trip� on� High�
LogN� Power”�
명령이�전송됨
(not� Hazard)

와치독이��time-out이�
발생하지�않았음에도�
WD_trip을�전송함�

(UCA5)

원자로가�채널�트립�
시그널을�아직�
수신하지�못한�

상태에서�WD_trip이�
너무�빨리�중지됨

(UCA6)

<표 4-2-5> 및 <표 4-2-6>은 Unsafe Control Action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본 가이드에서 

제시한 템플릿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이다. 해당 템플릿은 특히 Control Action이 다양한 경우 

Control Action별로 Unsafe Control Action 도출 결과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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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TC_Trip� on� High� LogNPower에�대한� Unsafe� Control� Action� 도출�결과

○표� 4-2-6.�WD_Trip� on� High� LogNPower에�대한� Unsafe� Control� Action� 도출�결과

구분 Unsafe� Control� Action� 도출�결과

Controller� →�

Controlled� Process
와치독�→�원자로

Control� Action WD_Trip� on� High� LogNPower

Not� providing� causes�

hazard
UCA4.� time-out이�발생하였지만�와치독에서�WD_trip� 전송에�실패함

Providing� causes� hazard N/A

Too�soon,�too� late,�out�of�

sequence
UCA5.� 와치독이� � time-out이�발생하지�않았음에도�WD_trip을�전송함�

Stopped�too�soon,�applied�

too� long

UCA6.� 원자로가�채널� 트립� 시그널을�아직� 수신하지�못한� 상태에서� WD_trip이� 너무�

빨리�중지됨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Unsafe Control Action는 실제 발생하더라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not Hazard)도 존재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Unsafe Control Action을 제외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Unsafe Control Action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원인을 분석한다.

구분 Unsafe� Control� Action� 도출�결과

Controller� →�

Controlled� Process
트립�컴퓨터�→�원자로

Control� Action TC_Trip� on� High� LogNPower

Not� providing� causes�

hazard
UCA1.�HighLogNPower가�setpoint를�초과�시,�트립�컴퓨터가�채널�트립�명령�전송에�실패함

Providing� causes� hazard N/A

Too�soon,�too� late,�out�of�

sequence
UCA2.�HighLogNPower가�setpoint�이하�일�때,�트립�컴퓨터가�파라미터�트립을�명령함

Stopped�too�soon,�applied�

too� long

UCA3.� 원자로가�채널�트립�시그널을�아직�수신하지�못한�상태에서�너무�빨리“TC_Trip�

on� High� LogN� Power”� 명령이�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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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계: 원인 시나리오 도출

앞서 도식화한 Control Structure를 기반으로 Unsafe Control Action의 발생 원인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림� 4-2-5┃� Unsafe� Control� Action�발생�원인64)

Control Structure를 활용하면 Unsafe Control Action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용이하다. <그림 4-2-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첫째, Controller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제어를 내리거나 둘째, 부적절한 피드백이나 정보가 Controller에게 전달됨으로 인해 Unsafe 

Control Ac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Actuator가 Control Action을 전달받아 Controller 

Process에 제어를 내리는 과정(Control Path)에 문제가 발생하여 Unsafe Control Action이 일어

나거나, 넷째 Controlled Process 상의 부적절한 입력이나 출력(결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위 4가지 측면의 원인을 기반으로 Unsafe Control Action의 발생에 기여

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되, FMEA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컴포넌트와 

Control Loop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원인을 분석하였다. 다음 <표 4-2-7>은 UCA1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 일부이다.

64)� Nancy� G.� Leveson,� John� P.� Thomas“STPA� HANDBOOK”,� 2018,� p44,� p49



STPA를�활용한�위험분석�가이드

88

○�표� 4-2-7.� Darlington� SDS의� UCA1에�대한�원인(causal� factor)� 분석

구분 내용

Controller� →�

Controlled� Process
트립�컴퓨터�→�원자로

Control� Action TC_Trip� on� High� LogNPower

Unsafe� Control� Action
UCA1.� HighLogNPower가� setpoint를� 초과하였으나�트립� 컴퓨터가� 채널� 트립� 명령�

전송에�실패함

Part� of� Control� loop� 발생원인(causal� factor)

트립�컴퓨터

운전원으로부터�잘못된�

명령�수신�혹은�누락

운전�매뉴얼�오류�또는�

누락
-

부적절한�컨트롤�알고리즘�

동작

Calibrated� LogNPower�

신호가�매우�낮음

알고리즘�모듈�

(소프트웨어)�오류

부정확한�로직�모델�
Calculated�setpoint가�매우�

높음

알고리즘�모듈�(소프트웨어)�

오류

컴포넌트�하드웨어�동작�실패

트립�컴퓨터의�

DO�출력이�실패

DO� Card�오류

IO� bus� 오류

트립�컴퓨터로�

AI/DI� 신호�입력이�실패

AI/DI� Card� 오류

IO� bus� 오류

트립�컴퓨터�↔�센서

부정확한�피드백
피드백�전송되는�AI�신호가�

너무�낮음

전송�채널�오류피드백�누락
피드백�전송되는�AI�신호가�

상실됨

피드백�지연
피드백�전송되는�AI�신호가�

지연됨

트립�컴퓨터�↔�엑추에이터 채널�트립�명령�누락 채널�트립�명령�상실 전송�채널�오류

센서

(센서,�증폭기)

센서/증폭기�동작�오류
부정확한�원자로�상태�

신호(AI)� 생성
센서/증폭기�오류

트랜스미터�동작�오류 원자로�상태�신호(AI)� 손실 트랜스미터�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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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터

(선출로직�서브시스템,�

원자로)

액추에이터�동작�오류

잘못된�선출�로직�결과로�

채널�트립�미발생
선출로직�서브시스템�오류

제어봉의�부적절한�동작으로�

채널�트립�실패
제어봉�컴포넌트�오류

Controlled� object

(원자로)

원자로�컴포넌트�오류 (to� be� declared65)) (to� be� declared)

사전�식별되지�않았거나�

유효�범위를�초과하는�장애�

(disturbance)� 발생

(to� be� declared) (to� be� declared)

processing� input� 오류나�

손실
(to� be� declared) (to� be� declared)

엑추에이터�↔�원자로 제어봉�제어�지연 채널�트립�신호�지연 전송�채널�오류(지연)

원자로�↔�센서
부정확한�원자로�상태�정보�

전송
(to� be� declared) (to� be� declared)

또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STPA 분석 효과를 FMEA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쉽도록 STPA 분석 결과를 FMEA 템플릿 형태로 정리하여 FMEA 결과와 비교

하였다(<표 4-2-8>). 비교 대상이 된 FMEA 수행 결과는 기존에 OPG에서 수행한 Darlington 

원자로 정지 시스템 FMEA 분석한 결과(Original FMEA result)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보안상의 

문제로 FMEA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상세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

<표 4-2-8>을 살펴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FMEA와 STPA 분석 둘 다에서 도출된 

결과이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STPA 분석을 통해서만 얻어진 부분이다. 검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립 컴퓨터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비교 범위에서 

제하였다. 

65)� Darlington�원자력�정지�시스템�관련�정보가�충분하지�않거나�공개가�어려워�일부�원인에�대한�분석이�생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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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Darlington� SDS� � STPA�분석결과와� FMEA�분석�결과�간�비교66)

66)�Applying� STAMP� to� Hazard� Analysis,� Yao� Song,� McMaster� Univ.� 2012,� 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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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TPA�적용�결과

최근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비단 물리적 시스템(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결합된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라 FTA나 FMEA와 같은 기존 기법만을 

적용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안전 민감도가 높아 보수적 성격을 띤 원자력 

분야에서 기존 전통기법 외에 새로운 위험분석 기법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FTA 기법이 AND, OR와 같은 일부 게이트의 조합으로 

사고 요인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량적 분석 방법이지만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나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량적 분석이 어려워 적용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FMEA의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능들의 Failure mode를 중심으로 

위험을 분석하기 때문에 조직, 안전 문화, 환경 등의 다양한 사고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꼽았다. 

반면 STPA는 분석 단계에 Control Structure에 기반하여 시스템 제어 흐름을 분석함에 

따라 컴포넌트 뿐 아니라 컴포넌트 간 상호관계 또는 운영자와 컴포넌트 간 관계까지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점을 큰 장점으로 뽑았다. 실제 원자로 정지 시스템을 

대상으로 STPA 위험분석 한 결과와 기존 FMEA 분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통해 FMEA에서 

식별하지 못했던 위험, Failure Mode, 원인들이 STPA를 통해 추가적으로 식별됨을 알 수 있다.

STPA가 기존의 전통적 기법, 특히 FMEA와 비교하여 효과성을 분석한 점은 흥미로우나, 비교 

분석 대상이 되는 기존 FMEA가 동일한 분석가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므로 “STPA Only” 

라고 식별된 부분이 FMEA 수행 과정에서 누락됨으로 인한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Controller가 사람인 경우와 Trip Computer인 경우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계층적 관계상 사람에 의한 Control Action과 Trip Computer에 

의한 Control Action이 순차적 혹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Unsafe Control 

Action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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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원자력�발전소�계측제어�시스템의�안전성�평가67)

가.�개요

소프트웨어의 공통 원인 고장(CCF: Common Cause Failure)은 원자력 발전소 I&C 시스템의 

주요한 우려사항 중 하나이다. 시스템을 다중으로 구성해도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여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공통 원인 고장은 설계나 구현보다는 

요구사항에 주요하게 기인하므로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U.S. NRC(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STPA 기법을 적용

하고 그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관련 연구 과제를 발주하였다. 본 절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를 소개

한다. 해당 연구 결과는 원자력 발전소 I&C 시스템 중 가압수형 원자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의 일부 기능을 대상으로 STPA를 적용하였으며, 추가로 STPA 기법의 인·허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나.�적용�대상�시스템

가압수형 원자로는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내는 열을 1차 계통의 냉각수로 전달하고, 온도가 높아진 

1차 계통의 냉각수(혹은 냉각재)가 2차 계통의 냉각수에 열을 전달해 증기를 만들어낸다. 만들어진 

증기는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다시 액화된다. 1차 계통의 냉각수는 방사선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냉각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 2차 계통의 냉각수와 섞이지 않아야 한다. 

<그림 4-2-6>은 가압수형 원자로의 일반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67)� John� Thomas,� Francisco� Luiz� de� Lemos,� and� Nancy� Leveson,� Evaluating� the� Safety� of� Digital� Instrumentation�
� � � � and� Control�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port:� NRC-HQ-11-6-04-006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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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가압수형�원자로68)

본 연구에서는 가압수형 원자로 중 MSIV(Main Steam Isolation Valve)를 대상으로 

STPA를 적용하였다. 원자로가 정상 운행 중일 경우 MSIV는 열려있으며, 반대로 비정상 상황일 

경우는 MSIV를 닫음으로써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1차 계통과 2차 계통의 냉각수를 분리하는 

중요 역할을 한다. 

다.� STPA�적용�방법�및�내용

▪ 1단계: 사고 및 위험 정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는 인명피해, 환경오염, 원자력 설비 파손 등이며 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태 즉, 위험(Hazard)은 <표 4-2-8>와 같다. 

68)� Evaluating� the� Safety� of�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MIT�
� � � � Research� Report,� 201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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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가압수형�원자로(PWR)의�사고�및�위험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고)

사고

(Accident)

A1 부상이나�사망�등의�인명피해 -

A2 환경오염 -

A3 원자력�발전소�설비�손상 -

A4 전기�발전�중단 -

위험

(Hazard)

H1 방사능�물질�누출� [A1,� A2]

H2 원자로의�지나친�온도�상승� [A1,� A2,� A3,� A4]

H3 장비�한계치를�초과한�운행� [A3,� A4]

H4 원자로�운전�정지� [A4]

▪ 2단계: Control Structure 도식화

MSIV와 관련된 PWR의 구성요소는 운전원(Operator)과 제어 계통69), 제어 대상(MSIV, 

Secondary cooling system 등)이 있다. 즉 운전원과 제어 계통은 제어 대상인 MSIV에 대해 

Controller 역할을 수행하고 밸브(MSIV)와 냉각 시스템(Secondary cooling system)이 

Controller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제어 대상에 해당한다.

구성요소 간 제어 및 정보전달 관계는 <그림 4-2-7> Control Structure과 같으며, 각 

구성요소의 MSIV 제어와 관련한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표 4-2-9>와 같다.

69)� NSSC(Non-Safety� System� Controller),� PS(Protection� System),� DAS-PS(Diverse� Actuation� System-PS),� PM(Priority� �
� � � � Modu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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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MSIV에�중점을�둔� PWR의� Control� Structure70)

70)� Evaluating� the� Safety� of�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MIT
� � � �Research� Report,� 2012,�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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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PWR� Control� Structure의�주요�구성요소

시스템�구성요소 설�명

Operator

� MSIV� 제어�통제

�냉각수�누수와�같은�비상상황　발생�시�원자로�가동을�중지시킴

�공학적안전설비(ESP:� Engineering� Safety� Feature)� 가동

�필요�시�주�증기관�격리

�각종�발전소�수치들을�관찰하고�비정상�상황이나�추세를�파악(고장진단)

�발전소�개시�및�정지�중�발전소�운영

�비상상황�발생�시�가이드에�따라�행동

PS

(Protection� System)

� 냉각수�누수와�같은�비상상황　발생�시�원자로�가동을�중지시킴

�공학적안전설비(ESP:� Engineering� Safety� Feature)� 가동

�필요�시�주�증기관�격리

DAS

(Diverse� Automation� System)
� PS와�동일한�기능을�하는�예비�시스템

NSSC

(Non-Safety�System�Controller)

� 운전원(Operator)으로부터� MSIV� open/close� 명령을� 받으면� PM에게

� � 해당�명령을�전송

� PM으로부터�피드백을�수신하면�해당�정보를�운전원에게�전송

PM

(Priority� Module)

� PS� >� DAS� >� SCS� >� Operator� >� NSSC� 우선순위에� 따라� 제어� 명령을� � � � � � �

� � 허용

� 제어� 명령을� MSIV� actuator에� 전달하고� MSIV� actuator로부터� active�

� � 피드백을�받아� Controller에�전달

� MSIV가� 닫힐� 때� 밸브� 회전이� 최대로� 이뤄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 � MSIV� actuator� 동작에�문제가�없는지�확인

Process� Sensor
� Controller가�밸브�잠금�여부를�판단하는데�필요한�압력,� Steam� Generator(SG)� �

� � � water� level,� 백업시스템�가동�상태�등의�정보를�전달

Actuator � 모터를�가동하여�MSIV� 벨브를�잠그는�역할�수행

MSIV� Sensor
� Controller에� 의한� MSIV� 잠금� 명령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 � � � � � �

� � 확인하는데�필요한�밸브의�회전력을�측정하여� Controller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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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의 Process Model 변수들은 Controller가 어떤 Action을 취할지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정보들의 종류나 시스템 및 기능 정보, 시스템 위험 등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다. Controller가

MSIV 잠금(Action)을 수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증기 생성관(Steam Generator(SG) Tube)이 파열(rupture)되면 SG level 증가하고              

  오염된 액화 물질을 2차 계통으로 누출시킬 수 있다.

· 증기 계통의 파이프 누수(Leak)가 발생하면 SG의 압력이 낮아지고 일시적으로 과냉각을        

  유발하며 격납고로 에너지 누출을 일으킬 수 있다.

· 급수 계통의 파이프 누수(Leak)가 발생하면 SG의 압력이 낮아지고 일시적으로 과냉각을 

  유발하며 격납고로 에너지 누출을 일으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Close MSIV’ 제어가 위험을 유발하는 Control Action 

즉, UCA(Unsafe Control Action)를 도출할 수 있다.

▪ 3단계: Unsafe Control Action 도출

<표 4-2-10>은 ‘Close MSIV’ 의 UCA를 도출하기 위해 작성된 Context table이다. 

2~4열은  ‘Close MSIV’ 제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5열은 다른 시스템의 운행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MSIV 제어기의 동작이 부적절하더라도 다른 시스템의 운행이 적절하다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No” 로 표기됨)를 고려하기 위해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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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0.� Control� Action‘Close� MSIV’의� Context� table

<표 4-2-10>은 Process Model이 가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Control Action의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경우 중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Control Action만 선별하고, 

선별한 Control Action을 UCA로 도출한 결과가 <표 4-2-11>이다. <표 4-2-11>은 <표 

4-2-10>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으로서 여러 경우의 수를 묶어서 하나의 UCA로 기술했다. 

예를 들어, 6열(“Control Action Hazardous?” )의 2~8행은 Process Model(2~4열) 중 

하나라도 “Ruptured(파열)” 이나 “Leak(누출)” 인 경우를 묶어 [UCA1]으로 기술하였고, 6열의 

10~16행을 묶어 [UCA2]로 기술하였다. <표 4-2-11>은 Operator와 NSSC 사이 또는 

Operator와 PM 사이의 제어를 대상으로 기술하였으나 Close MSIV를 제어하는 다른 

Controller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UCA이다. 

NO 1� 2� 3� 4� 5� 6� 7� 8� 9

- Control�
Action�

Steam�
Generator�
Tube�

Condition�of�
Main�

Feedwater�
Pipe�

Condition�of�
Main�Steam�
line�

Operation�of�
other�
support�
systems�

Control�
Action�

Hazardous?�

Control�
Action�
Hazardous�
if�Too�Late?�

Control�
Action�

Hazardous� if�
Too� Early?�

Not�
Providing�
Control�
Action� is�
Hazardous?

1�

Close� MSIV�

Not�
Ruptured�

No� Leak� No� Leak� Adequate� H4� H4� H4� No�
2�

Ruptured� No� Leak� No� Leak� Adequate� No� H1~4 H3,� H4� H1~4
3� Not�

Ruptured� Leak� No� Leak� Adequate� No� H2~4� No� H2,� H3�
4�

Not�
Ruptured� No� Leak� Leak� Adequate� No� H2~4� No� H2,� H3�5�

Ruptured� Leak� No� Leak� Adequate� No� H1~4 H3,� H4� H1~4
6� Not�

Ruptured� Leak� Leak� Adequate� No� H2~4� No� H2,� H3�

7� Ruptured� No� Leak� Leak� Adequate� No� H1~4 H3,� H4� H1~4
8� Ruptured� Leak� Leak� Adequate� No� H1~4 H3,� H4� H1~4

9�
Not�

Ruptured� No� Leak� No� Leak� Inadequate� H2,� H4� H2,� H4� H2,� H4� No�

10� Ruptured� No� Leak� No� Leak� Inadequate� H1~4 H1~4 H1~4 H1~4

11� Not�
Ruptured� Leak� No� Leak� Inadequate� H1~4 H1~4 H1~4 H2,� H3�

12� Not�
Ruptured� No� Leak� Leak� Inadequate� H1~4 H1~4 H1~4 H2,� H3�

13� Ruptured� Leak� No� Leak� Inadequate� H1~4 H1~4 H1~4 H1~4

14� Not�
Ruptured� Leak� Leak� Inadequate� H1~4 H1~4 H1~4 H2,� H3�

15� Ruptured� No� Leak� Leak� Inadequate� H1~4 H1~4 H1~4 H1~4
16� Ruptured� Leak� Leak� Inadequate� H1~4 H1~4 H1~4 H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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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1.‘Close� MSIV’에� 대한� UCA

▪ 4단계: 원인 시나리오 도출

‘3단계’ 와 같이 UCA를 도출하고 나면 ‘4단계’ 에서 UCA의 발생 원인을 분석 한다. <표 

4-2-12>와 <표 4-2-13>은 ‘2단계’ 에서 도출한 UCA 중 [UCA1]과 [UCA3]에 대한 원인 

시나리오 도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2-12>는 Controller가 Operator인 경우의 원인 

분석 결과이며 <표 4-2-13>은 DAS가 Controller인 경우 원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도출한 

UCA는 Hazard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도출된 모든 UCA에 대해 원인 시나리오 

도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본 가이드에서는 전체 UCA 원인 분석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한다.

‘Close� MSIV’의� Unsafe� Control� Actions

Controller

Operator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NSSC or PMClose MSIV

Not� providing�

causes� hazard

UCA1.� 다른� 시스템이�적절하게�운행� 중인�상황에서� SG� 튜브가�파열되거나� main� feedwater�

또는�main� steam� line�누출이�발생한�경우�close�MSIV를�제공하지�않음� [H-1,� H-2,�H-3,�H-4]

UCA2.�다른�시스템이�적절하게�운영�중이지�않은�상황에서�main� feedwater�또는�main� steam�

line에�누출이�발생한�경우� close� MSIV를�제공하지�않음� [H-1,� H-2,� H-3,� H-4]�

Providing� causes�

hazard

UCA3.�다른�시스템이�적절히�운행�중이지�않은�상황에서� SGTR(SG� Tube� Rupture)이�있을�때�

close� MSIV를�제공함� [H-1,� H-2,� H-3,� H-4]�

Too� 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UCA4.� SG� 압력이�상승하는�상황에서� close� MSIV를�너무�이르게�제공함� [H-2,� H-3]

UCA5.� SG�튜브의�파열이나�main� feedwater� 또는� main� steam� line에�누출이�있는�상황에서�

close� MSIV를�너무�늦게�제공함� [H-1,� H-2,� H3]

UCA6.� 파열�또는�누출이�없는�상황에서� close� MSIV를�제공함� [H-4]

Stopped�too�soon,�

applied� too� long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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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2.‘Operator’의‘Close� MSIV’에�대한� UCA� 및�원인�시나리오�

Operator의� [UCA1]에�대한�원인�시나리오

Controller

Operator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NSSC or MSIV/PMClose MSIV

Unsafe�Control�

Action

UCA1.� 다른� 시스템이�적절히�운행� 중인�상황에서� SG� 튜브가� 파열되거나�main� feedwater� 또는�

main� steam� line� 누출이�발생한�경우� close� MSIV를�제공하지�않음� [H-1,� H-2,� H-3,� H-4]

원인�

시나리오

(1)� 2차�냉각�시스템�측면

� � � a. 하나의�상황�때문에�동시에�발생한�다른�상황이�드러나지�않음

� � � � � 예)� Feedwater� 문제가� SGTR과�동시에�발생하면� SG�수위가�안정을�유지함

� � � b. MSIV가�닫혀야�하는�상황인지�판단하지�못함�

� � � � � 예)� SGTR가� 발생한� 동안� NSSC가� 낮아진� RCS� 압력을� 높이기� 위해� 가압기� 가열기를� � � � � � �

� � � � � 작동시킴

� � � c. 이벤트가�매우�느리게�진행되어�이상상황이�발견되지�않음

(2)� 프로세스�피드백�측면

a. SG� 수위(level)� 피드백이�손실,�지연되거나�부정확함

b. SG�압력�또는�설정값이�부정확함

c. SG의�수위(level)� 정보를�늦게�혹은�부정확하게�전달함

d.메인� SG� tube� 상태를�정확하지�않게�표시함

e. 현재의�반대�상황을�표시하여�자료의�불일치를�유발함

f. Voting� System이�정상적으로�동작하지�않음

g. 부분�냉각�개시를�표시하지�않음

h. 센서�또는�통신선,� 전원�고장

i. PM이�두�개의� MSIV� 작동기�모두�동작�불능�상태라고�보고함

j. PM이� MSIV가�닫혀있지�않지만�닫혀있다고�보고함

k. NSSC가�사용�불가능한�상태지만�사용�가능하다고(혹은�피드백이�없다고)� 보고함

(3)� 외부정보�측면

a. PZR� 압력정보가�지연되거나�누락됨

b.� PZR� 수위(레벨)� 정보가�정상(normal)하다는�잘못된�상태가�제공됨

c.� 부적절하게�조합된� Indicator� 정보가�제공됨

(4)� Operator� 측면

a.� main� steam� line이�누수에�누수가�있으나�누수가�없다고� operator가�잘못�인식함

b.� main� feedwater에�누수가�있으나�누수가�없다고� operator가�잘못�인식함

c.� 부적절하게�조합된� Indicator� 정보가�제공됨

d.� operator가�다음�프로시저를�혼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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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3.‘DAS’의‘Close� MSIV’에� 대한� UCA�및� Causal� Scenario�

DAS의� UCA3.에�대한�원인�시나리오

Controller

DAS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MSIV/PMClose MSIV

Unsafe�Control�

Action

UCA3.� 다른�시스템이�적절히�운행�중이지�않은�상황에서� SGTR이�있을�때� close� MSIV를�제공함�

[H-1,� H-2,� H-3,� H-4]�

원인�

시나리오

(1)� 2차�냉각�계통�측면

하나의�상황�때문에�동시에�존재하는�다른�상황이�드러나지�않아서�시스템이�정상적으로�동작하는� �

것처럼�보이도록�만듦

예)� 수증기� 관에� 과다한�방사능이�안전� 주입(Safety� injection)과� 함께� 감지되는�경우,� 실제로는

� � � DAS에�부분�냉각(partial� cool-down)이�자동으로�시작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기�어려움

(2)� MSIV/PM의� feedback�측면

a. SG� 수위�정보를�제공하지�않음�

b. SG�압력이�틀림�

c. 증기�발생기�수위가�틀림�

d. 상황을�반대로�표시하는�데이터�발생�

e. 투표�시스템이�정상적으로�동작하지�않음�

f. 센서�고장

(3)� 외부�정보�측면

a. 4중화�장치의�정보�표시를�틀리게�조합함�

b. 압력기가�압력을�늦게�보내거나�압력이�손실됨�

c. 안전�주입�개시�신호의�오류

(4)� DAS(Diverse� Actuation� System)� 측면

a. 정보�간�충돌이�발생하여� DAS가�다른�시스템이�동작�불능�상태인�거을�알지�못함

b. SGTR이�발생했지만� DAS는�주�증기관의�누수�또는� feedwater� 누수가�발생한�것으로�잘못� �

� � � � � � 판단함

c. DAS�알고리즘이�잘못됨

d.다른� SG� 밸브가�보수�중이거나�오작동�하는�상황에서� DAS가�밸브를�닫음

e. 물리적으로�손상을�입음�

f. 제조적�결함으로�오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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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TPA�적용�결과

원자력 분야에서 수행되는 위험 분석은 여러 가정 사항을 포함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측된 

상황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Operator나 보호계통이 이를 감지하여 해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위험분석을 수행한다. 반면, STPA는 이 같은 가정을 배제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본 절에서 소개한 연구 보고서 역시 ‘미리 예측되는 상황’ 에서 ‘Operator’ 나 ‘보호계통’ 이 이를 

성공적으로 감지하여 해결조치 할 것이라는 가정을 배제함으로써 다양한 위험들을 도출하고 

해당 위험들의 원인을 시스템 구성요소별로 분석하여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PWR의 현재 설계는 MSIV 잠금을 수행해야 하는 이상상황이 감지되는 

경우 Operator나 보호계통이 밸브 잠금을 문제없이 수행함을 가정하여 설계되어 있지만 MSIV 

밸브 잠금 기능에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3단계: 

Unsafe Control Action’ 분석을 통해 MSIV 밸브 잠금에 지연(too late)이 발생하는 위험을 

도출하고 ‘4단계: 원인 시나리오 도출’ 에서 SGTR이 이와 같은 위험의 주요인임을 파악, 

SGTR 여부를 보다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분석뿐 아니라 규제기관 입장에서 

발전소의 인․허가 용도로 STPA를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STPA는 

원자력 발전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안전 관련한(Safety-Related) 부분과 비 안전(Non- 

Safety-Related) 관련 부분으로 구별하는데 유용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STPA는 사고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어(control) 관점에서 구성요소들을 Control Structure로 구조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여 

매끄러운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STPA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분석 

범위를 단순 시스템에(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형태) 국한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유연하게 포함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위험분석 시 

Operator의 잠재적인 실수나 정책 또는 안전 문화의 상충되는 부분을 포함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원자력 규제기관 입장에서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관계 인력, 정책, 문화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시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 안전성 분석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를 

위한 분석 용도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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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항공기�제동장치의�안전성�평가�및�평가�방법71)

가.�개요

ARP 4761(Aerospace Recommended Practice 4761)72)은 항공 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안전성 평가 절차이다. 시스템 개발 단계별로 FMEA와 FTA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시스템의 위험(Risk)을 정량적(확률적, Probabilistic)으로 분석73)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Honeywell과 MIT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ARP4761과 STPA를 

동일한 시스템에 각각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보고서는 STPA를 적용한 결과가 

ARP4761에 따라 위험을 분석한 경우보다 더 폭넓은 컴포넌트(소프트웨어, 사람, 조직 등)를 포함

하여 분석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위험과 위험의 원인을 찾아내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절에서는 

보고서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인 STPA 적용 과정 및 결과와 ARP4761과 비교한 결과에 

대해 다룬다.

71)� Nancy� Leveson,� Chris� Wilkinson,� Cody� Fleming,� John� Thomas,� and� Ian� Tracy,� A� Comparison� of� STPA� and� the�
� � � � ARP� 4761� Safety� Assessment� Process� (MIT� Technical� Report,� 2014)
72)� ARP� 4761A:� Guidelines� and� methods� for� conducting� the� safety� assessment� process� on� civil� airborne� systems� and�
equipment

73)� ARP� 4761에서� 정의하는� 안전� 평가� 절차(Safety� Assessment� Process)의� 일차적인� 목표는� 정량적� 평가이다.� 물론�
FDAL/IDAL(Functional/Item� Development� Assurance� Levels)� 할당과� 같이� 품질적� 측면(정성적�측면)도� 있지만,� 실패의�

� � � � 확률을�정량적으로�분석하는�것을�기본적인�목표로�삼는다.

(참고)ARP 4761 Safety Assessment Process

ARP 4761의 안전성 평가 절차는 크게 3가지 파트 즉, FHA(Functional Hazard Analysis), 

PSSA(Preliminary System Safety Analysis), SSA(System Safety Analysis)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행된다.

4.3 항공�분야� STPA�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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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SAE� ARP� 4761� � FHA,� FTA� and� FMEA� 간�관계74)

FHA를 통해 도출된 Failure Condition은 FTA의 Top level event가 된다. FMEA와 FTA에서 

분석한 정량적 결과는 다시 System level FHA에 반영된다. 초기 FHA를 통해 식별된 위험이 개발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기 설계, 상세 설계 단계에서도 계속 

추적된다. 

▪ FHA : 항공기(aircraft) 개발 초기 수행하는 위험분석 기법으로 항공기 레벨에서 도출되는 

  기능에 대한 Hazard(failure condition)을 식별한다. 이어, 항공기 레벨에서 도출한 기능과 

  관련된 시스템 또는 서브시스템 레벨의 기능을 식별하고 각 기능에 대한 failure Condition 분

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FHA 수행절차는 ① 모든 기능을 나열하고, ② 해당 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failure condition을 식별한 후, ③ 해당 failure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 

  ④ 영향의 심각 정도에 따라 분류(classification)를 한다. 이어, ⑤ failure condition의 

  위험정도를 낮추기 위한 요구사항을 할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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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적용�대상�시스템

본 연구보고서는 지상에서 항공기 속도 및 움직임 제어를 위한 WBS(Wheel Brake System)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절차와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위험분석 대상인 WBS는 지상에서 

항공기의 바퀴 움직임을 제어하여 안전하게 감속할 수 있도록 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두 개의 

메인 landing gear에 탑재된다. <그림 4-3-1>은 WBS 구조를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74)� SAE�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Methods� For� Conducting� The� Safety� Assessment� Process� On� Civil� Airborne
� � � � Systems� And� Equipment� � ARP4761� (1996),� p� 18.

▪ PSSA : PSSA를 통해 사전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 상위수준으로 failure condition 리스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PSSA는 특정 기능의 실패(failure)가 

  어떻게 기능상 위험(Functional Hazard)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고, 해당 위험들을 

  제어하기 위해 시스템 요구사항이나 설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그 방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 SSA : SSA는 시스템 설계가 FHA 및 PSSA에서 정의한 정량적 및 정성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verification)하는 활동이며, 상세 설계활동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SSA 

  수행 시, 하드웨어 신뢰성 요구사항이나, 아키텍쳐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DAL 

(Development Assurance Level) 등이 PSSA 단계에서 정의했던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verification)한다. 

※ (참고) ARP 4761의 위험분석 평가 절차는 기본적으로 Hazard의 원인이 기능 실패에서 기인함을          

     전제로 한다. 이와 달리, STPA는 이 같은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개체 간 제어 관점(control -                 

       Controlled Process)에서, 해당 제어에 관계된 모든 개체(사람, 사회적 정책, 제도 등도 포함)를 

    포함하여 위험 분석을 수행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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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WBS�다이어그램75)

WBS는 두 개의 주-기어에 설치되어 동작한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움직이는 상황은 Taxi

(항공기 지상이동)와 Landing(착륙), Rejected take-off(이륙취소)를 비롯한 여러 상황이 있으며, 

앞서 나열한 상황에서 WBS는 바퀴에 제동을 걸어 항공기를 안전하게 감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항공기가 지상에 정지해 있는 상황(Park 상황)에서 항공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를 

제동하는 역할을 한다. WBS는 바퀴 제동을 위한 자동(no pedal 제어) 및 운전원의 조작에 의한 

수동(pedal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유압 장치의 기능 상실에 대비하여 유압 장치는 독립적으로 

이중화 되어 있다.

75)� Nancy� Leveson,� and� et� al.,� A� Comparison� of� STPA� and� the� ARP� 4761� Safety� Assessment� Process� (MIT� Technical� �
� � � � Report,� 201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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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PA�적용�방법�및�내용

▪ 1단계: 사고 및 위험 정의

WBS에서는 <표 4-3-2>와 같이 사고 2가지와 5가지 위험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ARP4761과 STPA의 비교를 위해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H4]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H4]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4-3-3>과 같이 세부 위험을 정의하였으며, 각 

항목마다 대응되는 안전 제약사항을 <표 4-3-4>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4-3-2.�WBS의�사고�및�위험�정의

구분 내용

사고

(Accident)

A1 승객이나�비행�지역�주민들의�부상이나�사망

A2 항공기나�외부�시설물의�심각한�손상

위험

(Hazard)

H1 비행을�지속하기에�불충분한�추진력�

H2 기체�건전성�상실�

H3 의도와�다르게�통제된�상태로�비행

H4
지상에서�이동�중인�항공기가�다른�물체에�지나치게�가깝게�접근하거나�의도치�않게�유도로를�

벗어남�

H5 기타�

○표� 4-3-3.� H4(Hazard� 4)와� 관련한�세부�위험(Hazard)

구분 내용

H4-1 항공기의�착륙�또는�이륙거부,�지상�이동�시�부적절하게�감속�

H4-2 이륙�중� V1� 지점을�지나�감속�

H4-3 항공기� Parking� 중� 움직임�발생�

H4-4 차등�제동�중�의도하지�않은�경로�제어�수행

H4-5 항공기를�안전�지역(유도로,�활주로,� 터미널�등)�밖으로�기동

H4-6 기어가�풀어진�상태에서�주기어�휠의�회전이�멈추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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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WBS의� Safety� constraints

구분 내용 비고(관련위험)

SC� 4-1
착륙�또는�이륙�거부,�지상�이동을�하는�경우,�제동�명령�실행�후�TBD초�이내에�추진을�

다시�시작해야�함
[H4-1]�

SC� 4-2 항공기가� V1� 지점을�지난�후에는�절대�감속해서는�안�됨 [H4-2]

SC� 4-3 항공기� Parking� 시� 의도하지�않은�움직임이�발생하면�안됨 [H4-3]

SC� 4-4 Differential� break는�항공기의�경로�제어를�방해하지�않아야�함 [H4-4]

SC� 4-5 항공기를�안전지역(유도로,� 활주로,�터미널�등)� 밖으로�기동해서는�안�됨 [H4-5]

SC� 4-6 기어가�풀린�상태에서는�주�기어�회전이�정지되어야�함 [H4-6]

▪ 2단계: Control Structure 도식화

WBS의 사고와 위험을 정의한 이후, 해당 위험을 control loop 구조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WBS의 control structure 

도출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WBS와 같이 다양한 서브시스템과 제어관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위 관점에서 최대한 단순화된 구조화를 먼저 도식화하고, 분석의 범위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림 4-3-2>는 WBS에 대한 control structure 

구체화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 ‘①’ 에서 ‘④’ 로 진행될수록 서브시스템이 구체화됨에 따라 

WBS와 관련된 구성요소들이 세분화되며, Control Action 및 Feedback 또한 구체화 되어간다.

<그림 4-3-2>의 ‘④’ 에 도식화 되어 있는 바와 같이, WBS에 대한 Control Structure는 

Flight Crew, Wheels, WBS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WBS를 보다 구체화하면 BSCU 

AutoBrake, BSCU Hydraulic Controller, WBS Hydraulics와 같은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수동모드에서는 조종사가 Controller로서 Wheel 제어하며, 자동모드에서는 WBS를 구성하는 

BSCU(Braking System Control Unit) Autobrake가 유압장치를 제어하여 Wheel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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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WBS의� Control� Structure�도출�과정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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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Unsafe Control Action 도출

앞서 2단계에서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 하면서 시스템 구성요소 간 Control Action를 

식별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Control Action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결과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파악하여 Unsafe Control Action(UCA)을 도출한다. <그림 4-3-3> 

및 <그림 4-3-4>는 각각 Controller가 Flight Crew인 경우 또는 BSCU Autobrake 인 경우의 

Control Action에 대한 UCA를 도출한 결과를 일부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Control Action에 4가지 패턴(Not Providing, Providing, Too soon/too late/out of 

sequence, stop too soon/too long)을 대입하고 각 결과가 앞서 1단계에서 정의한 다양한 위험

(Hazard) 중 어떤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지 분석하여 UCA로 식별한다.

┃그림� 4-3-3┃ Unsafe� Control� Action� 도출(예)� :� Flight� Crew� Controller� 경우77)

76)� Nancy� Leveson,� and� et� al.,� A� Comparison� of� STPA� and� the� ARP� 4761� Safety� Assessment� Process� (MIT� Technical�
Report,� 2014),� p� 23~27.

77)� Nancy� Leveson,� and� et� al.,� A� Comparison� of� STPA� and� the� ARP� 4761� Safety� Assessment� Process� (MIT� Technical� � � � �
� � � � Report,� 2014),� p� 2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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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Unsafe� Control� Action� 도출(예)� :� BSCU� Autobreak� Controller� 경우78)

연구보고서에는 <그림 4-3-3> 및 <그림 4-3-4> Control structure에 포함된 모든 

Controller에 대한 UCA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Crew Controller의 경우 23개, 

BSCU Autobrake 인 경우 14개, BSCU Hydraulic 인 경우 24개 등으로 총 63개의 UCA를 도출

하였다. 그 중에서 Controller가 Flight Crew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수동으로 브레이크 제어

(Manual Braking)를 하는 Control Action에 대한 UCA 도출 결과를 <표 4-3-5> 와 같이 

일부 정리하여 소개한다. 또한 <표 4-3-6>은 Controller가 BSCU Autobrake인 경우 UCA 

도출결과 일부이다.

78)� Nancy� Leveson,� and� et� al.,� A� Comparison� of� STPA� and� the� ARP� 4761� Safety� Assessment� Process� (MIT� Technical� � � � �
� � � � Report,� 2014),� p� 2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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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Flight� Crew’에�의한‘Manual� Braking’에�대한� UCA

‘Manual� Braking’의� Unsafe� Control� Actions

Controller

Flight Crew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Wheel Braking SystemManual Braking

Not� providing�

causes� hazard

CREW.1a1.�항공기가�착륙�또는�이륙�취소,�지상�이동�시�Autobrake�제동이�정상적으로�이뤄지지�

않는�상황이나,� Flight� Crew가�수동으로�항공기를�제동하지�않음

Providing�

causes� hazard

CREW.1b1.� 항공기� 착륙� 시� 페달에� 압력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았으나� 수동� 제동이� 이루어져

부적절한�감속이�이루어짐

CREW.1b2.� 페달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수동� 제동이� 가해지면서� 제어� 불능� 상태가� 되거나,�

승객�혹은�승무원�부상�또는�브레이크�과열�혹은�손실,�타이어�폭발을�유발함

CREW.1b3.� 정상적으로�이륙을�하는�상황에�수동�제동이�가해짐

Too� 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CREW.1c1.� 항공기�착륙이�이루어지기�전에� (너무�일찍)� 수동�제동이�이루어져,� 바퀴가�잠기거나�

제어�불능�상태가�되거나�타이어�폭발이�발생함

CREW.1c2.�다른�장애물과의�충돌을�피하기�위한�수동�제동이�너무�늦게�이루어져�항공기�무게와�

속도,� 장애물과의�거리,� 활주로�상태를�고려한�제동이�이루어지지�않음

Stopped� too�

soon,�applied�too�

long

CREW.1d1.� 지상�이동�시�안전한� TBD� 속도에�이르기�전에� (너무�빨리)� 수동�제동을�멈춤

CREW.1d2.� 수동�제동을�너무�길게(오래)� 하여�활주로나�이동�경로�중간에�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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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BSCU� Autobrake’에�의한‘Brake� command’에� 대한� UCA�

▪ 4단계: 원인 시나리오 도출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도출한 UCA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그림 

4-3-5>는 Controller가 Crew인 경우와 BSCU Autobrake인 경우 ‘왜 UCA가 발생하는가? 

(STPA a)’ 관점과 ‘왜 Control Action이 실행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실행되었는가?(STPA b)’ 

관점에서 UCA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을 도식화 한 것 이다.

‘Manual� Braking’의� Unsafe� Control� Actions

Controller

BSCU Autobrake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Wheel Braking SystemBrake Command

Not� providing�

causes� hazard

BSCU.1a1.� RTO(Rejected� Take-off)에� 대한� Brake� Command가�제공되지�않아�활주로�내에서�

정상적으로�항공기를�멈추지�못함

BSCU.1a2.�활주로�착륙(landing� roll)�시�Brake�Command가�제공되지�않아�충분한�충분히�감속이�

이루어지지�않음

Providing�

causes� hazard

BSCU.1b1.�항공기가�활주로�착륙(landing�roll)�시�Braking�Command가�과도하게�제공되어�급진적인�

감속이나�제어�상실,�조종사�부상을�야기함�

Too� 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BSCU.1c1.� 항공기가�활주로에�닿기�전에� (너무�일찍)� Braking� Command가�제공되어,�

타이어�파열,�제어�상실,� 조종사�부상을�야기함

Stopped� too�

soon,�applied�too�

long

BSCU.1d1.� Brake� Command가�너무�오래�동안�적용되어�활주로에서�예기치�않은�정지를�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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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Unsafe� Control� Action� 도출79)�

<표 4-3-7>은 Crew가 위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항공기를 수동으로 제동(Manual 

Breaking)하는 UCA에 대해 원인을 도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79)� Nancy� G.� Leveson� and� John� P.� Thomas,� STPA� HANDBOOK� (2018),� p� 4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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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Flight� Crew’의‘Manual� Braking’에�대한� Causal� Scenario� (CS1/CS2)

[CREW.1a1.]에� 대한�원인�시나리오

Controller

Flight Crew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Wheel Braking SystemManual Braking

Unsafe�

Control�

Action

CREW.1a1.� 항공기가� 착륙� 또는� 이륙� 취소,� 지상� 이동� 시� Autobrake� 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상황이나,� Flight� Crew가�수동으로�항공기를�제동하지�않음

#�관련�위험� :� [H4-1],� [H4-5]

원인�

시나리오

CS1.� Crew는� Autobrake가�동작� 중인� 것으로�착각하고�자동적으로�제동될�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

Crew의� Process� Model이� 다음과�같은�결함을�하나�이상�포함함

a.� 조종사가�직접� Autobrake를�작동시켰으나� Autobrake가�불능상태로�바뀐�것을�인지하지�못함

b.� BSCU� Hydraulic� Controller에� 고장이� 발생한�경우�피드백�오류로� BSCU� Hydraulic� Controller가�

� � 문제�없이�작동중인�것으로� Autobrake가�잘못�인식함

c.� 설계�오류로� BSCU가�고장을�감지한�경우에도� Autobrake가�이를�알지�못해� Crew는� Autobrake가�

� � 문제없이�제동� 중인� 것으로�잘못� 인식함.� 즉,� BSCU가� 고장을�발견하면� green� shut-off� valve를�

� � Close하고� Autobrake가�비활성화�되나� Autobrake가�이를�조종사에�알리지�않음

d.� Crew가�상충되는�정보,� 잦은�경보로�인한�피로�등으로�인해�원활하게�피드백을�처리하지�못함

[CREW.1a1.]에� 대한�원인�시나리오

Controller

Flight Crew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Wheel Braking SystemManual Braking

Unsafe�

Control�

Action

CREW.1a1.� 항공기가� 착륙� 또는� 이륙� 취소,� 지상� 이동� 시� Autobrake� 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상황이나,� Flight� Crew가�수동으로�항공기를�제동하지�않음

#�관련�위험� :� [H4-1],� [H4-5]

원인�

시나리오

CS2.� 두� 명의� Crew가� 항공기를�제어하는�상황에서,� 서로�상대방이�수동� 제동를�할�것이라�생각하고�

누구도�수동�제동을�하지�않음.� 이는� Process� Model이� 부정확한�경우�발생하며,� 다음과�같은�사항이�

부정확한� Process� Model의�원인이�될�수�있음

a.� Crew가�다른�시스템(spoilers,� reverse� thrust� 등)에�의한�감속을�느끼고�누군가�현재�제동을�수행�

� � 중인�것으로�잘못�판단할�수�있음

b.� 항공기의� 비정상� 동작과� 같은� 긴급,� 비상상황으로� 인한� Crew의� 의사결정� 체계� 혼란,� 역할� 변경�

� � 등으로�인해�적절한�수동제어�조치를�취하지�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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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4-3-8> 및 <표 4-3-9>는 항공기를 자동으로 제동하는 BSCU Autobrake의 

Brake Command에 대한 원인 시나리오를 도출한 결과이다.

○표� 4-3-8.‘BSCU� Autobrake’의‘Brake� command’에� 대한� Causal� Scenario� (CS1)

○표� 4-3-9.‘BSCU� Autobrake’의‘Brake� command’에� 대한� Causal� Scenario� (CS2)

BSCU� Autobrake의� [AC.1a1.]에�대한�원인�시나리오

Controller

BSCU Autobrake Controller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BSCU Hydraulic ControllerBrake Command

Unsafe�

Control�

Action

AC.1a1.� Autobrake가� 작동� 중인� 상태로�착륙하거나�이륙� 취소가�발생한�경우,� Autobrake가� Brake�

command를�제공하지�않음

원인�

시나리오

CS2.�제동�시스템이�보조�제동�방식으로�변경된�경우�Autobrake�명령을�제공해도�자동�제동이�이뤄지지�

않을�수�있음

a.�Autobrake가�제동방식이�보조�제동�방식으로�변경된�것을�인지하지�못하고�계속해서�제동�명령을�보냄

b.� Autobrake가�조종사에게�자동�제동을�활성화했다고�잘못된�피드백을�제공함

BSCU� Autobrake의� [AC.1a1.]에�대한�원인�시나리오

Controller

BSCU Autobrake Controller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BSCU Hydraulic ControllerBrake Command

Unsafe�
Control�
Action

AC.1a1.� Autobrake가� 작동� 중인� 상태로�착륙하거나�이륙�취소가�발생한�경우,� Autobrake가� Brake�

command를�제공하지�않음

원인�

시나리오

CS1.�Autobrake가�필요한�감속률에�도달�또는�이미�초과했다고�잘못�인식하여�Brake�Command를�내보냄

a.� 바퀴�속도�정보가� Rapid� Pulse를�포함한다(부적절한� Feedback).� 이는�비행기�속도를�알기�어렵게� �

� � 만들어�잘못된�속도�정보를�가지도록�한다.

b.� 활주로가� 젖은� 상태이고� Anti-skid� 기능이� 브레이크를� Pulse하는� 경우에� Feedback인� Rapid� � � � �

� � � pulse를�포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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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TPA�적용�결과

본 연구보고서는 항공기에 탑재되는 WBS를 대상으로 STPA를 적용한 결과를 담고 있다. 

STPA 분석 결과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ARP4761의 분석 결과와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ARP4761의 분석 결과는 시스템이나 컴포넌트의 확률적인 고장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반면, STPA는 정성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위험을 분석하고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특히 STPA는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의 다른 컴포넌트와 동일한 요소로 

바라보고 분석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조종사도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간주하여 분석

범위에 포함한다는 면에서 기존 ARP4761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STPA가 기존 분석 기법과 다른 분석 관점과 범위를 가짐으로 인해 ARP4761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위험 요인을 보다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 4-3-10>은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ARP 4761과 STPA의 주요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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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0.� ARP� 4761� 및� STPA� 간�주요�특성�비교

구분 ARP� 4761� Assessment� Process STPA� Hazard� Analysis� Process

사고�원인�

모델

(Accident�

Causal�Model)

·�사고가�인과적�결함관계(Chain�of�Failure)나�특정

� 기능�오작동에서�기인함을�기본�가정으로�함

·�특정�기능�오류나�공통�오류�등을�찾는데�주안점

� 을�둠

·�컴포넌트�간�기능적�상호관계를�분석하는데�한계

� �가� 있으며,� 안전을� 신뢰성의�관점(확률적�관점)

� �으로�바라봄

·�사고는�컴포넌트�간�행동이나�상호작용에�대한�

부적절한�제약사항이�작동함으로�인해�발생함

� �을�기본�가정으로�함

·�각�컴포넌트�별�실패나�오작동�뿐�아니라�컴포

� 넌트�간�컨트롤과�상호작용에�주안점을�둠

·�안전에�영향을�미치는�컴포넌트�간�상호작용/

� 제어에� 주안점을� 두며,� 안전을� 신뢰성과는�

� � 다른�관점으로�바라봄

목표(Goal)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

·�기본적으로�FAR/JAR�25.1309.�에�대한�준수성�

확인을�위해�정량적�평가�수행

·�위험분석(Hazard� Analysis)

·�위험(Hazard)의�잠재적인�원인을�식별하는�것을

� 목적으로�함

�결과(Result) ·�정량적/확률적으로�신뢰성�요구사항을�도출�
·�위험을�유발할�수�있는�요인을�식별하고�기능적

� 안전�요구사항을�도출

사람�역할에�

대한�분석�관점

·�Crew나�다른�운전자는�ARP�4761분석�범위에�

포함되지�않음
·�Crew나�다른�운전자를�시스템�분석�범위에�포함

소프트웨어에�

대한�분석�관점

·�소프트웨어�자체에�달성해야�할�신뢰성�확률을�

� � 할당하지�않고,�DAL(Design�Assurance�Level)을�

할당.� 해당� 레벨에�따른� 보증활동을�수행하면�

� � 그�정도�수준의�신뢰성을�보장하는�것으로�간주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완전하다고� 가정하고�

� 단지�구현�과정에서�결함이�유입되는�것으로�간주

·�소프트웨어�또한�Controller�중�하나로�간주하여� �

소프트웨어가�위험(Hazard)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요소가�될�수�있다고�가정

·�소프트웨어로�인해�발생할�수�있는�위험을�식별

� 하여�이를�제거/완화하기�위한�기능적�요구사항

� 도출이�필요하다고�봄

분석�

절차(Process)

·� 시스템의� 기능� 및� 각� 기능의� 실패가� 분석의�

� 출발점임
·위험�및�손실(loss)이� 분석의�출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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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특수�비행구역의�무인비행체�비행에�대한�위험성�분석80)

가.�개요

미국의 Edwards 상공은 시험비행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며 R-2515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림 4-3-6>). R-2515 영공은 각종 시험비행이 활발히 일어나는 복잡한 구역으로 상업용 

비행기나 일반 비행기는 허가 없이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 구역은 비행 조종사가 장애물이나 

다른 비행체를 직접 눈으로 인지하고 피해가야 하는 “Visual Flight Rules” 를 적용한다. 그러나 

무인비행체(UAS: Unmanned Aerial Systems)는 조종사가 내부에서 비행체를 직접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경로상의 장애물이나 다른 비행체를 조종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피할 수 없다. 

특히 규모가 소형인 무인비행체(SUAS: Small UAS)는 통신장비를 탑재하지 않거나 낮은 고도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새나 부유물로 오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 4-3-6┃ R-2515� 영공81)

소형 무인비행체를 군용으로 시험 운행하면서 비행 지역의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고 무인 비행 

혹은 원격 비행이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행 특성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새로운 비행 

80)� Sarah� A.� Folse,� Systems-Theoretic� Process� Analysis� of� Small� Unmanned� Aerial� System� Use� at� Edwards� Air� � � � � � �
� � � � Force� Base� (MIT� Masters� Thesis,� 2017)
81)� http://www.edwards.af.mil/Home/R-2515-Ai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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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체계가 필요해졌다. 소형 무인비행체를 포함한 전체 비행 통제를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요구사항 또는 통제(Control)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 소개하는 

논문은 STAMP/STPA 기법을 사용해 R-2515 영공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한 비행 통제를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과 제약사항을 도출한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한다. 

나.�적용�대상

본 연구보고서는 분석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다루었다. 첫 째는 R-2515 영공과 해당 

영공에서 비행하는 비행체 및 조종사다. 두 번째는 비행체 및 조종사를 관리하는 조직과 영공을 

관제하는 조직이다. 특히 R-2515 영공(물리적인 공간)과 조종사 및 조직을 분석의 구성요소로 

포함한 점이 매우 흥미롭다.  R-2515 영공 상의 비행체 종류는 기존에 운행되어온 비행체들

(Other aircraft)과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분석 대상이자 최근 등장한 소형 무인비행체

(SUAV) 이다. 기존에 운행하던 비행체는 내부에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로 운행하며, 소형 무인

비행체는 비행체 외부에서 조종사(SUAS Pilot/Operator)가 제어를 한다. 소형 무인비행체를 

지휘하는 부대(Test unit)는 기존 비행체를 관제하는 조직(JOSUHA)과 별도로 운영된다. 이들 

관제 조직들을 관리하기 위한 상부 조직이 존재하며, 전체 분석 범위에는 비행 관제와 관련된 

여러 유관 조직들을 포함한다. 

다.� STPA�적용�방법�및�내용

▪ 1단계: 사고 및 위험 정의

본 보고서는 R-2515의 사고와 위험을 <표 4-3-11>과 같이 각각 3가지 사고와 5가지 

위험으로 정의했으며, 위험에 대응되는 안전 제약사항을 <표 4-3-12>와 같이 5가지로 정의했다.



제4장� STPA�적용�사례

121

○표� 4-3-11.� R-2515의�사고�및�위험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고)

사고

(Accident)

A1 (비행기�손상)�유인비행기�또는�무인�비행가�비행�중�손상�되거나�파괴됨 -

A2
(지상�손상)�지상�구조물이�손상�또는�파괴되거나�지상의�사람이�죽거나�

다침
-

A3 (작전� 실패)� 시험�또는�비행�운영을�비행할�수�없음 -

위험

(Hazard)

H1
(영공에서� 비행기� 간� 충돌)� 영공에서� 둘� 이상의� 비행기(유인� 혹은�

무인�비행기)가�충돌함
[A1]

H2
(영공에서�파편과�충돌)�SUAS가�다른�비행기와�충돌하면서�발생한�파편과�

다른�비행가�충돌함

H3 (비행기의�지상� 충돌)� SUAS가�지상의�건물�또는�사람과�충돌

[A2]

H4
(비행기�파편과�지상�충돌)�SUAS의�잔해가�의도치�않게�지상의�건물이나�

사람과�충돌

H5 (간섭)� SUAS�시험�혹은�비행이�다른�비행�작전과�간섭�발생 [A3]

○○표� 4-3-12.� R-2515의� Safety� constraints

구분 내용 비고(관련위험)

SC1 SUAS는�비행�중�다른� (유인�혹은�무인)� 비행기와�충돌해서는�안됨 [H-1]

SC2 SUAS의�잔해가�다른� (유인�혹은�무인)� 비행기와�충돌해서는�안됨 [H-2]

SC3 SUAS는�지상의�건물이나�사람과�충돌하지�않아야�함 [H-3]

SC4 SUAS의�잔해가�지상의�건물이나�사람과�충돌하지�않아야�함 [H-4]

SC5
SUAS�시험�또는�비행�작전이�다른�비행�작전에�불필요하게�간섭을�일으키지�

않아야�함
[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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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Control Structure 도식화

R-2515의 Control Structure는 크게 조직과 비행체, 영공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4-3-7>). 영공은 R-2515 자체를 의미하며, 영공은 SUAS 또는 다른 비행체에 의해 점유

될 수 있다. 조직은 비행을 계획하고 통제 및 관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상위 조직인 

412th Operations Group은 모든 하위 조직을 관리하고, SUAS의 시험비행을 위한 조직은 

Test Unit이다. 각 요소 간 상호작용은 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Control Structure 

상에서 검은 실선은 실제 비행 중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파란색 점선은 비행 전과 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림� 4-3-7┃ R-2515� 영공의� Control� Structur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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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tructure(<그림 4-3-7>)에서 Test Unit에 관한 Control Action 및 Feedback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4-3-13>과 같다.

○표� 4-3-13.‘Test� Unit’에�대한� Control� Action과� Feedback

비
행
�중
이
�아
닌
�상
황

Control� Action� Given� to 설�명

Safety�Package�

412� OG

(Operation�

Group)�

·� 시험� 부대(Test� Unit)가� 임무에� 대한� 1차적인�안전� 분석� 완료� 시,�

� � 안전�검토�위원회를�개최함�

·� �1차�안전�계획을�412�OG에�전달,�412�OG는�계획을�검토하여�피드백을

�제공하고�해당�결과는� Safety� Package에�포함됨

Airspace�

Scheduling�

Requests�

ROC�

(Resource�

Operations�

Center)

·�시험�부대는�계획한�시험�비행의�대략적인�시점과�시험�비행에�필요한

� 세부적인�영공�요건을� ROC에�전달함

SPORT�Prebrief�
SPORT�

(RADOR� UNIT)

·� EAFBI(Edwards� Air� Force� Base� Instruction)� 13-100에� 따라�

� � 조종사는� SPORT� Prebrief� 시트를� 사용해서� 세부� 정보를� 비행과�

� � SPORT를�감독하는�감독관에게�전달함

Feedback� Received� From 설�명

Feedback� 412� OG�

·� 대표� 안전�검토�위원회인� 412� OG은� Safety� Package가�불충분한�

� � 부분이�있다면�해당� Package를�승인하기�전에�시험�부대에�추가적�

� � 설명을�제출할�것을�요청함

Final� Approval� 412� OG�

·� 412� OG� 사령관은� Safety� Package를� 검토하여�불충분한� 부분이�

� � 없다면� 해당� Package를� 최종� 승인함.� 사안에� 따라� 상위� 기관의�

� � 추가적인�승인이�필요할�수�있음

Feedback� SUAS� Pilot�
·� SUAS�파일럿은�비행�안전�계획을�개발한�조직의�일원으로서�의견과�

� 기체�조작,�다른�운영상의�지식을�부대로�전달함�

비
행
�상
황

중

Control� Action� Given� to 설�명

Guidance� SUAS� Pilot�
·� 시험�비행중대는�시험�비행�동안�시험�상황을�관찰하고�파일럿에게�

� � 필요한�지시를�전달할�수�있도록�제어실을�유지함

Feedback Received From 설명

Feedback� SUAS� Pilot�
·�시험�비행동안�파일럿은�어떤�문제가�있는지�어떤�우려사항이�있는지에

� �대하여�시험�부대의�제어실에�피드백을�전달함

82)� Sarah� A.� Folse,� Systems-Theoretic� Process� Analysis� of� Small� Unmanned� Aerial� System� Use� at� Edwards� Air�
� � � � Force� Base� (MIT� Master’s� thesis,� 2017),�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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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Unsafe Control Action 도출

Control Structure(<그림 4-3-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Controller와 Controlled 

Process 간의 다양한 Control Action이 존재한다. 3단계에서는 각 Control Action에 대하여 

Providing, Not Providing, Too soon/too late/out of sequence, stoped too soon/applied too 

long과 같은 4가지 패턴을 적용하여 UCA를 도출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Controller별 Control 

Action에 대해 총 74개의 UCA를 도출하였다. 각 Controller마다 적게는 4개부터 12개의 UCA가 

도출되었으며, 각 UCA에 대응하는 Safety requirements를 정의하였다. <표 VI-3-14>는 총 74

개의 UCA 중 SUAV의 Maneuver 제어에 대해 UCA를 도출한 결과이며, 해당 UCA에 대응하는 

Safety requirements는 <표 VI-3-15>와 같다.

○표� 4-3-14.‘SUAV� Controller’의‘Maneuver’에�대한� UCA

‘Maneuver’의� Unsafe� Control� Actions

Controller

SUAV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AirspaceManeuver

Not� providing�

causes� hazard

UCA64.� SUAV가�지정된�영공에서�비행�중� SUAV� 조종(maneuver)이� 필요한�상황에서�작전행동

(maneuver)을� 하지�않음� [H1,� H3]

Providing�

causes� hazard
UCA63.� 필요한�때에� SUAV� 조종(maneuver)이� 수행되지�않아�지정된�영공을�벗어남[H1,� H3]

Too� 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UCA65.� 지정된�영공�안에서� SUAV�조종(maneuver)이�너무�늦게�일어남

[H1,� H3]

Stopped� too�

soon,� applied�

too� long

UCA66.�SUAV�조종(maneuver)이�SUAV의�진로�변경이�완료되기�전에�(너무�일찍)�중지됨[H1,�H3]

UCA67.� SUAV� 조종(maneuver)이� 진로를�완전히�바꾼�이후에도� (너무�오래)� 지속됨� [H1,�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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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5.‘SUAV� Controller’의‘Maneuver’UCA에�대응한� Safe� Requirement

구분 내용 관련� UCA 관련� Hazard

SR63
지정된�영공�이탈을�유발할�수�있는� SUAV� 조종(maneuver)이�발생

하면�안됨
UCA63 H1,� H3

SR64
SUAV�조종(maneuver)은� SUAV가�지정된�영공�내에서만�비행할�수�

있도록�해야�함
UCA64 H1,� H3

SR65
SUAV가� 지정된�영공에� 존재하는�동안� 일정� 시간� 내에� SUAV� 조종

(maneuver)이�이어서�이루어져야�함
UCA65 H1,� H3

SR66

SUAV� 조종(maneuver)은� SUAV가� 진로를�완전히�변경할�때� 까지�

이루어져야�함(SUAV가� 진로�변경을�완료�할�때까지� SUAV� 조종이�

중지되어서는�안�됨)

UCA66 H1,� H3

SR67
SUAV�조종(maneuver)은�SUAV의�진로�변경이�완료된�후에는�반드시�

중지되어야�함
UCA67 H1,� H3

▪ 4단계: 원인 시나리오 도출

UCA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3장 2절’ 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STPA는 

보다 체계적으로 UCA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접근 방법83)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 역시 이 같은 접근 방법으로 각 UCA의 발생 원인들을 도출하였는데, 아래 <표 

4-3-16>은 ‘UCA 63’ 에 대한 원인 시나리오 도출한 결과이다. 아울러, 본 연구 보고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표 4-3-17>과 같이 도출한 원인을 기반으로 각 UCA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표� 4-3-16.‘UCA63’에� 대한� causal� scenarios� 도출�결과

83)� 4-types� of� causal� scenarios� :� ①� Inadequate� Control� Execution�②� Inappropriate� Decision�
� � � � ③� Inadequate� Feedback� and� Other� Inputs�④� Inadequate� Process� Behavior

SUAV의� UCA63.에�대한�원인�시나리오

Controller

SUAV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AirspaceMane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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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7.‘UCA63’의� causal� scenarios에�대한�권고사항

구분 권고사항 관련�원인

UCA63-R1
SUAV� 소프트웨어가�의도한�바와� 다르게�동작하는�경우,� 시험� 비행을�즉시� 중단하고�

소프트웨어를�수정함
A.i

UCA63-R2
SUAV� 하드웨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 시험� 비행을� 즉시� 중단하고�

하드웨어를�수리함
A.ii

UCA63-R3 시험�비행에�앞서�영공의�경계를�명확히�함 B.i

UCA63-R4
SUAV는� 파일럿의� 허가� 없이� 영공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되어야�함
B.i

UCA63-R5
SUAV의�실제�위치�정보�파악할�수�있도록�하는�외부�데이터(비행기�추적,�지상�레이더�

유닛,� 감시인�등)들이� SUAV�파일럿에게�전달될�수�있도록�해야�함
C.i

UCA63-R6
파일럿이�실수�등으로�인해�정확한�조종(maneuver)�명령을�내리지�않은�경우�파일럿의�

명령을�수정해야�함
C.ii

UCA63-R7
강풍이� 불� 때는� 영공의� 경계� 근처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함(지침,�

정책�등�마련)
D

Unsafe�
Control�
Action

UCA63.� 필요한�때에� SUAV� 조종(maneuver)이� 수행되지�않아�지정된�영공을�벗어남[H1,� H3]

원인�
시나리오

A.� 부적절한�제어�실행:� SUAV가�제한된�영공을�이탈하도록�하는� SUAV� 조종(maneuver)이� 수행됨
� i)� SUAV� 소프트웨어가�정확하게�조종을�이행하지�못함
� ii)� SUAV� 하드웨어가�정확하게�조종을�이행하지�않음

B.� 부적절한�선택:� SUAV의�비행�소프트웨어가�영공을�떠나도록�결정함
� i)� 영공의� 경계가�불분명하거나� ii)� SUAV가� (조종사의�허가가�없는�상태에서)� 영공�경계를�벗어나는�
� � � 것이�문제없다고�자체적으로�잘못�판단함

C.� 부적절한�피드백/데이터�입력:� SUAV가�자신의�위치를�실제�위치와�다르게�잘못�인지
� i)� SUAV의�센서나�소프트웨어가�부정확하게�동작하여�위치�정보를�잘못�판단하거나�
� ii)조종사의�제어�명령이�잘못됨

D.�부적절한�프로세스�행동:�바람으로�인한� SUAV�경로�이탈*�등이�발생하여� SUAV가�조종(maneuver)� �
� � �명령을�이행하지�못함
� *� 예)� 풍속,� 풍향�등�적절한�환경적�조건을�고려하지�않고�테스트를�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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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TPA�적용�결과

최근 무인 항공기의 도입이 증가되면서 기존 “see-and-avoid” 기반의 비행 훈련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ATC(Air Traffic Controller)는 현재 비행 훈련 체계가 무인 항공기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안전 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갖게 되었다. 즉 보다 거시적이고 

상위적인 관점에서 현 비행 훈련 체계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였다. 본 연구는 해당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STPA를 이용해 위험분석을 

수행하고 다양한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3개의 Accident와 5개의 Hazard를 정의하고 

총 74개의 UCA를 도출하였다. 각 UCA별로 causal scenario를 분석하고 11가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총 141개의 safety requirement를 도출하였다. 141개 safety requirement는 

R-2515 영공에 대한 test planning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사항, 확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스템 안전을 위해 SUAV 위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설계 요구사항도 포함한다. 

도출된 Safety requirement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뿐 아니라 파일럿, 지침, 정책 등을 

폭넓게 포괄한다. 이는 STPA가 분석 대상과 범위를 시스템이 보유한 기능, 장치에 제한하지 않고 

사람, 조직, 협력관계, 지침, 영역(영공), 개발·유지보수 체계 등 매우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는 시스템이 운영·시험되는 환경(영공) 역시 시스템의 일부로 바라

보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Control Structure에서 비행체를 Controller, 영공을 

Controlled Process 형태로 포함하여 관련된 Control Action과 Feedback을 식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위험 요소를 분석,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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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미�국방�시스템�개발�프로세스에� STPA�적용�및� Safety-Guided� 설계에�대한�고찰84)

가.�개요

항공기는 안전에 매우 민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공분야에서는 일찌감치 시스템을 개발·운영

하는 全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위험을 식별 및 관리하는 안전 프로그램(safety program)을 적용해 

왔다. MIL-STD 882E는 美 국방부의 시스템 안전 표준으로서, Task 201(Preliminary Hazard 

List) 및  Task 202(Preliminary Hazard Analysis)를 통해 시스템 개발 초기 개념 정의 단계부터 

잠재 위험을 식별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의 양상을 보면, 기계적

결함에서 기인하는 사고는 약 20%에 불과하고 소프트웨어 오류나 미처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컴포넌트 간 상호관계 이벤트(각 컴포넌트에는 오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에서 기인한다

고 본 연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시스템이 복잡화되고 컴포넌트 간 상호 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이 컴포넌트 결함이나 특정 이벤트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컴포넌트 간 부적절한 제어 관계

에서 기인하는 양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존의 위험분석 기법의 경우 위험은 

특정 이벤트나 오류에 의해 발생한다는 인과적 개념에 기반하고 있어, 기존의 위험분석 방법으로는 

‘컴포넌트 실패에 기인하지 않는 위험’을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기존 MIL-STD-882E 프로세스에 기존의 위험분석 방법과는 다른 개념 

즉, 시스템 이론에 기반한 STPA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 일례로 미 군 

항공기 시스템을 대상으로 STPA 절차에 따라 시스템 위험을 분석하고 식별된 위험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안전지향 설계(Safety-Guided Design)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 테스트 단계에서 STPA를 적용해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과 시스템 

운영 중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안전 지표를 정의하기 위해 STPA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운영 중 안전 상태 모니터링에 STPA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全 단계에 걸쳐 STPA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본 가이드에서는 STPA 이해를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안전 지향 설계 방안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84)�David� Craig� Horney,� STPA� and� Safety-guided� design� of� military� systems,� MI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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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MIL-STD-882E� Safety� Process� 및� Task 

MIL-STD-882E� Safety� Process/Task85)

MIL-STD-882E(2012)는 미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의 시스템 안전 

표준(System Safety Standard)으로서 개발 초기부터 위험(Hazard)을 식별하고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안전 관리 활동 및 절차를 정의하고 있는 문서이다. 즉, 시스템을 

개발, 테스트, 양산, 사용, 폐기 등 시스템의 전 수명주기에 걸쳐 위험을 식별하고 Risk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MIL-STD-882E� :� System� Safety� Process� &� Task>

  

 위와 같이 안전관리를 위해 총 8가지 활동을 정의하고 있으며, Task 201과 Task202

에서는 각각 PHL활동과 PHA활동을 수행하도록 정의 하고 있다.

• TASK 201 PHL(Preliminary Hazard List)86)

 PHL은 시스템에 존재 가능한 잠재 위험을 상위수준으로 도출하는 활동으로, 주로 개념

정의 단계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주로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논의를 통해 위험

목록을 도출하며, 도출의 편의를 위해 체크리스트(예: 안전과 관련한 기능/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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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은 무엇인가? 시스템과 관련한 사고 종류는? 중대한 동작 실패 종류는?)를 

활용하기도 한다. PHL은 상세하게 위험의 원인이나 영향 등을 분석하기 보다는 위험 자체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이후 상세 분석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 TASK 202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는 PHL과 유사하게 시스템 안전 프로세스 초기에 시스템 위험을 식별하는 활동이나, 

PHL보다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시스템 상세 설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위수준에서 

위험을 식별하되, 위험의 발생원인, 영향, 위험도, 위험 경감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한다. PHA 수행결과는 위험을 식별하고 초기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 *� TLM� � Top� level�mishap,� SCF� � Safety� Critical� Functions,� SSR� � System� Safety� Revei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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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적용�대상�시스템�

본 연구보고서는 미 군 항공기를 대상으로 STPA를 적용하여 위험분석 방법으로서 적절성 및 

유효성을 검토한 연구 결과이다. 본 연구보고서가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항공기는 한 대의 항공기가 

단독으로 비행 하는 형태가 아닌, 다수의 항공기가 그룹을 지어 비행하며 동일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를 기본 가정으로 하였다. 군 항공기는 Lead 항공기와 Lead 항공기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Lead 항공기의 지시를 받아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Tethered 항공기로 

구성된다. 1대의 Lead 항공기는 Tethered 항공기를 3대까지 제어가능하다. 항공기 시스템은 그 

구성이 복잡하나, 제어 관계 구조에서 보면 크게 제어 명령을 내리는 지시자(파일럿 또는 제어 시스템 

또는 제어권한을 갖는 항공기), 항공기 제어 인터페이스, 제어 소프트웨어 및 항공기 하드웨어로 구성

된다(<그림 4-3-8>). Tethered 항공기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갖으며, 다만 Lead 항공기와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Lead 항공기로부터 제어 명령을 수신해 항공기 제어를 수행하는 점만 다르다. 

┃그림� 4-3-8┃� 항공기�제어�시스템87)

85)�STPA� and� Safety-guided� design� of� military� systems,� David� Craig� Horney,� MIT.� 2017� 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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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8.� 항공기�제어시스템�구성�요소

다.� STPA�적용�방법�및�내용

▪ 1단계 : 사고 및 위험 정의

항공기 시스템과 관련한 사고를 <표 4-3-19>와 같이 3가지로 정의했으며, 사고에 대한 

잠재 위험 및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 제약사항은 <표 4-3-20>과 같이 정의하였다. 안전 제약

사항은 도출된 위험을 해당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요구사항 문장을 변환하는 방법으로 도출

할 수 있다.

� 87)�David� Craig� Horney,� STPA� and� Safety-guided� design� of� military� systems,� MIT.� 2017� p43

시스템�구성요소 설�명

제어명령�지시자
(PIC,� Pilot� In� Command)

�항공기를�제어하는�주체는�파일럿(사람)�또는�Lead�항공기,�지상�제어사령부�등이�될�수
� �있음
�비행�영역�내에�다른�항공기와�위치정보를�공유할�수�있어야�하며,�장애물이나�공격을�
� �피하도록�제어할�수�있어야�함
�항공기�상태와�비행환경을�모니터링하고�비상사태에�대응할�수�있어야�함

항공기�제어�인터페이스
(PVI,� Pilot� Vehicle� Interface)

�파일럿과�항공기�시스템�간�제어�인터페이스로서,�파일럿에게�항공기�제어에�필요한�정보를�
� �제공하고�파일럿의�명령을�수신하여�제어�대상에�전달함

제어�소프트웨어
(ASEC,� Aircraft� Software�
Enabled� Controller)

�PIC�명령을�수신하여�항공기�하드웨어�장치,�기기�등을�제어하는�소프트웨어로,�센서�정보를�
� �수신하여�항공기�상태를�모니터링함

항공기�하드웨어
(AHS,� Aircraft� Hardware�

System)

�항공기를�구성하는�하드웨어�장치로�항공기�센서,�항공기�엑추에이터,�연료�공급장치,�엔진,�
� �통신�채널�등으로�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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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9.� 항공기�제어�시스템의�사고�및�위험

구분 내용

사고

(Accident)

A1 항공기�사고로�인한�심각한�인사상�피해가�발생함

A2 항공기�기체�손상�또는�항공기�내�장비�손상이�발생함

A3 임무�달성에�실패함

위험

(Hazard)

H1 항공기�간�안전거리를�위반함

H2 항공기를�제어�능력을�상실함

H3 항공기�무결성이�손실됨

○표� 4-3-20.� R-2515의� Safety� constraints

구분 내용 비고(관련위험)

SC� 1 항공기�충돌을�방지하기�위해�최소한의�안전거리를�유지해야�함 [H1]�

SC� 2 항공기는�항상�파일럿(또는�파일럿�기능)에�의해�제어될�수�있어야�함 [H2]

SC� 3 비행중에�항공기�무결성이�손실되지�않아야�함 [H3]

▪ 2단계 : Control Structure 도식화

항공기 시스템은 크게 제어 명령을 내리는 지시자(이하, PIC), 항공기 제어 인터페이스(이하, 

PVI), 제어 소프트웨어(이하, ASEC) 및 항공기 하드웨어(이하, AHS)로 구성된다. 각 서브

시스템은 다양한 구성요소(Component)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요소 간 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Control Action과 Feedback이 존재한다. 하나의 Control Structure로 도식화해도 무방하나, 

본 연구논문에서는 Control Structure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① PIC와 PVI 간(<그림 

4-3-9>), ② PVI와 ASEC 간(<그림 4-3-10>), ③ ASEC와 AHS(<그림 4-3-11>)간의 

관계로 나누어 Control structure를 나누어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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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IC와 PVI 간 Control Structure

PIC와 항공기 간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PVI는 Flight Control, Navigation System, 

WCAAS(Warning, Caution, Advisory and Alerting System), MFD(Missile Defense 

Agency), Instrument Panel, Mission Controls, Communication Systems 컴포넌트로 구성

되며, 각 컴포넌트는 PIC와의 관계에서 <표 4-3-21>과 같이 다양한 Control Action 및 

Feedback을 갖는다. 일부 Feedback의 경우 PVI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PIC에 전달되는 

경우(점선 ‘a’ )도 존재한다.

┃그림� 4-3-9┃PIC와� PVI� 간� Control� Structure88)

88)�David� Craig� Horney,� STPA� and� Safety-guided� design� of� military� systems,� MIT.� 2017�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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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21.� PIC와� PVI� 간� Feedback�및� Control� Action(일부)

� � a.� Feedback� :� Aircraft� Hardware� System�→� PIC

� � Noise� from� the� airframe,� Engine� noise,� Vibrations,� Visible� battle� damage,�

� � Hardware� status,� Odors� from� aircraft� systems,� Environmental� and� system� conditions

  b.� Feedback� :� Flight� Controls� →� PIC

� � Haptic� flight� control� feedback,� � Flight� control� position

� � c.� Control� Actions� :� PIC� →� Flight� Controls

� � Set� aircraft� attitude,� Set� aircraft� power,� Set� aircraft� altitude

� � Set� formation� shape,� Choose� emergency� response� for� tethered� vehicles

② PVI와 ASEC 간 Control Structure

PIC 명령을 수신하여 항공기 하드웨어 장치, 기기 등을 제어하는 ASEC는 Engine Controller, 

FCC(Flight Control Computer), Mission Processor 컴포넌트로 구성되며, 각 컴포넌트는 PVI와의 

관계에서 <표 4-3-22>와 같이 다양한 Control Action과 Feedback을 갖는다. 

┃그림� 4-3-10┃ PVI와� ASEC� 간� Control� Structure89)

 

89)�David� Craig� Horney,� STPA� and� Safety-guided� design� of� military� systems,� MIT.� 2017�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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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2.� PVI와� ASEC�간� Feedback�및� Control� Action(일부)

� � a.� Control� Action� :� Flight� Controls� →� Aircraft� Hardware� System

� � � Actuate� directly� connected� flight� systems�

� � b.� Feedback� :� Aircraft� Hardware� Systems� →� Flight� Controls

� � � State� of� directly� controlled� hardware

� � c.� Control� Actions:� Flight� Controls� →� Engine� Controller

� � � Translate� engine� control� inputs� to� be� implemented� by� the� engine� Controller

③ ASEC와 AHS 간 Control Structure

항공기 하드웨어 시스템인 AHS는 Engine, Fuel, Flight Actuator, Communication Hardware 

등 다양한 물리적 컴포넌트로 구성되며, 각 컴포넌트는 ASEC와의 관계에서 <표 4-3-23>과 

같이 다양한 Control Action과 Feedback을 갖는다. 

┃그림� 4-3-11┃ ASEC와� AHS�간� Control� Structure90)

90)�David� Craig� Horney,� STPA� and� Safety-guided� design� of� military� systems,� MIT.� 201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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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23.� ASEC와� AHS�간� Feedback�및� Control� Action(일부)

� � a.� Control� Actions:� FCC�→� Engine� Controller

� � � Desired� power,� Atmospheric� Information

� � b.� Feedback:� Engine� Controller� →� FCC,� Mission� Processor

� � � Engine� RPM,� Engine� temperatures,� Maximum� performance� capabilities

� � � Power� output,� Power� available

� � c.� Feedback:� Mission� Processor� →� FCC,� Engine� Controller

� � � Weight� and� balance� information

각 Control Action은 제어를 내리기 위해 근거가 되는 다양한 상태정보 즉, Process Model이 

필요하다. ‘4단계 : Causal Scenario 도출’ 분석 내용에서 Process Model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3단계 : Unsafe Control Action 도출

본 단계에서는 ‘2단계 : Control Structure 도식화’ 단계에서 식별한 Control Action을 기반으로 

4가지 유형에 따른 Unsafe Control Action(이하, UCA)을 식별한다. UCA는 크게 Controller, 

Control Action 발생 유형(Type), Control Action 자체, Control Action이 위험을 야기하는 상황

(Context)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PIC(Controller)는 tethered 항공기가 비행계획에 따른 

안전거리를 벗어났을 때(Context) 간격 조정 설정(Control Action)을 수행하지 못함(Type : Not

Providing)”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표 4-3-24>는 PIC와 Flight Control 간에 존재하는 Control Action 중 “Set Aircraft Attitude” 

와 “Set Aircraft Power” 에 대해 Unsafe Control  Action을 도출한 결과이며, <표 

4-3-25>는 FCC(Flight Control Computer)와 Engine Controller 간에 이루어지는 Control 

Action 중 ‘Set desired power’ 와 ‘Provide atmosphere information’ 에 대한 Unsafe Control 

Action을 도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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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4.� PIC와� Flight� Control� 간� UCA�도출

Control� Action
Not� providing�
causes� hazard

Providing� causes�
hazard

Too�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Stopped� too� soon,�
applied� too� long

1.� Set� Aircraft�

Attitude

UCA1.1.� 항공기�간�

안전거리를�벗어난�

경우� PIC가� Aircraft�

Attitude를�설정하지�

않음� [H1]

UCA1.2.� PIC가�

최소�안전거리를� �

위반할�수�있는�잘못된�

Aircraft� Attitude�

값을�설정함[H1,� H2] UCA1.4.�

PIC가�기체에�손상을�

야기할�수�있는�정도로�

Aircraft� Attitude를�

변경함[H3]

UCA1.5.� � 주변에�

장애물이�있을�때�

PIC가� Aircraft�

Attitude를�너무�

높거나�너무�작게�

변경함[H1]

UCA1.3.� PIC가�

도달할�수�없는�

Aircraft� Attitude을�

설정함[H2]

UCA1.6.� PIC가�

비행�금지�구역에�

근접했을�때� Aircraft�

Attitude를�너무�

과도하거나�지나치게�

적게�변경함� [H2]

2.� Set� Aircraft�

Power

UCA2.1.� 장애물이�

근접해옴에도�

불구하고� PIC가�

Aircraft� Power를�

조절하지�않음[H1]

UCA2.2.�

PIC가� Aircraft�

Power를�너무�높게�

설정하여,� 항공기가�

제한속도91)를�

초과함[H3] UCA2.4.�PIC가�기체에�

손상을�가할�수�

있을만한�정도로�

Aircraft� Power를�

변경함[H3]

N/A

UCA2.3.� PIC가�

선택된�항공기�

조종(maneuver)을�

완수하기에�부족한�

값으로� Aircraft�

Power를�설정함[H3]

91)� VNE� :� Velocity� Never� Ex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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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5.� FCC와� Engine� Controller� 간� UCA�도출

Control� Action
Not� providing�
causes� hazard

Providing� causes�
hazard

Too�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Stopped� too� soon,�
applied� too� long

11.Set� Desired�

Power

UCA11.1.�엔진이�켜져�

있을�때,� FCC가�엔진�

컨트롤러에�필요한�

수준의�전력을�

요청하지�않음�[H1,�H2,�

H3]

UCA11.2.�FCC가�엔진�

컨트롤러에�정확하지�

않은�전력�수준(power�

level)을� 요구함� [H1,�

H2,� H3]

UCA11.3.�FCC가�엔진�

컨트롤러에�전력�

설정을�늦게�요구함�

[H1,� H2,� H3]

UCA11.4.� FCC가�

엔진이�꺼지기�전에�

필요한�수준의�전력�

설정�요청을�중지함�

[H1,� H2,� H3]

12.� Set� Aircraft�

Power

UCA12.1.�엔진이�켜져�

있을�때,� FCC가�엔진�

컨트롤러에�대기�

정보를�제공하지�않음�

[H1,� H2,� H3]

UCA12.2.�FCC가�엔진�

컨트롤러에�부정확한�

대기정보를�제공함�

[H1,� H2,� H3]

UCA12.3.�FCC가�엔진�

컨트롤러에�

이전의(outdated)�

대기�정보를�제공함�

[H1,� H2,� H3]

N/A

Control Action별로 각각 Unsafe Control Action을 4가지 유형에 따라 목록화 하여 <표 

4-3-26~29>와 같은 형태로도 정리할 수 있다. Control Action별로 unsafe Control Action 

도출 결과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 4-3-26.� [PIC� -� Flight� Control]“Set� Aircraft� Attitude”에�대한� UCA� 도출

‘Set� Aircraft� Attitude’의� Unsafe� Control� Actions

Controller

PIC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Flight Control1.Set Aircraft Attitude

Not� providing� causes� hazard
UCA1.1.� 항공기간� 안전거리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PIC가� 항공기� 자세(Aircraft�

Attitude)를� 설정하지�않음� [H1]

Providing� causes� hazard

UCA1.2.� PIC가� 최소� 안전거리� 위반을�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비행� 자세� 값을�

설정함[H1,� H2]

UCA1.3.� PIC가�도달할�수�없는�비행�자세를�설정함� [H2]



STPA를�활용한�위험분석�가이드

140

○표� 4-3-27.� [PIC� -� Flight� Control]의“Set� Aircraft� Power”에�대한� UCA�도출

‘Set� Aircraft� Power’의� Unsafe� Control� Actions

Controller

PIC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Flight Control2.Set Aircraft Power

Not� providing� causes� hazard
UCA2.1.�장애물이�근접해옴에도�불구하고�PIC가�Aircraft� Power를�조절하지�않음

[H1]

Providing� causes� hazard

UCA2.2.� PIC가� Aircraft� Power를�너무�높게�설정하여,� 항공기가�제한속도(VNE,�

Velocity� Never� Exceed)를� 초과함[H3]

UCA2.3.� PIC가� 선택된� 항공기� 조종(maneuver)을� 완수하기에� 부족한� 값으로�

Aircraft� Power를�설정함[H3]

Too� 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UCA2.4.� PIC가�기체에�손상을�가할�수�있을만한�정도로�Aircraft� Power를�변경함

[H3]

Stopped�too�soon,�applied�too�

long
N/A

‘Set� Aircraft� Attitude’의� Unsafe� Control� Actions

Too� 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UCA1.4.� PIC가�기체에�손상을�야기할�수�있는�정도로�비행�자세를�변경함� [H3]

Stopped� too� soon,� applied� too�

long

UCA1.5.� PIC가� 주변에� 장애물이� 있을� 때� 비행� 자세를�너무� 높거나� 너무� 작게�

변경함[H1]

UCA1.6.� PIC가� 비행� 금지� 구역에� 근접했을� 때� 비행� 자세를� 너무� 과도하거나�

지나치게�적게�변경함�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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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8.� [FCC� -� Engine� Controller]“Set� Desired� Power”에� 대한� UCA�도출

‘Set� Desired� Power’의� Unsafe� Control� Actions

Controller

FCC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Engine Controller11.Set Desired Power

Not� providing� causes� hazard
UCA11.1.� 엔진이� 켜져� 있을� 때� FCC가� 엔진� 컨트롤러에� 원하는� 수준의�전력을�

요청하지�않음� [H1,� H2,� H3]

Providing� causes� hazard
UCA11.2.� FCC가� 엔진� 컨트롤러에�부정확한�전력� 수준(Power� Level)을� 요구함�

[H1,� H2,� H3]

Too� 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UCA11.3.� FCC가�엔진�컨트롤러에�전력�설정을�늦게�요구함�

[H1,� H2,� H3]

Stopped�too�soon,�applied�too�

long

UCA11.4.� FCC가� 엔진이� 꺼지기�전에� 원하는� 수준의�전력� 설정� 요청을�중지함�

[H1,� H2,� H3]

○표� 4-3-29.� [FCC� -� Engine� Controller]“Provide� Atmosphere� Information”에�대한� UCA�도출

‘Provide� Atmospheric� Information’의� Unsafe� Control� Actions

Controller

FCC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Engine Controller12. Provide Atmospheric 

Information

Not� providing� causes� hazard
UCA12.1.�엔진이�켜져�있을�때,�FCC가�엔진�컨트롤러에�대기�정보를�제공하지�않음�

[H1,� H2,� H3]

Providing� causes� hazard
UCA12.2.� FCC가�엔진�컨트롤러에�부정확한�대기정보를�제공함�

[H1,� H2,� H3]

Too� 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UCA12.3.� FCC가�엔진�컨트롤러에�이전의(outdated)� 대기정보를�제공함� [H1,� H2,�

H3]

Stopped�too�soon,�applied�too�

lo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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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원인 시나리오 도출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도출한 UCA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표 

4-3-30>은 3단계에서 도출한 UCA 중 [UCA1.1]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 시나리오를 정리한 결과이

다. 

○표� 4-3-30.� [UCA1.1]의� causal� scenarios� 도출

SUAV의� UCA63.에�대한�원인�시나리오

Controller

PIC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Flight ControlsSet Aircraft Attitude

Unsafe�

Control�

Action

UCA1.1.� 항공기가�안전거리를�벗어남에도�불구하고,� PIC가�항공기�자세(Aircraft� Attitude)를� 설정하지�

않음� [H1]

원인�

시나리오

A.� PIC가�예정�항로에�정상적으로�항공기가�존재한다고�착각할�수�있음

� � � i.� PIC가�최소�이격거리를�감지하기�위한�충분한� Feedback을� PVI로부터�받지�못함� �

� � �à 충분한� Feedback을�받지�못해�항공기가�최소�이격거리�기준을�위반할�수�있음

� � � ii.� PIC가� 비행계획을� 항공기� 시스템에� 프로그램� 하지� 않은� 경우,� PIC가� 성능� 저하� 혹은� 과부하� � � � � �

� � � � � 등의�문제로�비행경로를�준수하지�못함

� � �à 방향감각�손실,� 항공기�분리�기준�위반,�항공기�제어권�손실을�초래할�수�있음

� � � ⅲ.항로시스템�또는� PVI가� 부정확한�또는� 잘못된�피드백을�하거나,� 성능저하나�사이버�공격� 등으로� �

� � � � � 부정한� 정보를� PIC에� 제공하는� 경우� 항공기가� 의도된� 경로대로� 운항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 � � � � 표시됨

B.� 항공기가� 비행� 계획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파일럿이� 피로,� 분주함� 등으로� 인해� 비행경로를� 즉각� � � � �

� � � 연속적으로�변경하기�보다는,� 일정�시간�후에�비연속적으로�경로를�수정함

C.� PIC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공기� 피치(pitch)를� 적절히� 설정했지만,� 해당� 명령이� 정확히� 실행되지� � �

� � � 않음

� � � i.� flight� control� 또는� PVI� 연결에�실패함

� � � ii.� PVI와� FCC� 간� 커뮤니케이션�에러(예:� 통신�오류)�발생함

� � � ⅲ.FCC와�항공기�액추에이터�간의�커뮤니케이션�에러가�발생함

� � � iv.� 항공기�엑추에이터에�기계적�오작동이�발생함

� � � v.� control� path� 상의�지연이�안전하지�않은�동작을�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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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 분석을 통해 위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면 unsafe control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설계 권장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요구사항이 반드시 특정 시나리오와 

매핑 될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요구사항이 다양한 Unsafe Control을 커버하기도 하며, 한 가지 

시나리오가 다양한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4-3-31>은 [UCA1.1]에 대한 

원인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한 결과이다.

○표� 4-3-31.� [UCA� 1.1]에�대한�안전�요구사항

구분 안전�요구사항

UCA� 1.1.a 항법�시스템�및�인터페이스는�수동�비행�모드에서�수�마일�미만의�오차로�항법이�가능해야�함

UCA� 1.1.b 항법�시스템과� PVI는� 수� Hz에서�고장�여부를�모니터링�하여�업데이트되는지�확인해야�함

UCA� 1.1.c 여러�개의�독립된�센서를�통해�항법�정확도를�확인해야�함

UCA� 1.1.d PIC는�항공기가�비행�계획에서�수�피트�만큼�벗어날�경우�경보를�발령해야�함� �

UCA� 1.1.e 최소�이격�거리�로부터�수�피트�이내의�물체가�있는�경우� PIC에�경보가�발효되어야�함

UCA� 1.1.f 항공기는� PIC에�명확한�피드백을�제공하여�컴퓨터�시스템이�현재�맡고�있는�책임을�나타내야�함

UCA� 1.1.g 항공기는�컴퓨터�시스템에�의해�명령되지�않은�모드�변경이�있을�경우�조종사에게�경고해야�함

UCA� 1.1.h
항공기는� PIC의� 각성�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PIC가� 능력을� 저하시키고� 높은� 작업� 부하에서� 작동할�

수�없는�경우�제시되는�피드백을�단순화해야�함

UCA� 1.1.i PIC는�계류�차량에�대한�분리�정보와�비행�환경에�대한�전체�대형�시각화를�제공해야�함

UCA� 1.1.j
PIC가�혼란스러워�질�경우�항공기가�비행�경로로�재조정될�수�있도록�모든�임무에�대해�최소�비행�계획이�

제공되어야�함

UCA� 1.1.k 정보�표시를�위한�데이터�출처를�지정해야�한다.�모든�데이터�출처에�대해�무결성�검증을�수행해야�함

UCA� 1.1.l
정보� 표시를� 위해� 데이터� 형식의� 명시적인� 사양을� 제공하여� 표시� 장치가� 데이터를� 올바르게� 구문�

분석하고�잘못된�형식의�데이터에�올바르게�반응하는지�확인할�수�있도록�해야�함

라.� STPA�적용�결과

본 연구보고서는 항공기와 같이 대표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STPA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STPA 방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 위험분석 기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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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들을 추가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파일럿(Human operator)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파일럿과 항공기 시스템 간의 제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다양하게 식별한 부분이 참고할 만 하다. 이 외에도 본 연구보고서는 개발 단계

별로 STPA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STPA 분석 결과 도출된 

안전 제약사항 또는 기능 요구사항을 기존 설계에 반영하는 안전 지향 설계(Safety-Guided 

Design)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아키텍쳐 설계 방식을 취사 선택하기 위해 Trade Study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설계 방법이 위험을 더 유발할 수 있는지(혹은 식별된 위험을 더 많이 제거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설계 방식을 선택할 때 STPA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 중 테스트 단계에서 테스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을 식별, 

안전한 테스트 방법을 설계하는데도 STPA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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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STPA� of� Electric� Power� Steering� for� Automotive� Application

가.�개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고객들의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신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부품, 기능을 연구하여 차량에 탑재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자동차 설계의 복잡도는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는 운전자 안전에 직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나 FTA(Fault Tree 

Analysis)와 같이 위험을 분석하는 기법들이 활용되어 왔으나, 자동차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존 위험분석 기법은 ‘Failure Mode’ 또는 ‘Fault’ 를 찾아냄으로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것은 각 기능이 본래의 정의와 

설계대로 정확하게 동작하여 ‘Failure Mode’ 또는 ‘Fault’ 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요구사항이나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과 사용자 간 상호작용 문제나 각 개별 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컴포넌트 간 상호작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기법으로는 

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자동차 설계의 복잡성으로 기능들을 독립적, 개별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들이 단순 기능 실패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나 수많은 컴포넌트 들 간의 컨트롤 문제, 새로운 기술의 제약사항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기존에 활용되어 오던 FMEA나 FTA가 시스템 이론에 기반한 STPA를 

자동차의 EPS(Electric Power Steering,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해 보고 그 

과정과 결과, 효용성을 소개한 보고서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서두에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과 

질문으로 시작한다. FMEA가 자동차와 같이 복잡한 시스템에 적합한 툴인가? 초기 설계 시 

4.4 자동차�분야� STPA� 적용사례



STPA를�활용한�위험분석�가이드

146

FMEA를 적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기존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의 한계점은 무엇이고 STPA가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 기존 개발 프로세스에 STPA를 도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이 그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SAE J173992)에 따라 EPS 시스템을 

대상으로 FMEA 분석한 과정과 STPA를 적용한 과정을 소개하면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STPA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STPA를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나.�적용�대상�시스템

EPS(Electric Power Steering) 시스템은 운전자가 신속하게 자동차 조향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EPS 시스템은 스티어링 휠(Steering wheel, 핸들이라 불림)에 운전자가 

제공하는 기계적 힘을 증가시켜서 타이어를 회전시키는 전자 기계 장치를 말한다. 

┃그림� 4-4-1┃� EPS(Electric� Power� Steering)� 시스템�블록�다이어그램93)

92)� Potential�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in� Design� (Design� FMEA),� Potential�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 � � �
� � � � in� Manufacturing� and� Assembly� Processes� (Process� FMEA),� SAE,� 2009
93)� Rodrigo� Sotomayor� Martinez,� System� Theoretic� Process� Analysis� of� Electric� Power� Steering� for� Automotive� � �
� � � � Applications(MIT� Masters� Thesis,� 2015),�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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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은 EPS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Anti-lock Braking 

System Control Module(ABS CM)로부터 바퀴 속도 정보를 수신하고 Engine Control Module 

(ECM)으로부터 엔진 속도와 바퀴 회전력 정보를 수신한다. Steering Control Module(SCM)은 

steering wheel의 위치 정보를 ABS CM에 전송하고 시스템 상태정보를 Body Control Module 

(BCM)에 전송한다. 운전자는 클러스트를 통해 시스템 상태 정보를 확인하여 시스템이 동작에 문제가 

없는지 유지보수 점검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지 등을 판단한다. EPS 시스템은 입력 샤프트, 전기

모터, 각도 및 토크센서, 내·외부 타이로드, 기계식 랙, 하우징, SCM(Steering Control Module) 

등으로 구성된다. EPS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4-4-1>과 같다.

○� 표� 4-4-1.� EPS�시스템�주요�구성�요소

다.� STPA�적용�방법�및�내용

▪ 1단계 : 사고 및 위험 정의

자동차 시스템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는 충돌에 의한 인명 손실 또는 차량 손상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EPS 시스템의 사고 및 위험을 <표 4-4-2>와 같이 식별하였다.

구성�요소 설�명

스티어링�휠 차량의�바퀴를�좌우로�움직여�진행�방향을�바꾸는데�쓰는�원형�조향�장치

입력�샤프트 차량의�트랜스미션에서�변속�기어를�통하여�동력을�전달하는�입력축

전기�모터 자기장�속에서�받는�힘을�이용하여�전기에너지를�역학적�에너지로�바꾸는�장치

각도�및�토크센서 차량의�회전�각도�및�토크(회전력)를�측정하는�센서

타이로드 조향�핸들과�조향�너클을�잇는�링크�부분

하우징 부품을�수용하고�있는�부분이나�프레임�등�모든�기계�장치를�둘러싸고�있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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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EPS�시스템의�사고�및�위험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고)

사고

(Accident)

A1 자동차�주행�중�탑승자의�사망�또는�부상 -

A1-1 2대�이상의�차량�간�충돌 -

A1-2 차량이�움직이는�개체와�충돌 -

A1-3 차량이�정지해�있는�개체와�충돌 -

A2 차량�파손 -

A3 시장�가치�하락/고객�신뢰·이미지�실추 -

위험

(Hazard)

H1 자동차�탑승객이�운행중�유해한�상황에�처함 [A1,� A2,� A3]

H2 자동차가�움직이는�물체와�최소�이격거리를�유지하지�않음 [A1,� A2,� A3]

H3 자동차가�정지한�물체와�최소�이격거리를�유지하지�않음 [A1,� A2,� A3]

H4 자동차가�운행하기�어려움 [A4]

H5 자동차�부품이�한계를�넘어서�작동됨(과도한�마모,� 찢김�발생) [A2,� A3]

▪ 2단계 : Control Structure 도식화

EPS 시스템 요소 간에 제어 관계를 고려하여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 한다. <그림 

4-4-2>는 EPS 시스템에 대한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EPS 시스템 구성요소는 

크게 운전자, SCM(Steering Control Module), Steering Gear, Motor and Wheels로 구분할 

수 있다. 운전자는 최상위 Controller로서 Process Model에 기술된 정보 즉, 차량 속도, 환경 

상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SCM에 조향명령을 내린다. SCM은 운전자로부터 Steering 명령을 

수신하여 조향 지원 레벨을 결정하여 Steering Gear로 전달한다. Steering Gear는 모터와 

휠로 회전 각도와 회전력을 전달하여 차량 회전을 컨트롤 한다. 모터와 휠 회전에 대한 피드백이

Steering Gear 및 SCM을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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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EPS� Control� Structure94)

▪ 3단계 : Unsafe Control Action 도출

3단계에서는 4가지 패턴을 적용하여 Control Action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

한다. <표 4-4-3>은 본 연구보고서에서 SCM Control Action에 대해 UCA를 분석한 일부 

결과이며, <표 4-4-4>는 <표 4-4-3>을 본 가이드에서 제안한 템플릿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다. <표 4-4-5>는 UCA를 기반으로 도출한 안전 제약사항 일부이다.

94)� Rodrigo� Sotomayor� Martinez,� System� Theoretic� Process� Analysis� of� Electric� Power� Steering� for� Automotive
� � � � Applications(MIT� Masters� Thesis,� 2015),�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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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Unsafe� Control� Action� 식별

Control�Action
Not� Providing�
Causes� Hazard

Providing� Causes�
Hazard

Providing�too�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Stopped�Too�Soon�/�
Applied� Too� Long

SCM이�모터로�

조향�지원�

명령을�제공함

(Provide�

assistance�

level�

command)

UCA1� :�운전자가�조향�

조작�시�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 �

제공하지�않음

(H-1,2,3,4)

UCA2� :�자동차가�높은�

속도로�주행�시�SCM이�

높은�레벨로�

assistance� level�

command제공함(H-1

,2,3,4,5)

UCA3�:�운전자가�조향�

조작�시�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너무�

늦게�

제공함(H-1,2,3,4,5)

UCA4�:�운전자가�조향�

조작�시�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너무�

빨리�멈춤(H-1,2,3,4)

-

UCA5� :�자동차가�낮은�

속도로�주행�시�SCM이�

낮은�레벨로�

assistance� level�

command�

제공함(H-1,2,3,4)

UCA6�:�운전자가�조향�

조작�시�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

간헐적으로�

제공함(H-1,2,3,4,5)

UCA7�:�자동차가�회전�

안전�각도에�

도달했음에도�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계속�

제공함(H-1,2,3,4,5)

-

UCA8� :�운전자가�조향�

조작�시� SCM이�너무�

많은�회전력을�

제공함(H-1,2,3,4,5)

- -

-

UCA9� :� 운전자가�

명령하지�않은�

방향으로� assistance�

level� command를�

제공함

(H-1,2,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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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4.‘Provide� assistance� level� command’에�대한� UCA

○표� 4-4-5.� SCM�관련�안전�제약사항

구분 안전�제약사항 UCA

SC-R1 운전자가�조향�조작�시� SCM은�최소� assistance� (TBD)� Nm를�제공해야�함 UCA1

SC-R2 자동차�속도가�높은�상태일�때� high� assistance를�제공해서는�안�됨 UCA2

SC-R3 Steering� 명령을�받았을�때� TBD� ms� 내에� Assistance가�제공되어야�함 UCA3

SC-R4 수신한�조향�명령을�처리하기�위하여� Assistance가�방해받아서는�안됨 UCA4

SC-R5 차량�속도가� (TBD)� kph� 이하일�때�최소� (TBD)� 조향�지원이�제공되어야�함 UCA5

SC-R6 Assistance는�차량�속도�증/감소량에�비례해서�지속적으로�제공되어야�함 UCA6

SC-R7 운전자에�의한�조향�조작이�완료되면�조향�지원이� (TBD)� ms� 내에�멈춰야�함 UCA7

‘Provide� assistance� level� command’의� Unsafe� Control� Actions

Controller

SCM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Motor
Provide assistance level command

Not� providing�

causes� hazard
UCA1.�운전자가�조향�조작�시�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제공하지�않음� (H-1,2,3,4)

Providing�

causes� hazard

UCA2.� �자동차가�높은�속도로�주행�시� SCM이�높은�레벨로� assistance� level� command�제공함� �

(H-1,2,3,4,5)

UCA5.� 자동차가�낮은�속도로�주행�시� SCM이�낮은�레벨로� assistance� level� command� 제공함

(H-1,2,3,4)

UCA8.� 운전자가�조향�조작�시� SCM이�너무�많은�회전력을�제공함(H-1,2,3,4,5)

UCA9.� 운전자가�명령하지�않은�방향으로� assistance� level� command를�제공함

(H-1,2,3,4,5)

Too� 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UCA3.� 운전자가� 조향� 조작� 시�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 너무� 늦게� 제공함

(H-1,2,3,4,5)

UCA6.� 운전자가� 조향� 조작� 시�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 간헐적으로� 제공함

(H-1,2,3,4,5)

Stopped� too�

soon,� applied�

too� long

UCA4.�운전자가�조향�조작�시�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너무�빨리�멈춤(H-1,2,3,4)

UCA7.� 자동차가�회전� 안전� 각도에�도달했음에도�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 계속�

제공함(H-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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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원인 시나리오 도출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도출한 UCA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크게 ‘왜 

UCA가 발생하는가?(STPA a)’ 관점 및 ‘왜 Control Action이 실행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실행

되었는가?’ 라는 2가지 관점, 세부적으로는 4가지 관점에 따라 각 UCA별로 Causal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표 4-4-6, 8, 10, 12>는 4가지 유형에 따라 도출한 UCA별로 Causal 시나리오를 

도출한 결과 일부이다. EPS STPA 적용 연구보고서에서는 STP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표 4-4-7, 9, 11, 13>은 그 일부이다. 

○표� 4-4-6.� UCA1(Not� Providing)에� 대한� Causal� Scenario�

[UCA1]에�대한�원인�시나리오

Controller

SCM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Motor & WheelProvide assistance level command

Unsafe�

Control�

Action

UCA1.� 운전자가�조향�조작�시�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제공하지�않음

원인�

시나리오

UCA1-CS1.� SCM이�조향�지원이�필요하지�않다고�잘못�판단하여�조향�지원을�제공하지�않음

� � a.� SCM이� 토크� 센서� 피드백� 값을� 높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예:� 전자기� 노이즈� 간섭� 때문)� � � �

� � � � 조향�지원을�제공하지�않음

� � b.� BSCU� Hydraulic� Controller에�고장이�발생한�경우�피드백�오류로� BSCU� Hydraulic� Controller가

� � � � 문제�없이�작동중인�것으로� Autobrake가�잘못�인식함

� � c.� SCM이� 자동차� 속도가� 너무� 높다고� 잘못� 판단하여� (예:� 내부� 부품� 과열� 때문)조향� 지원을� � � �

� � � � 제공하지�않음

UCA1-CS2.� SCM이� 조향� 지원을�제공하였으나�모터로의�전류가� 낮아서(예:� 시스템� 전원� 낮기� 때문)�

효율적으로�제공되지�않음

UCA1-CS3.� SCM이�조향�지원을�제공하였으나�스티어링�락�조건�때문에(예:� 기어�부품�등의�하드웨어�

손상�때문)�충분히�제공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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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7.� UCA1(Not� Providing)의� 요구사항�도출

구분 요구사항
관련�
시나리오

UCA1-R1 차량�속도나,�스티어링�각도를�결정하는�추가적�피드백을�제공해야�함 UCA1-CS1

UCA1-R2
전기� 센서,� 엑추에이터,� 모듈이� 전자기� 노이즈를� 유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레벨의�

검증이�보장되어야�함
UCA1-CS2

UCA1-R3
알고리즘은�요구� 시간내에�센서로�부터� 신호가� 수신되는지�여부를� 확인하는�로직을�

포함해야�함

UCA1-CS3UCA1-R4 시스템�온도를�모니터링�하기�위한�추가�온도�센서�필요함

UCA1-R5 다양한�차량�속도에�지원하기�위해�모터로의�충분한�전원이�제공되어야�함

UCA1-R6 시스템은�모터,� 센서�또는� SCM의�고장이�확인되면�운전자에게�알람을�제공해야�함

○표� 4-4-8.� UCA2(Providing)에� 대한� Causal� Scenario�

○표� 4-4-9.� UCA2(Providing)의� 요구사항�도출

구분 요구사항
관련�
시나리오

UCA2-R1 차량�속도�신호는�다른�신호보다�높은� hierarchy를�가져야�함 UCA2-CS1

UCA2-R2 센서�교정�정보�및�알고리즘은�차량�아키텍처에�사용할�수�있고,� 추적�가능해야�함 UCA2-CS2

[UCA1]에�대한�원인�시나리오

Controller

SCM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Motor
Provide assistance level command

Unsafe�

Control�

Action

UCA2.� � 자동차가�높은�속도로�주행�시� SCM이�높은�레벨로� assistance� level� command�제공함

원인�

시나리오

UCA2-CS1.� 차량�속도가�높을�때� SCM이�높은�조향�지원을�제공함

� � a.� SCM이�토크�센서�피드백�값을�낮은�것으로�잘못�판단하여�높은�조향�지원을�제공함

� � b.� SCM이�자동차�회전�각도가�너무�작다고�잘못�판단하여�높은�조향�지원을�제공함

� � c.� SCM이�자동차�속도가�너무�낮다고�잘못�판단하여�높은�조향�지원을�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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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0.� UCA3(Providing� too� soon/too� late/out� of� sequence)에�대한� Causal� Scenario�

○표� 4-4-11.� UCA3(Providing� too� soon/too� late/out� of� sequence)에�대한�요구사항�도출

구분 요구사항 관련�시나리오

UCA3-R1 SCM은�요구�속도로�신호를�처리할�수�있는�능력을�가져야�함
UCA3-CS1

UCA3-R2 시스템�구성요소는�제조�규격�및�치수�제어를�만족해야�함

○표� 4-4-12.� UCA4(Stopped� too� soon,� applied� too� long)에� 대한� Causal� Scenario�

[UCA1]에�대한�원인�시나리오

Controller

SCM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Motor
Provide assistance level command

Unsafe�

Control�

Action

UCA3.� � 운전자가�조향�조작�시�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너무�늦게�제공함

원인�

시나리오

UCA3-CS1.� 운전자가�조향�동작을�시작하지�않은�것으로� SCM이�잘못�판단하여�조향�지원을�제공하지�

않음

a.� SCM이�차량�회전�각도가�매우�작은�것으로�잘못�판단하여(예:�신호지연�또는�센서�성능�저하�때문)

� � 운전자가�조향�동작을�시작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고,� 조향�지원을�제공하지�않음

[UCA1]에 대한 원인 시나리오

Controller

SCM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Motor
Provide assistance level command

Unsafe�

Control�

Action

UCA4.� � 운전자가�조향�조작�시� SCM이� assistance� level� command를�너무�늦게�제공함

원인�

시나리오

UCA4-CS1.�운전자가�조향을�요청하였으나�SCM이�지원이�필요하지�않다고�판단하여�조향�지원을�멈춤

a.�차량�속도�신호와�엔진�속도�신호가�상관관계�없이�충돌하여�SCM이�잘못�판단하여�조향�지원을�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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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3.� UCA4(Stopped� too� soon,� applied� too� long)에� 대한�요구사항�도출

구분 요구사항
관련�
시나리오

UCA4-R1
관련� 신호들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알고리즘은� MIL과� 알람을� 운전자에게� 표시

하여야�함
UCA4-CS1

UCA4-R2
단락� 된� 접지� 또는� 센서� 고장이�감지되면�시스템은�보호� 모드로�들어가�보조� 지원을�

제공해야�함

라.� STPA�적용�결과

본 연구 보고서는 자동차 EPS 시스템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 초기 

STPA를 적용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어떻게 위험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FMEA와 STPA를 각각 시스템에 적용하여 각 위험분석 방법별 적용 

결과 및 효용성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FMEA 기법은 시스템 간 안전하지 

않은 상호관계(Interactions)를 식별하거나 인적 오류(Human Error) 또는 사용자(Operator)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FMEA의 경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시스템의 기능들을 분할하고 식별함으로써 사고의 원인들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기능이 점차 복잡화되고 기능 간 유기적 상호작용 및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기능 단위를 

식별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그 원인을 특정 기능에 국한하여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도 FMEA 분석 방법을 통해 발견한 사고 원인보다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사고 원인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FMEA 기법과 비교해 약 40여개의 원인을 더 도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4가지 단계에 따라 위험(UCA)와 그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안전 요구사항까지 도출하였다. 특히 STPA를 개발 초기 일회적으로만 

수행하지 않고, Control Structure를 구체화해 가며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부 수준까지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눈여겨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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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Application� of� STPA� to� the� integration� of� multiple� control� systems

가.�개요

초기 자동차 시스템은 전장 부품, 기계 장치가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점차 소프트

웨어에 의해 Cruise control, Anti-lock Brake 등 일부 기계적 기능들이 대체되었다.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의 유연성, 확장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에 의한(Software-defined) 새로운 

기능들이 자동차에 탑재 및 확대되었다. 자동차 구성이 더욱 복잡해지고 그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동차를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역시 그 구성이 복잡해지고 해당 서브시스템 간 상호작용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곧 시스템을 독립적인 기능 단위로 분해,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어 장치에 소프트웨어가 임베디드 형태로 탑재되고 하나의 자동차 

시스템에 다양한 제어장치가 포함되면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잘못된 제어와 이에 대한 피드백 

오류, 그리고 다시 이들이 다른 제어관계에 미치는 영향(Unsafe Control problem)이 증가하게 

되었다. 

FMEA와 같은 위험분석 기법이 기존에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FMEA 기법은 출발점이 

시스템을 구성 하는 기능 요소 단위로 분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최근 변화된 시스템

들의 특성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FMEA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기능 및 

서브시스템/컴포넌트가 어떤 오동작(Failure Mode)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어떤 Effect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과 

기능들이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단지 개별 기능의 오동작만으로 사고가 유발되기 보다는 

서브시스템 혹은 기능 간 상호작용에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MEA 기법을 

그대로 위험분석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자동차라는 대표적인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에 새로운 접근 방식의 위험분석 기법인 STPA를 적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대표적인 3가지 운전자 지원 시스템(Driver assistance systems)인 오토홀드

(Auto-Hold) 시스템, 엔진 정지&시동 시스템(Engine Stop-Start),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daptive Cruise Control) 시스템을 대상으로 STPA 기법을 활용한 결과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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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적용�대상�시스템

□�오토�홀드(Auto-Hold)�시스템

오토 홀드 시스템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면 시스템이 해당 브레이크 

압력을 캡쳐(Capture)하여 유지시킴으로써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을 고정

시킬 수 있다. 또한, 이후 차량을 전진시키기 위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밝으면 브레이크를 원래 

상태로 해제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오토 홀드 시스템은 ABS(Anti-lock Brake System)와 EPB 

(Electric Parking Brake)를 포함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기존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며,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오토 홀드 기능을 ‘Auto-H 버튼’ 을 통해서 on/off 할 수 있다.

□�엔진�정지&시동(Engine� Stop&Start)� 시스템

엔진 정지-출발 시스템은 차량이 정지하는 동안 공회전 상태에 있는 엔진을 끄고 연료 소비 

및 배기 가스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이 완전히 

정지했을 때 엔진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출발 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때면 엔진이 재시동 

되도록 지원한다.

□�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정지&출발�시스템(Adaptive� Cruise� Control� with� Stop� &� Go)� 시스템

ACC with Stop&Go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동일차선에서 앞선 차량 및 다른 물체와의 거리를 

고려해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차량 앞쪽에 레이다(Radar)를 설치하여 

앞 차량과의 거리를 자동 계산하고 컨트롤러에 계산 결과를 보내어 제동 및 가속 시스템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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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PA�적용�방법�및�내용

본 연구보고서는 3가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대상으로 <그림 4-4-3>과 같이 각각 STPA 

4가지 단계에 따라 위험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4-3┃ STPA� 위험분석�절차

①�오토�홀드(Auto-Hold)�시스템 

▪ 1단계 : 사고 및 위험 식별

STPA 적용 대상인 3가지 시스템 즉, 오토홀드(Auto-Hold) 시스템, 엔진 정지&시동 시스템

(Engine Stop-Start),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 시스템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다음의 <표 4-4-14>와 같이 시스템 수준(자동차 

차량 수준)에서 사고와 위험을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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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4.� 사고(Accidents)� 및� 위험�정의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고)

사고

(Accident)

A1 두�대�또는�그�이상의�자동차간�충돌함

A2 자동차가�움직이는�장애물과�충돌함

A3 자동차가�지형에�충돌함

A4 자동차�탑승자가�부상당함

위험

(Hazard)

H1 자동차가�가까운�자동차와의�안전거리를�유지하지�않음 A1

H2 자동차가�지형�및�다른�장애물과의�안전거리를�유지하지�않음 A2,� A3

H3 자동차가�제어할�수�없거나�회복할�수�없는�상태에�빠짐
A1,� A2,

A3,� A4

H4 자동차�탑승자가�유해하거나�위험한�것에�노출됨 A4

▪ 2단계 : Control Structure 도식화 

오토 홀드(Auto-Hold) 시스템은 크게 운전자, 오토 홀드 모듈,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 및 

추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운전자는 오토 홀드 시스템을 Enabled/Disabled 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에 따라 오토 홀드 모듈은 브레이킹 시스템을 대상으로 Hold, Additional Pressure, Release, 

Apply Parking Brake 등 4가지 Control Action을 내릴 수 있다(표 4-4-15). 

○표� 4-4-15.� Auto-Hold� Module의� Control� Action� 종류

Control� Action 설명

HOLD 브레이크�압력과�휠�속도를�모니터링하여� HOLD-MODE로�전환함

ADDITIONAL-PR

ESSURE
HOLD-MODE의�경우�브레이크�압력을�증가시킴

RELEASE HOLD-MODE에서�자동차�추진을�위한�휠토크가�충분한�경우,� RELEASE�상태로�전환함

APPLY� EPB�
HOLD-MODE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오토� 홀드를� 해제하는� 경우�

EPB(Engine� Parking� Brake)� 적용됨(추가�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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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홀드(Auto-Hold)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간 제어관계에 따라 <그림 4-4-4>와 같이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4-4-4┃Auto-Hold� 시스템� Control� Structure95)

▪ 3단계 : Unsafe Control Action 식별

오토 홀드(Auto-Hold) 시스템의 각 Control Action을 4가지 패턴의 상황에 적용하여 UCA를 

식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5)� Matthew� Seth� Placke,� APPLICATION� OF� STPA� TO� THE� INTEGRATION� OF� MULTIPLE� CONTROL� SYSTEMS:� A� CASE
� � � � STUDY� AND� NEW� APPROACH(MIT�Masters� Thesis,� 2014),�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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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6.� Auto-Hold� 시스템� Unsafe� Control� Action� 식별�

Control�
Action

Not� Provided Provided Too� soon/Late Too� long/Short

HOLD

UCA1:�오토�홀드가�활성화�
되어있고,�브레이크�페달�
밟은�상태이나�HOLD�
제공되지�않음

UCA2:�운전자가�
가속페달을�밟았으나�
HOLD�제공함

UCA3:�운전자가�
오토홀드를�비활성화�
하였으나�HOLD�제공함

-

-
UCA4:�오토�홀드가�
DISABLED�상태이나�
HOLD�제공함

UCA5:� (가속페달로�인한)�
충분한�휠토크가�있으나�
HOLD�제공함

-

-

UCA6:�오토�홀드가�
ENABLED�상태이고�
자동차가�멈춰있지�않으나�
HOLD�제공함

UCA7:�(HOLD�되기�위한)�
자동차�정지�요구시간이�
되지�않았으나�HOLD�
제공함

-

ADDITIONAL

-PRESSURE

(AP)

UCA8:�오토�홀드가�
HOLD-MODE이고�
자동차가�미끄러지는�
상태에서�AP를�제공하지�
않음

UCA9:�오토홀드가�
HOLD-MODE�아닌�
상태에서�AP를�제공함

- -

-
UCA10:�브레이크�시스템�
사양을�초과하여�AP를�
제공함

- -

RELEASE

UCA11:�운전자가�
가속페달로�충분한�
휠토크를�가하였으나�
RELEASE를�제공하지�
않음

UCA12:�오토�홀드가�
HOLD-MODE이고�
운전자가�충분한�휠토크를�
가하지�않았으나�
RELEASE� �제공함

UCA13:�충분한�휠토크가�
있기�전에� RELEASE를�
제공함

-

UCA14:�운전자가�오토�
홀드를�DISABLE하였으나�
RELEASE가�제공되지�
않음

- - -

APPLY� EPB

UCA15:�운전자가�충분한�
휠토크�또는�브레이크�페달�
압력�없이�
오토홀드를해제하였으나,�
APPLY� EPB를�제공하지�
않음

UCA16:�오토홀드가�
HOLD-MODE가�아닌�
상태에서�APPLY� EBP를�
제공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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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Auto-Hold 시스템이 시스템 수준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 제약사항을 

<표 4-4-17>과 같이 정의하였다.

� ○표� 4-4-17.� 안전�제약사항(Safety� Constraints)� 식별�

구분 안전�제약사항 관련� UCA

SC1 오토�홀드�기능이�ENABLED�상태가�아닐�때�오토�홀드는�어떠한�명령도�제공해서는�안됨 UCA3,� UCA4

SC2 HOLD-MODE가�아닐�때�오토�홀드는� HOLD� 이외의�명령을�제공해서는�안됨
UCA4,� UCA9,

UCA16

SC3 운전자가�가속할�때�오토�홀드는�간섭해서는�안됨
UCA2,� UCA5,

UCA11

SC4 자동차가�움직이는�중에�오토�홀드는� HOLD-MODE로�바뀌면�안됨 UCA5,� UCA6

SC5
HOLD-MODE� 상태에서� RELEASE� 기준이� 충족되기� 전까지� 오토� 홀드는� 자동차를�

정지상태로�유지하여야�함

UCA8,� UCA12,�

UCA13,� UCA15

SC6 오토�홀드는� RELEASE� 기준이�충족되면� RELEASE�해야를�제공해야�함 UCA11

SC7 오토�홀드는�자동차의�기계적�무결성을�손상시키지�않아야�함 UCA10

SC8 오토�홀드는�운전자가�예상한대로�동작�또는�해제되어야�함 UCA1,� UCA14

▪ 4단계 : 원인 시나리오 도출

앞서 식별한 UCA 중 ‘UCA8(오토 홀드가 HOLD-MODE이고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상태에서 

AP를 제공하지 않음)’ 에 대한 원인 시나리오를 <표 4-4-18>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에 

앞서, ‘UCA8’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Auto-Hold Control Module과 Physical Vehicle 간 

상호관계를 보다 상세화하여 Control loop를 상세하게 도식화(<그림 4-4-5>)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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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Additional� Pressure� 관련� Control� loop96)

96)� Matthew� Seth� Placke,� APPLICATION� OF� STPA� TO� THE� INTEGRATION� OF� MULTIPLE� CONTROL� SYSTEMS:� A� CASE�
� � � � STUDY� AND� NEW� APPROACH(MIT�Masters� Thesis,� 2014),�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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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18.� Auto-hold� 시스템� UCA8에�대한� Causal� Scenario� 식별

②� �엔진�정지&시동(Engine� Stop&Start)�시스템

▪ 1단계 : 사고 및 위험 식별

 오토 홀드 시스템의 1단계 결과와 동일함

▪ 2단계 : Control Structure 도식화

엔진 정지&시동 시스템의 Control Structure는 크게 운전자, 엔진 정지&시동 모듈, 자동차의 

관성 유닛, 브레이크 및 추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운전자는 엔진 정지&시동 시스템을 Active/ 

Inactive 할 수 있고, 브레이크 페달링에 따라 엔진을 정지하거나 재시동을 걸 수 있다. 엔진 정지

&시동 모듈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추진 시스템(Propulsion System)에 대해 Controller로서 

Restart, Stop 등 2가지 Control Action을 내릴 수 있다(표 4-4-19). 

구성요소 Causal� Scenario

AP� 컨트롤�알고리즘

(Controller)�
‣ 휠�회전에�대한� Process� Model� 변화�시�알고리즘이�빠르게�반응하지�않음

휠�회전

HOLD-MODE

(Process� Model)�

‣ 오토�홀드가�휠�속도�센서의�데이터를�정확하게�생성하지�못하고,� 차량이�미끄러짐을�
� � 감지하지�못함

‣ HOLD-MODE�상태에서�오토�홀드�컴퓨터가�재시작�및�초기화되어� ‘HOLD-MODE:No’
� 로� 변경되고�자동차를�정지시키지�못함

휠�속도�센서

(Sensor)

‣ 휠�속도�센서가�성능�저하되어�자동차의�미끄러짐을�감지하지�못함
‣ 휠�속도�센서의�리턴�데이터가�부족함
‣ 휠�속도�센서가�작고�매우�느린�변화를�감지하지�못함

브레이크�압력

휠�회전

(Controlled� Process)

‣ 브레이크�시스템�씰(Seal)의� 브레이크�압력이�저하되어�자동차를�정지시키지�못함
‣ 브레이크�라인이�저하되어�최대�압력을�유지하지�못함

ABS� 펌프

(Actuator)

‣ 펌프가�물리적�저하로�인해�기존�최대�압력에�도달하지�못함
‣ 펌프의�씰이�저하되어�압력�증가시�누출됨
‣ 펌프가�요구�압력에�도달하기�위한�적당한�힘을�받지�못함
‣ 펌프가�브레이크�압력�증가를�멈추지�않아�유압�시스템의�무결성을�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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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9.� Auto-Hold� Module의� Control� Action� 종류

엔진 정지&시동 (Engine Stop & Start) 시스템에 대한 Control Structure는 다음 <그림 

4-4-6>과 같다.

┃그림� 4-4-6┃엔진�정지� &� 시동�시스템� Control� Structure97)

▪ 3단계 : Unsafe Control Action 식별

Engine Stop & Start Module의 2가지 Control Action에 대한 UCA 식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97)� Matthew� Seth� Placke,� APPLICATION� OF� STPA� TO� THE� INTEGRATION� OF� MULTIPLE� CONTROL� SYSTEMS:� A� CASE
� � � � STUDY� AND� NEW� APPROACH(MIT�Masters� Thesis,� 2014),� p47

Control� Action 설�명

STOP 운전자가�브레이크�페달을�사용하여�자동차가�정지한�경우,�AUTO-STOP이�동작하여�엔진이�멈춤

RESTART
시스템이� Auto-Stopped� 상태일�때,� 운전자가�브레이크�페달을�놓으면� RESTART가� 동작하여�

엔진이�재시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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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0.� Unsafe� Control� Action� 식별�

<표 4-4-21>은 UCA 도출 결과(<표 4-4-20>)를 기반으로 엔진 정지&시동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안전 제약사항을 정의한 결과이다. 

Control�
Action

Not� Provided Provided Too� soon/Late Too� long/Short

RESTART

UCA1:�

자동차가� �

AUTO-STOPPED�

상태에서�운전자가�

브레이크를�놓았으나�

엔진이� RESTART�

제공하지�않음

UCA2:� 자동차가�

AUTO-STOPPED가�

아닌�상태에서�

RESTART� 제공함

UCA3:�운전자가�브레

이크를�놓은�후�TBD�시

간�안에�RESTART�제공

하지�않음

-

UCA4:� 중요한�

non-propulsion�

power� 가� 필요할�때�

RESTART�제공하지�

않음

UCA5:� 엔진이�시동�

장치에�손상이�가도록�

작동중일�때�RESTART�

제공함

- -

UCA6:�Not�Providing�

RESTART� is�

hazardous� is�

conditions� for� a�

favorable� restart�

change

- - -

STOP

-

UCA7:� 운전자가�

브레크로�차량을�

정지시키지�않은�

경우에�STOP을�제공함

UCA8:� 자동차가�

완전히�정지하기�전에�

STOP을�제공함

-

-

UCA9:� Providing�

STOP�is�hazardous� if�

there� will� not� be�

sufficient� power� for�

REST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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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1.� 안전�제약사항(Safety� Constraints)� 식별� �

구분 안전�제약사항 UCA

SC1 엔진�정지&시동�시스템은�자동차가�움직일�때� STOP�해서는�안됨 UCA7,� UCA8

SC2
엔진� 정지&시동� 시스템은� AUTO-STOPPED� 되면� 동작이� 재개되기� 전에� 엔진을�

RESTART� 해야�함
UCA1,� UCA3

SC3
엔진� 정지&시동�시스템은�현재� AUTO-STOPPED� 상태가� 아닌�경우�엔진을�재시동

하면�안됨
UCA2

SC4 엔진�정지&시동�시스템은�다른�서브시스템의�동작을�방해해서는�안됨 UCA4,� UCA5

SC5 엔진�정지&시동�시스템은�완전한�운영�사이클이�불가할�경우�동작해서는�안됨 UCA6,� UCA9

▪ 4단계 : 원인 시나리오 도출

앞서 식별한 UCA 중 ‘UCA1(자동차가 AUTO-STOPPED 상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놓았으나 엔진이 RESTART 제공하지 않음)’ 대한 원인 시나리오를 <표 4-4-22>와 같이 도출

하였다. 이에 앞서, Restart 관련한 Control loop를 상세하게 도식화(<그림 4-4-7>)하고 각 

구성요소 측면에서 UCA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림� 4-4-7┃Restart� Control� loo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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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2� 엔진�정지&시동�시스템� UCA1의�원인�식별

③�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시스템

▪ 1단계 : 사고 및 위험 식별

 오토 홀드 시스템의 1단계 결과와 동일함

98)� Matthew� Seth� Placke,� APPLICATION� OF� STPA� TO� THE� INTEGRATION� OF� MULTIPLE� CONTROL� SYSTEMS:� A� CASE
� � � � STUDY� AND� NEW� APPROACH(MIT�Masters� Thesis,� 2014),� p51

구성요소 Causal� Scenario

RESTART�컨트롤�
알고리즘
(Controller)

‣ 알고리즘이�배터리�전압�소모를�정확히�예측하지�못하여�시동을�동작하지�못함

ESS� ENABLED
AUTO-STOPPED
Driver� Present
PRNDL� Gas� Pedal
Vehicle� Held
Restart� Possible
Aux.� Power� Needs
(Process� Model)

‣ ESS가�다양한�브레이크�시스템에서�들어오는�인풋에�의해�차량이�정지�상태가�아닐�
� � 때� 정지상태로�잘못�판단함
‣ 보조�동력이�필요한지� 모니터링�되지� 않거나� 충분히�예측되지�않으면,� 컨트롤러는�
� � 높은�값을�낮은�값으로�보고하여� RESTART�할수�없음

Accelerator�Pedal� Sensor
Driver� Sensor

Wheel� Speed� Sensors
Transmission� Feedback
Battery� Charge� Sensor
Power� Bus� Sensor

(Sensor)

‣ 브레이크� 센서� 오류� 또는� 잘못된� 값� 보고하여� 브레이크� 해제가� 확인되지� 않거나�
� � ESS가�동작을�예측하지�못함

‣ Noise가�걸러지지�않아서�브레이크�해제가�확인되지�않음
‣ 센서가�작고�느린�변화값을�감지하지�못함

엔진
(Controlled� Process)

‣ 엑추얼�토크값�비일치와�같은�시간에�따른�엔진�성능�변화
‣ 엔진�시동시�오작동으로�자동차가�움직일�수�있음
‣ 엔진이�적당량의�공기�및�연료�혼합을�받지�못하여�시동할�수�없음

엔진�시동�장치
(Actuator)

‣ 시동�장치가�저하되어� RESTART�명령을�수행할�수�없음
‣ 시동�장치가�과도한�사이클로�인해�저하됨
‣ 시동�장치가�허용가능한�시간�안에�동작하지�않음
‣ ESS가� RESTART�명령시�운전자가�자동차�시동�끄기를�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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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Control Structure 도식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 운전자, ACC 모듈, 자동차의 Radar,

브레이크 및 추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운전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버튼을 사용하여 

On/Off 할 수 있고, 속도 및 시간갭99)을 설정할 수 있다. ACC 모듈은 Accelerate, Decelerate의 

2가지 Control Action을 자동차의 추진 및 브레이크 시스템에 내릴 수 있다(<표 4-4-23>). 

○표� 4-4-23.� Auto-Hold� Module의� Control� Action� 종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간 제어관계에 따라 <그림 4-4-8>과 같이 

Control Structure를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4-4-8┃ 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시스템� Control� Structure100)

99)� Trailing� gap� may� be� implemented� as� a� time-gap� to� the� leading� vehicle� so� that� it� can� vary� dynamically� with� speed� �

Control� Action 설명

ACCELERATE 추진�시스템을�사용하여�자동차를�가속함

DECELERATE 브레이크�시스템을�사용하여�자동차를�감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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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Unsafe Control Action 식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의 각 Control Action에 4가지 패턴 상황을 적용하여 UCA를 

식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24.� Unsafe� Control� Action� 식별

100)� Matthew� Seth� Placke,� APPLICATION� OF� STPA� TO� THE� INTEGRATION� OF� MULTIPLE� CONTROL� SYSTEMS:� A�
� � � � � CASE� STUDY� AND� NEW� APPROACH(MIT� Masters� Thesis,� 2014),� p54

Control� Action Not� Provided Provided Too� soon/Late Too� long/Short

ACCELERATE

UCA2:� 차량�또는�

다른물체가�접근할�때�

ACCELERATE�제공되지�

않음

UCA3:� 차량이�이미�설정�

속도에�다다랐으나�

ACCELERATE�제공함

UCA4:� ACC가�

engaged되기�전에�

ACCELERATE�제공함

UCA5:� 차량이�설정�

속도를�초과하도록�

ACCELERATE를�길게�

제공함

-

UCA6:� 차량이�앞�차량과�

최소�안전거리보다�

가까우나� ACCELERATE�

제공함

UCA7:�속도가�설정되고�

ACC가�engaged된�후에�

ACCELERATE가�늦게�

작동됨

UCA8:�ACCELERATE를�

길게�제공하여�차량이�앞�

차량과의�최소�안전�운행�

거리를�위반함

-

UCA9:�차량이�물체와�충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ACCELERATE를�제공함

- -

DECELERATE

UCA13:� 차선� 앞쪽에�

장애물이�있고� range�

rate가� 네거티브일�때�

DECELERATE가�

제공되지�않음

UCA14:� It� is�hazardous�to�

provide� 'DECELERATE'�

too� abruptly� design�

conflict�with�box� to� the�

left

UCA15:�장애물이�발견된�

후에� DECELERATE가�

너무�늦게�작동됨

UCA16:� 차량이�충분히�

감속되도록�

DECELERATE가�

제공되지�않음

UCA17:�앞�차량과의�최소�

안전� 거리보다� 가깝고,�

range�rate가�증가하지�않

고�있을�때�DECELE-�RATE

를�제공하지�않음

- - -

UCA18:�차량이�앞�장애물

과�TBD�rate/거리�보다�빠

르게� 가까운� 경우�

DECELERATE를� 제공하

지�않음

UCA19:�도로�교통�상황에�

비해�차량속도가�많이�

느려지는데도�

DECELERATE�제공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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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안전 제약사항을 

정리한 결과는 <표 4-4-25>와 같다.

○표� 4-4-25.� 안전�제약사항(Safety� Constraints)� 식별�

구분 안전�제약사항 UCA

SC1 ACC는�운전자가�설정한�속도�제한과�거리를�초과할�수�없음
UCA2,� UCA3,� UCA5,� UCA6,� UCA8,�

UCA9,�UCA12,�UCA13,�UCA17,�UCA18

SC2 ACC는�차량�가속�또는�감속을�부드럽게�제공하여야�함 UCA14,� UCA19

SC3 ACC는�충돌을�발생해서는�안됨 UCA15,� UCA16

SC4 ACC는�운전자에�의해� enabled� 되기�전에는�작동되어서는�안됨 UCA4,� UCA8,� UCA11,� UCA20

▪ 4단계 : 원인 시나리오 도출

앞서 식별한 UCA 중 ‘UCA9(차량이 물체와 충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ACCELERATE를 

제공함)’ 에 대한 원인 시나리오를 <표 4-4-26>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에 앞서, ‘UCA9’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Accelerate와 관련한 Control loop를 상세하게 도식화(<그림 4-4-9>)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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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시스템� ACCELERATE� Control� loop101)

 ○표� 4-4-26.� 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시스템� UCA9의�원인�식별

101)� Matthew� Seth� Placke,� APPLICATION� OF� STPA� TO� THE� INTEGRATION� OF� MULTIPLE� CONTROL� SYSTEMS:�
� � � � � � A� CASE� STUDY� AND� NEW� APPROACH(MIT�Masters� Thesis,� 2014),� p59

구성요소 Causal� Scenario

컨트롤�알고리즘

(Controller)

‣ 알고리즘이�앞쪽�물체와의�거리�및�비율을�정확히�계산하지�못함
‣ ACC� 작동�중일�때�물체가�너무�가까워서�식별,�계산,�완화할�수�없음

ACC� Enabled

ACC� Engaged

Driver� Present

PRNDL

Drive� Pedal� Input

Target� Locked

DistanceThreshold
SpeedThreshold
(Process� Model)

‣ 컨트롤러가�타겟에� lock�되지�않아서�충돌을�예측할�수�없음
‣ 거리�스레쉬홀드가�부정확하여�차량이�타겟에�너무�가깝게�접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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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TPA�적용�결과

자동차는 대표적인 다중 컨트롤러에 의해 동작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내 컨트롤러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능 또는 서브시스템 간 컨트롤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그 만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더 증가함을 의미한다. 기존 위험분석 기법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능들을 기반으로 

해당 기능들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면, STPA는 컨트롤(제어)관계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컨트롤(제어)을 식별하는 접근 방법을 취한다. 

이는 근래 시스템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컨트롤러에 의해 동작한다는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자동차 운전자를 지원하는 대표적 시스템인 오토 홀드(Auto-Hold), 엔진 정지

&시동(Engine Stop&Start),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 등 3가지 

시스템을 대상으로 Case Study한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Case Study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시스템 개념 정의 초기부터 STPA를 적용해 상위수준으로 안전 

제약사항을 도출하고 이후 상세 설계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STPA를 상세한 형태로 반복 수행

한다. 또한, UCA를 도출할 때 Thomas Method102)를 적용하였다. 즉, Process Model이 가질 수 

102)� J.� Thomas,“Extending� and� Automating� a� Systems-Theoretic� Hazard� Analysis� for� Requirements� Generation� and� � � � � � � � �
� � � � � Analysis,”Cambridge,� MA,� 2013

구성요소 Causal� Scenario

가속�페달�센서

브레이크�페달�센서

휠�속도�센서

라이다�운전자�좌석�센서

(Sesor)

‣ 라이다가�도로와�날씨�조건�때문에�타겟을�탐지하지�못함
‣ 충돌을�피하기�위한�라이다�데이터가�충분히�리턴되지�않음
‣ 노이즈가�충분히�필터링되지�않아서�작은�타겟이�식별되지�않음

휠�속도

(Controlled� Process)

‣ 타이어�트레드가�너무�낮아�감속하기에�필요한�마찰을�제공하지�못함
‣ 리캘리브레이션�없는�타이어�크기�변경은�접근�거리�계산을�위한�휠�속도값을�손상시킴

브레이크�시스템

(Actuator)

‣ 브레이크�성능�저하로�원래�성능을�내지�못함
‣ 브레이크�힘이�감속에�요구되는�성능을�내지�못함



STPA를�활용한�위험분석�가이드

174

있는 모든 상태 값을 조합해서 Context Table을 만들고 각 Context Table 열(Context 조합)의 

상황에서 Control Action이 제공되지 않거나(Not Provide), 제공되는 경우(Provide)103)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UCA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Process Model의 

값을 기반으로 어떻게 다양한 Context 조합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103)‘too� soon/too� late’,‘too� long/short’는‘provide’,‘not� provide’의�특별한�케이스라고�간주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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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전이라는 개념은 과거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시스템 안전 분석을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이 개발돼 활용되어 왔다. FTA(Fault Tree Analysis),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HAZOP(Hazard and Operability Study) 등의 위험분석 기법은 약 50여년 전에 개발된 

기법으로서 시스템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사고 원인이 복합적 양상을 띰에 따라 위험분석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위험분석 기법은 인과적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사고가 특정 

컴포넌트의 결함이나 이벤트에서 기인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사고들은 발생 

요인을 특정 컴포넌트 문제로 규정하기 어려워졌으며 위험 분석 시 고려할 요소가 더 다양해짐으로 

인해 위험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해졌다.

2012년 미국 MIT 대학의 Nancy G. Leveson 교수는 STAMP(System-Theoretic Accident 

Model and Processes) 이론에 기반 한 STPA(System-Theoretic Process Analysis) 기법을 

제안하였다. STPA는 최근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 자동차, 항공분야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분석 기법으로, 사고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 위험분석 기법의 관점과 큰 

차이가 있다. STPA 기법은 사고가 특정 이벤트나 기능 실패가 아닌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 간의 

제어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시스템 위험을 개별 모듈이나 기능 조합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보다는 제어 관계 관점에서 분석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사고 원인을 시스템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시스템에 관여된 인력, 사회·조직적 구조, 제도·정책 등을 포괄하도록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항공, 자동차, 원자력, 의료 등 분야에서 STPA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안전 필수 도메인을 중심으로 STPA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 검토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STAMP/STPA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위험분석에 적용한 사례 역시 극히 드믄 상황이다. STPA가 기존 위험분석에 

비해 아직까지 그 개념이 생소한 것이 사실이나, 2012년 발표된 이래 꾸준히 기존 위험분석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STPA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새로운 위험분석 기법인 STPA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본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본 가이드는 MIT 대학 Nancy G. Leveson 교수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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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 핸드북, 도서 등을 기반으로 STAMP 개념, STPA 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STPA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해외 연구 사례를 

선별하여 함께 제시하고 전자연동장치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한 Case study 결과 리포트도 

함께 제시하였다. 아울러, STPA 기법을 처음 접하는 경우에도 빠르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STPA 위험분석 보고서’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철도, 자동차, 항공 등 각 산업분야 시스템들의 구성이 복잡화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시스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기존 위험분석 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위험분석 기법 도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STPA를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데 있어 본 가이드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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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분석 보고서는 전자연동장치를 대상으로 STPA를 활용해 위험분석 한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다. 전자연동장치 및 관련 신호 설비들 간의 상호관계(Control Action, Feedback)를 

분석하여 각 상호관계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Unsafe Control Action)과 

그 원인(Causal Scenario)을 분석하였다. 다만, 본 분석 보고서는 사례 적용을 통해 STPA의 

이해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가능한 다양한 위험상황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Fail-Safe는 되도록 고려하지 않았다. 

2.� 참고�문헌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KRS SG 0015 전자연동장치”. 2006. 5.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KR S 00610 연동장치 일반사항”, 2015. 7.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KR S 00620 연동장치 종류”, 2012. 12.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KR S 00630 연동도표 작성기준”, 2017. 7.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KR S 00640 연동장치 쇄정방법”, 2012. 12.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KR S 08010 열차집중제어장치 일반사항”, 2015. 7.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KR S 04040 궤도회로구성”, 2017. 8.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KR S 02020 신호기”, 2017. 7.

‧ 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2015.12.

‧ 김기화, 김현연, 정이섭, 유원연, “철도시스템의 이해” , 2014

‧ 박주훈, 김희식, 홍상아, 장선영, “국내 열차제어시스템의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      

‧ 2015년도 한국 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KSR2015A114, 2015

3.� 용어�정의

‧ ACC: Accident

‧ CA: Control Action

*� KRS:� Korean� Railwa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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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 Causal Factor

‧ CP: Controlled Process

‧ CS: Causal Scenario

‧ SC: Safety Constraint

‧ SR: Safety Requirement

‧ UCA: Unsafe Control Action

‧ 열차궤도: 열차가 운행되는 철길

‧ 쇄정(Locking, 鎖錠): 신호기, 선로전환기 등을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잠금장치(쇄정)를 하는 것을 말함

‧ 요청진로: 취급실로 부터 진로제어 요청을 받아 구성하고자 하는(또는 구성된) 관계 진로

‧ 진로쇄정(진로구성): 요청진로 상의 모든 선로전환기를 전환 및 쇄정한 상태(신호 현시 전         

  상태)

‧ 중복진로: 서로 다른 열차의 요청진로가 동일한 진로로 구성됨

‧ 교차진로: 서로 다른 열차의 요청진로 일부가 교차하여 구성됨

‧ 진로요청: 운전 취급실로부터 진로제어 요청을 받아 구성하고자 하는(또는 구성된) 관계          

   진로

‧ 진로요청: 운전 취급실로부터 진로제어 요청을 받아 진로 제어를 위한 기본조건을 검사함

‧ 진로설정: 진로요청 단계의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진로 구성에 필요한 모든 선로전환기를          

  정위 또는 반위로 전환함

‧ 진로쇄정(진로구성): 취급된 모든 선로전환기의 전환상태를 확인하고, 전환이 완료된 경우         

  설정된 진로상의 모든 선로전환기들을 쇄정함 

‧ 신호현시(진로입증): 진로와 관계된 현장 설비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신호기에 진로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진로를 현시함

4.� 분석�개요

4.1.� 분석�조직�소개
(분석�수행�조직�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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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일정
(분석�수행� 일정�기입)

4.3.� 분석�도구
(분석�도구� 기입)

5.� 분석�대상�및�범위

분석 대상은 철도 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연동장치이다. 전자연동장치란 열차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 내·외에 분산되어 있는 현장 신호설비(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로회로 

등)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전자연동장치는 열차관제실(예: CTC*, RC†, LC‡)로부터 진로

제어명령을 받고 각 신호설비들의 상태를 확인, 제어조건에 따라 신호설비를 제어하여 열차 

운행진로를 설정한다(<그림1>).

그림� 2�전자연동장치�운영환경�구성도

*� CTC(Centralized� Traffic� Control)� :� 열차집중제어장치
†� RC(Remote� Control)는�인접한�역에서�제어권을�가지고�원격으로�제어하는�것을�의미함
‡� LC(Local� Control)은�역내에서�제어권을�가지고�제어하는�것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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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관제실:� 열차� 운행� 상태(예:� 신호설비상태,� 열차위치)를� 확인하고�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제어� 명령을� 내리는�

� � 시스템으로,�제어형태에�따라�열차집중제어장치(CTC),� 원격운전제어(RC),� 로컬제어(LC)� 등의�형태가�존재함

·� 궤도회로:� 특정� 구간의� 열차� 유무를� 검지하는� 장치로� 레일을� 전기회로의� 일부로� 사용하여� 차량의� 차축에� 의해�

� � 레일� 간을� 단락(회로의�두�점� 이상의�사이를�접촉함)하여�열차� 유무를�판단함.� 가청주파수를�활용하는�궤도회로를�

� � AF� 궤도회로라�하며�차상에�속도코드�전송여부에�따라�전송형/무전송형으로�분류됨

·� 선로전환기:� 열차�진로가�분기되는�지점에�설치하는�장치로,� 열차�진행� 경로에�맞게�정위(定位)� 또는�반위(反位)로�
� � 방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함.� 진로가� 설정되면� 다른� 요청으로� 진로가� 변경되지� 않도록� 쇄정(鎖錠)을� 통해�
� � 진로를�통제하며,� 해정(解錠)되기�전까지는�방향�변경이�불가능함

·�신호기:�열차의�운행의�조건(예:�진행,�정지,�감속)을�지시하기�위한�장치이며,�신호�방식에�따라�수�십�종류�신호기가

� �존재함

분석 범위는 전자연동장치를 기준으로 전자연동장치에 명령을 내려 제어하는 열차관제실과 전자

연동장치가 제어하는 현장 신호설비를 포함한다. 전자연동장치 제어는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원격운전제어(RC), 로컬제어(LC)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나, 본 분석에서는 CTC 및 LC에서 

제어하는 경우만을 다룬다. 운전자연동장치와 연계된 현장 신호설비는 신호기, AF궤도회로, 

선로전환기 이외에도 다양한 설비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해가 용이하도록 

현장 신호 설비를 2현시(진행, 정지) 신호기, 무전송형 AF궤도회로 및 선로전환기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6.� 사고�및�위험

6.1.� 사고

전자연동장치는 철도 분야에서 안전 중요도가 높은(Safety-Critical) 시스템으로, 전자연동

장치가 현장 설비를 잘못 제어할 경우 열차 충·추돌, 열차 탈선 등 인명사고에 직결되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자연동장치와 관련한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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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설명

A1� 열차�충·추돌

A2 열차�탈선

A3 열차�지연

표� 2� 전자연동장치�사고

6.2.� 위험

<표 1>에서 정의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즉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자연동장치의 

상태나 조건은 아래와 같다.

식별자 설명 관련�사고

H1� 열차가�요청진로와�다른�진로로�잘못�진입함 A3

H2� 열차가�신호설비에�장애(예:선로전환기�불밀착)가�발생한�상황에서�진입함 A2

H3 요청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거나�진입하는�상황에서�열차가�진입함 A1,� A3

H4 열차가�의도치�않게�정지함 A3

표� 3� 전자연동장치�위험(Hazard)

6.3.� 안전�제약사항

전자연동장치에서 <표 2>의 위험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안전 제약

사항으로 정의하였다.

식별자 설명 관련�위험

SC1� 요청진로와�동일하게�진로가�구성된�후�열차가�진입하도록�해야�함 H1

SC2� 신호설비에�장애가�발생한�상황에는�열차가�진입하지�않도록�해야�함 H2

SC3 요청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거나�진입하는�상황에서�열차가�진입하지�않도록�해야�함 H3

SC4 운행스케줄�또는�운전취급자가�의도한�경우에만�열차가�정지하도록�해야�함 H4

표� 4� 전자연동장치�안전�제약사항(Safety�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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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rol� Structure

전자연동장치는 CTC(열차집중제어장치)의 Operator(관제사)와 Local Operator(현장 

관제사)를 통해 선로전환기, 신호기를 제어한다. 각 현장 설비들은 전자연동장치로 설비의 상태나 

정보를 피드백으로 전달하며, 이를 통해 전자연동장치는 연동 기준에 따라 열차의 운행을 제어한다. 

전자연동장치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제어관계를 나타낸 Control Structure는 아래와 같다.

그림� 4� 전자연동장치의� Contro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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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nsafe� Control� Actions

Controller인 전자연동장치가 Controlled Process인 신호기에 대하여 내리는 제어에 대해 

Unsafe Control Action을 도출하였다. 아래 결과는 ‘진행현시’ Control Action에 대한 

UCA와 ‘정지현시’ Control Action에 대한 UCA 도출결과이다(상세 도출 과정은 ‘첨부 2. Unsafe

Control Actions 참고’) .

Controller/
Control�
Action

UCA� ID Unsafe� Control� Action
관련�위험�
ID

전자연동

장치/진행

현시

UCA-SI
G-G-
000

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조건을�만족하는�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모든�

선로전환기�쇄정,� 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 요청진로에�열차�미점유,� 진로

에�장애�없음)임에도�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음

H4

UCA-SI
G-G-
001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불일치하게�쇄정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

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함
H1

UCA-SI
G-G-
002

선로전환기가�쇄정�실패� 등의� 이유로�해정된�상태임에도�불구하고�전자연동

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함�
H2

UCA-SI
G-G-
003

해당� 진로� 내� 신호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자연동장치가� 해당�

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함�
H3

UCA-SI
G-G-
004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 불일치하게� 전환되어� 있고�전환� 방향과� 관계된�

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는�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

진행�현시제어를�함�

H3

UCA-SI
G-G-0
05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일치하게�전환되어�있고�해당�진로에�다른�열차가�

존재하는�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함�
H3

UCA-SI
G-G-
006

반대방향� 신호기가� 진행� 현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연동장치가� 해당�

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함�
H3

UCA-SI
G-G-
007

진로쇄정(진로상의�모든�선로전환기�쇄정)을�완료하기�전에� 전자연동장치가�

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빨리�함�
H1,H3

UCA-SI
G-G-
008

열차가�해당�진로에�진입한�후� 빠져나가기�전에�전자연동장치가�해당� 진로�

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빨리�함�
H2

표� 5� Unsafe� Contro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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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Control�
Action

UCA� ID Unsafe� Control� Action
관련�위험�
ID

UCA-SI
G-G-
009

진로쇄정이�완료된�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진로� 쇄정,� 반대방향� 신호기�

정지현시,� 요청진로� 열차� 미점유,� 진로에� 장애� 없음)에서� 전자연동장치가�

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늦게�함�

H4

전자연동

장치/정지

현시

UCA-SI
G-R-
000

진로가�열차�예정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

제공하지�않음�
H1

UCA-SI
G-R-
001

진로에�장애가�발생한�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않음� H2

UCA-SI
G-R-
002

진로가� 열차� 예정진로와� 일치하게� 구성돼있고� 예정진로를� 다른� 열차가�

점유하는�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않음�
H2

UCA-SI
G-R-
003

진로가�열차� 예정진로와� 불일치하게�구성돼있고�예정진로� 외� 진로를�다른�

열차가�점유하는�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않음�
H3

UCA-SI
G-R-
004

선로가�해정된�상태(쇄정되지�않은�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

제공하지�않음
H3

UCA-SI
G-R-
005

반대방향�신호기가�진행으로�현시중일�때�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

제공하지�않음
H3

UCA-SI
G-R-
006

진로� 구성이�모두� 완료되었으나,� 전자연동장치가�정지� 현시� 명령을�제공함

-� 진로가� 열차� 예정진로와� 일치하게� 쇄정된� 상태에서� 예정진로에� 열차가�

없으며,� 반대방향의�신호가�정지�현시�상황임에도�불구하고�전자연동장치가�

정지�현시�명령을�제공함

H4

UCA-SI
G-R-
007

열차�진로를�구성하고�해당�진로의�진행�현시�후�열차가�진로로�진입하기도�

(열차점유로�인한�궤도�단락이�일어나기)�전에�정지�현시를�제공함�
H4

UCA-SI
G-R-
008

진로구성을� 마치고� 열차가� 진입하여� 진로를� 점유한� 후� 너무� 늦게� 정지�

현시를�제공함�
H1,H3

UCA-SI
G-R-
009

진로구성을�해서�진행현시�했다가�열차가�진입하기�전에� 아른�이유로�해정�

상태가�되었는데�정지�현시를�너무�늦게�제공함�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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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인�시나리오�

Control Action인 ‘진행 현시’ 및 ‘정지 현시’ 에 대한 UCA의 원인 시나리오(Causal Scenarios)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다만 본 보고서에는 모든 UCA에 대한 원인 시나리오를 포함하지 않고 UCA 

4가지 타입(Not Providing, Providing, too early, too late)별로 1가지 UCA에 대한 시나리오를 

포함하였다.(상세 도출 과정은 ‘첨부 3. Causal Scenario 참고’ ).

9.1.� UCA-SIG-G-000

 ‘진행 현시’ 가 ‘Not Providing’ 인 타입의 UCA에 대해 도출한 원인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CS� ID Causal� Scenario

CS-UCA-SIG-G-

000-0

전자연동장치의� 하드웨어(전원장치,� 계전기� 등)� 오류로� 인하여� [CF]� 전자연동장치가� 진행� 현시�

조건을�만족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는다.

CS-UCA-SIG-G-

000-1

연동논리부�알고리즘이�잘못�구현되어�[CF]� 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조건을�만족하는�상황임에도�

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는다.

*� 예)� 선로�구성이�변경됐으나�연동데이터�또는�연동논리부�알고리즘을�수정하지�않음

CS-UCA-SIG-G-

000-2

전자연동장치가�수동모드로�운행�중�진로구성�명령만�도착하고�신호�현시�명령이�도착하지�않아서�

(혹은�전자연동장치가�그� 명령을�무시해서)� [CS]� 전자연동장치가�진행� 현시�조건을�만족하는�상황

임에도�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는다.

표� 7� CS-UCA-SIG-G-000-X

[Scenario� for� UCA-SIG-G-000]� 전자연동장치가� 진행� 현시� 조건을�만족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진행� 현시제어를�

하지� 않는다.� [UCA-SIG-G-000]� 이러한�경우�열차는�예정된�시간�안에� 장내에�진입할�수� 없다� [H4].� 이로� 인해�열차�

지연�사고를�야기할�수�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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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UCA-SIG-G-005

 ‘진행 현시’ 가 ‘Providing’ 인 타입의 UCA에 대해 도출한 원인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CS� ID Causal� Scenario

CS-UCA-SIG-G-

000-3

전자연동장치가�신호�설비�상태를�잘못�인식하여� [CS]� 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조건을�만족하는�

상황임에도�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는다.

-�선로전환기가� 요청진로와� 불일치하게� 전환되었다고� 잘못� 인식하거나� 쇄정되지� 않은� 것으로�

� 잘못�인식함

-� 반대방향�신호기가�진행�현시인�것으로�잘못�인식함

-� 요청진로를�다른�열차가�점유한�것으로�잘못�인식함

CS-UCA-SIG-G-

000-4

신호� 설비가� 상태�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송해서� [CS]� 전자연동장치가� 진행�

현시�조건을�만족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는다.

-� 선로전환기�상태�정보(방향,�쇄정여부)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 반대방향�신호기가�신호�상태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 요청진로의�궤도회로가�궤도점유여부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CS-UCA-SIG-G-

000-5

진로쇄정이� 완료된� 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 신호기에� 진행� 현시제어� 명령을� 보냈으나�

해당�명령이�유실되어�신호기가�진행�현시를�하지�않음

CS-UCA-SIG-G-

000-6

진로쇄정이�완료된� 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 진행� 현시제어�명령을� 보냈으나�

신호기오류*로�인하여�진행�현시를�하지�않음

*� 신호기�램프�고장,�규격에�어긋난�램프�설치�

[Scenario� for� UCA-SIG-G-005]� 선로전환기가� 요청진로와� 일치하게� 구성돼있고� 해당진로에� 다른� 열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진행� 현시제어를�한다� [UCA-SIG-G-005].� 이러한� 경우� 열차가�요청진로에�진입하면�동일한�

구간에�두�대의�열차가�존재하게�된다� [H3].� 이러한�위험은�열차의�충/추돌을�야기할�수�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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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UCA-SIG-G-007

 ‘진행 현시’ 가 ‘Too soon’ 인 타입의 UCA에 대해 도출한 원인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CS� ID Causal� Scenario

CS-UCA-SIG-G-

005-0

연동논리부� 알고리즘이� 잘못� 구현되어� [CF]� 선로전환기가� 요청진로와� 일치하게� 구성돼있고�

해당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는�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제어를�한다.

*� 예)� 선로�구성이�변경됐으나�연동데이터�또는�연동논리부�알고리즘을�수정하지�않음

CS-UCA-SIG-G-

005-1

전자연동장치가� 수동모드로� 운행� 중� 진로구성� 명령만� 도착하고� 신호� 현시� 명령이� 도착하지�

않아서� (혹은�전자연동장치가�그�명령을�무시해서)� [CS]�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일치하게�구성

돼있고�해당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는�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제어를�한다

CS-UCA-SIG-G-

005-2

전자연동장치가�요청진로를�다른�열차가�점유하지�않은�것으로�잘못�인식하여� [CF]�선로전환기가�

요청진로와� 일치하게� 구성돼있고� 해당진로에� 다른� 열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

진행�현시제어를�한다

CS-UCA-SIG-G-

005-3

요청진로의�궤도회로가�궤도점유여부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내서� [CF]� 선로전환기가�

요청진로와� 일치하게� 구성돼있고� 해당진로에� 다른� 열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

진행�현시제어를�한다

CS-UCA-SIG-G-

005-4

선로전환기가� 요청진로와� 일치하게� 구성돼있고� 해당진로에� 다른� 열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명령을�보냈지�않았으나�신호기오류*로�인하여�

진행을�현시한다.

*�신호기�램프�고장,�규격에�어긋난�램프�설치�

표� 9� CS-UCA-SIG-G-005-X

[Scenario� for� UCA-SIG-G-007]� 진로쇄정(진로상의� 모든� 선로전환기� 쇄정)을� 완료하기� 전에� 전자연동장치가� 해당�

진로� 신호기에�진행� 현시제어를�너무� 빨리� 한다[UCA-SIG-G-007].� 이러한� 경우� 진로가�완전히�설정되기� 전에� 열차가�

장내로�진입할�수�있다[H1,� H3].� 이러한�위험은�열차�탈선을�유발할�수�있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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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UCA-SIG-G-009

 ‘진행 현시’ 가 ‘Too late’ 인 타입의 UCA에 대해 도출한 원인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CS� ID Causal� Scenario

CS-UCA-SIG-G-

007-0

전자연동장치의�현시제어�조건�검사를�수행하지�않거나�혹은�잘못�수행해서�진로쇄정(진로상의�모든�

선로전환기�쇄정)을�완료하기�전에�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빨리�한다.

CS-UCA-SIG-G-

007-1

수동모드로�운영�중�진행현시�명령을�빨리�입력�받아서�진로쇄정(진로상의�모든�선로전환기�쇄정)을�

완료하기�전에�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빨리�한다.

CS-UCA-SIG-G-

007-2

선로전환기가� 쇄정� 전에� 쇄정이� 완료된� 것으로� 정보를� 잘못� 전송하여� 진로쇄정(진로상의� 모든�

선로전환기�쇄정)을�완료하기�전에�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한다.

CS-UCA-SIG-G-

007-3

전자연동장치가� 진로� 쇄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진로� 신호기에� 진행� 현시제어� 명령을� 보내지�

않았으나�신호기오류*로�인하여�진행을�현시한다.

*� 신호기�램프�고장,� 규격에�어긋난�램프�설치�

표� 11� CS-UCA-SIG-G-007-X

[Scenario� for� UCA-SIG-G-009]� Causal� Scenario:� 진로쇄정이� 완료된� 상황(요청진로와� 일치하게� 진로� 쇄정,�

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요청진로�열차�미점유,�장애없음)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

너무� 늦게� 한다[UCA-SIG-G-009].� 이러한� 경우� 열차가� 의도하지� 않게� 정지할� 수� 있으며[H4],� 이러한� 위험은�

열차�지연을�유발할�수�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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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ID Causal� Scenario

CS-UCA-SIG-G-

009-0

진로쇄정이�완료된�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진로� 쇄정,� 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 요청진로

열차� 미점유,� 진로에� 장애없음)에서� 연동논리부의� 성능저하로� 인하여� 전자연동장치가� 해당�

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늦게�한다.

CS-UCA-SIG-G-

009-1

전자연동장치를� 수동으로� 운영하는� 상태에서� 진로쇄정이� 완료된� 상황(요청진로와� 일치하게�

진로�쇄정,�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요청진로�열차�미점유,�진로에�장애없음)에�진행�현시제어를�

너무�늦게한다.

CS-UCA-SIG-G-

009-2

진로쇄정이�완료된�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진로� 쇄정,� 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 요청진로�

열차�미점유,� 진로에�장애없음)에서� 전자연동장치가�신호�설비들로부터�정보를�너무�늦게�받아�

진행�현시제어를�너무�늦게�한다.

CS-UCA-SIG-G-

009-3

진로쇄정이�완료된�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진로� 쇄정,� 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 요청진로�

열차� 미점유,� 진로에� 장애없음)에서� 전자연동장치가�진행� 현시제어를�했으나�신호기의�오류로�

인하여�현시가�늦게�된다.

표� 13� CS-UCA-SIG-G-009-X



STPA를�활용한�위험분석�가이드

14

9.5.� UCA-SIG-R-000

 ‘정지 현시’ 가 ‘Not Providing’ 인 타입의 UCA에 대해 도출한 원인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CS� ID Causal� Scenario

CS-UCA-SIG-R-

000-0

전자연동장치의�물리적�결함으로� 인하여� [CF]� 진로구성이� 요청진로와� 불일치한�상태에서� 정지�

현시�제어를�제공하지�않는다� [UCA].

CS-UCA-SIG-R-

000-1

연동논리부의�진로�일치여부를�판단하는�알고리즘이�잘못� 구현되어� [CF]� 진로구성이�요청진로와�

불일치한�상태에서�정지�현시�제어를�제공하지�않는다� [UCA].

CS-UCA-SIG-R-

000-2

전자연동장치가� 수동모드로� 운행� 중� 진로구성이� 예정� 진로와� 불일치한� 상황일� 때,� (CTC� 또는�

Local� OP로부터)� 정지� 현시� 명령이�도착하지�않아서� (혹은� 전자연동장치가�그�명령을�무시해서)�

[CF]� 진로구성이�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정지�현시�제어를�제공하지�않는다� [UCA].

CS-UCA-SIG-R-

000-3

전자연동장치가�선로전환기의�쇄정� 여부를�잘못� 인식하여� [CF]� 진로구성이�요청진로와�불일치한�

상태에서�정지�현시�제어를�제공하지�않는다� [UCA].

CS-UCA-SIG-R-

000-4

전자연동장치가�선로전환기�상태�정보(방향)를�받지�못하거나�잘못된�정보를�받아� [CF]�진로구성이�

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정지�현시�제어를�제공하지�않는다� [UCA].

CS-UCA-SIG-R-

000-5

진로구성이� 요청진로와� 불일치한� 상태에서� 정지� 현시� 제어를� 제공하였으나� [UCA]� 신호기가�

명령을�실행하지�않아�정지�현시가�이뤄지지�않음

-� 신호기�물리적�결함

-� 신호기�램프�고장

-� 신호기�종류가�다른�것이�설치되어�있음

표� 15� CS-UCA-SIG-R-000-X

[Scenario� for� UCA-SIG-R-000]� 설정된� 진로가� 열차� 요청진로와� 불일치한� 상태에서� 전자연동장치가� 정지� 현시�

명령을� 제공하지� 않는다[UCA-SIG-R-000].� 이러한� 경우� 열차는� 요청진로가� 아닌� 진로로� 진입할� 수� 있다[H1].�

이런�위험은�열차�지연을�야기한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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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UCA-SIG-R-006

 ‘정지 현시’ 가 ‘Providing’ 인 타입의 UCA에 대해 도출한 원인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9.7.� UCA-SIG-R-007

 ‘정지 현시’ 가 ‘Too soon’ 인 타입의 UCA에 대해 도출한 원인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CS� ID Causal� Scenario

CS-UCA-SIG-R-

006-0

연동논리부의�알고리즘�결함으로� [CF]�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었으나,� 전자연동장치가�정지� 현시�

명령을�제공한다.[UCA]

CS-UCA-SIG-R-

006-1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었으나,�수동모드에서�정지�현시�명령을�입력받아� [CF]�전자연동장치가�정지�

현시�명령을�제공한다.[UCA]

CS-UCA-SIG-R-

006-2

진로구성이� 모두� 완료되었으나,� 전자연동장치가� 피드백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CF]� 정지�현시�명령을�제공한다.[UCA]

CS-UCA-SIG-R-

006-3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된�후�신호기가�정지�현시�명령을�받지�않았으나�신호기의�물리적�결함으로�

인해[CF]� 받은�것처럼�정지를�현시한다.[UCA]

표� 17� CS-UCA-SIG-R-006-X

[Scenario� for� UCA-SIG-R-006]� 진로구성이� 모두� 완료되었으나,� 전자연동장치가� 정지� 현시� 명령을� 제공하였다

[UCA-SIG-R-006].� 이러한� 경우� 열차는� 예정된� 시간� 내에� 장내에� 진입할� 수� 없다[H4].� 이런� 위험은� 열차� 지연을�

유발할�수�있다[A3].

[Scenario� for� UCA-SIG-R-007]� 진로구성이� 모두� 완료되고� 진행� 현시를� 한� 후� 열차가� 장내로� 진입하기도� 전에�

전자연동장치가�정지� 현시� 명령을� 제공하였다.[UCA-SIG-R-007]� 이러한� 경우� 열차는�예정된�시간에�장내에�진입할�

수�없다[H4].� 이런�위험은�열차�지연을�유발할�수�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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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UCA-SIG-R-008

 ‘정지 현시’ 가 ‘Too late’ 인 타입의 UCA에 대해 도출한 원인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CS� ID Causal� Scenario

CS-UCA-SIG-R-

007-0

진로구성이� 모두� 완료되고� 진행� 현시를� 한� 후� 열차가� 장내로� 진입하기도� 전에� 연동논리부의�

알고리즘�결함으로� [CF]� 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7-1

진로구성이� 모두� 완료되고� 진행현시를� 하였으나,� 열차가� 장내로� 진입하기도� 전에� 수동모드에서�

정지�현시�명령을�입력받아� [CF]� 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7-2

진로구성이� 모두� 완료되고� 진행� 현시를� 한� 후� 열차가� 장내로� 진입하기� 전에� 전자연동장치가�

잘못된�피드백을�받아� [CF]� 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7-3

진로구성이�모두� 완료되고�진행� 현시를�한� 후� 열차가�장내로�진입하기�전에,� 신호기가�정지현시�

명령을�받지�않았으나�신호기�물리적�결함으로�인해� [CF]� 받은�것처럼�정지를�현시한다.[UCA]

표� 19� CS-UCA-SIG-R-007-X

CS� ID Causal� Scenario

CS-UCA-SIG-R-

008-0

진로가� 열차� 요청진로와� 불일치한� 상태에서� 연동논리부의� 성능(처리속도)저하로� 인하여� [CF]�

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너무�늦게�제공한다.[UCA]

CS-UCA-SIG-R-

008-1

수동모드�운영�중� 진로가�열차� 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 현시�명령을�

늦게�입력받아� [CF]� 정지�현시�명령을�너무�늦게�제공한다.[UCA]

표� 21� CS-UCA-SIG-R-008-X

[Scenario� for� UCA-SIG-R-008]� 진로가� 열차� 요청진로와� 불일치한� 상태에서� 전자연동장치가� 정지� 현시� 명령을�

너무� 늦게� 제공하였다[UCA-SIG-R-008].� 이러한� 경우� 열차는� 의도하지� 않은� 진로로� 진입할� 수� 있다[H1,� H3].�

이런�위험은�열차�지연을�유발할�수�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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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본 분석보고서는 철도 신호설비를 제어하는 장치인 전자연동장치를 대상으로 STPA를 적용해 

위험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본 분석보고서는 사례를 통해 STPA 4단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위험분석 결과에 대한 권고사항 도출은 본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보고서는 STPA 단계별 결과, 즉 사고 및 위험 도출 결과(1단계), Control 

Structure(2단계), UCA 도출결과(3단계), 원인 시나리오 도출결과(4단계)를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UCA를 도출하기 위하여 2단계인 Control Structure 도식화 과정에서 

Process Model을 상세히 정의하였다. Process Model을 2단계에서 미리 상세히 정의하면, 

Process Model로부터 다양한 상황(Context)를 상세히 고려하여 UCA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연동장치와 연계된 현장 신호설비는 신호기, AF궤도회로, 선로전환기 이외에도 다른 

설비들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설비의 유형에 따라 Process Model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해가 용이하도록 현장 신호 설비를 2현시(진행, 정지) 신호기, 무전송형 

AF궤도회로 및 선로전환기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철도 시스템은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설계 시부터 다양한 Fail-safe 장치(또는 기능)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다양한 UCA도출을 위해 되도록 Fail-safe를 배제하였다. 이는 Fail-safe가 시스템에 반영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제 역할을 수행함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CS� ID Causal� Scenario

CS-UCA-SIG-R-

008-2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 전자연동장치가�피드백을�늦게�받아서� [CF]� 전자연동

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너무�늦게�제공한다.[UCA]

CS-UCA-SIG-R-

008-3

진로가� 열차� 요청진로와� 불일치한� 상태에서� 전자연동장치가� 정지� 현시� 명령을� 제공하였으나�

[UCA],� 신호기�물리적�결함으로�인해� [CF]� 정지현시�명령을�늦게�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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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Control� Structure

1.1.� Control� Structure� 도출�과정

1.1.1.� 1�단계

전자연동장치와 제어관계를 갖는 각 구성요소를 아래와 같이 단순화하여 도식화하였다. 

그림� 6�전자연동장치의� Control� Structure�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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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단계

전자연동장치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1.2 구성요소’ 상세 분석 과정을 통해 Control Action, 

Process Model, 피드백을 상세히 명시하여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림� 8�전자연동장치의� Control� Structure� (Level� 2)



STPA를�활용한�위험분석�가이드

20

1.2.� 구성요소�세부설명

1.2.1.�구성요소:� CTC� Operator

1.2.1.1. 역할

◦ 관리하는 모든 신호설비를 감시하고 제어함

◦ 전자연동장치 제어 권한이 CTC이며 제어모드가 수동일 경우 열차운행스케줄에 따라        

     열차를 위한 진로를 설정함

   - 비상상황 발생 시 모든 열차가 정지하도록 신호를 수동 제어한다.

1.2.1.2. Process Model

Model� Variable 값 설명

열차운행스케줄 열차운행스케쥴정보 열차와�열차�운행이�예정된�시간에�대한�정보

진로쇄정상태 해정/쇄정 진로�쇄정상태(쇄정�또는�해정)에�대한�정보

진로설정상태
요청진로와�일치/

요청진로와�불일치

설정된� 진로가� 요청진로와� 일치하는지� 또는� 불일치하는지에� 대한�

상태�정보

궤도�점유여부 비점유/점유 궤도가�열차에�의해�점유된�상태인지�여부를�나타내는�정보

신호기�상태

(반대�신호기)
진행/정지 반대방향�신호기의�현시�상태�정보

신호기�상태

(요청진로�신호기)
진행/정지 요청진로�방향�신호기의�현시�상태�정보

제어권한 CTC/Local 현재�제어�권한이� CTC인지� Local에� 있는지�여부에�대한�정보

제어모드 자동/수동 제어모드에�대한�정보

장애여부 정상/장애 현장�신호설비에�장애가�발생�여부를�나타내는�정보

표� 22� CTC� Operator의�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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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Control Action

Control� Action 대상 설명

진로요청 CTC
연동� 스케줄에� 따라� 진로를� 설정한다.� 전자연동장치의� 표시부에서� 출발점과�

도착점을�선택해�진로를�설정한다.

제어권한명령 CTC

전자연동장치는�세� 가지� 운전모드로�운영� 가능;� 전자연동장치가�설치된�역에서�

제어하는� Local� 모드와� 관제센터에서�제어하는� CTC� 모드,� 주변의� 다른� 역에서�

제어하는� RC모드;� CTC� Operator는� [� TBD� ]에� 따라� 운전모드를� 변경할� 수�

있음

*� RC� 모드는�분석에서�제외

제어모드명령 CTC TBD

신호설비제어 CTC TBD

표� 23� CTC� Operator가�제공하는� Control� Action

1.2.1.4. 수신하는 Feedback

TBD

1.2.2.�구성요소:� Local� Operator

1.2.2.1. 역할

◦ 전자연동장치 제어 권한이 Local이며 제어모드가 수동일 경우 열차운행스케줄에 따라       

          열차를 위한 역내 진로를 설정함

   - 전자연동장치의 표시제어부를 통해 열차 진로를 설정함

   - 비상상황 발생 시 모든 열차가 정지하도록 신호를 수동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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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Process Model

Model� Variable 값 설명

열차운행스케줄 열차운행스케쥴정보 열차와�열차�운행이�예정된�시간에�대한�정보

진로쇄정상태 해정/쇄정 진로�쇄정상태(쇄정�또는�해정)에�대한�정보

진로설정상태
요청진로와�일치/

요청진로와�불일치
설정된�진로가�요청진로와�일치하는지�또는�불일치하는지에�대한�상태�정보

궤도�점유여부 비점유/점유 궤도가�열차에�의해�점유된�상태인지�여부를�나타내는�정보

신호기�상태

(반대�신호기)
진행/정지 반대방향�신호기의�현시�상태�정보

신호기�상태

(요청진로�신호기)
진행/정지 요청진로�방향�신호기의�현시�상태�정보

제어권한 CTC/Local 현재�제어�권한이� CTC인지� Local에�있는지�여부에�대한�정보

제어모드 자동/수동 제어모드에�대한�정보

장애여부 정상/장애 현장�신호설비에�장애가�발생�여부를�나타내는�정보

표� 24� Local� Operator의� Process� Model

1.2.2.3. Control Action

Control� Action 대상 설명

진로요청 전자연동장치
연동� 스케줄에� 따라� 진로를� 설정한다.� 전자연동장치의� 표시부에서� 출발점과�

도착점을�선택해�진로를�설정한다.

제어권한명령 전자연동장치

전자연동장치는�세� 가지� 운전모드로�운영� 가능;� 전자연동장치가�설치된�역에서�

제어하는� Local� 모드와� 관제센터에서�제어하는� CTC� 모드,� 주변의� 다른� 역에서�

제어하는� RC모드*;� Local� Operator는� [� TBD� ]에� 따라� 운전모드를�변경할�수�

있음

*� RC� 모드는�분석에서�제외

표� 25� Local� Operator가�제공하는� Contro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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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수신하는� Feedback

Feedback 출처 설명

진로쇄정상태 전자연동장치 진로의�쇄정�혹은�해정�상태�정보

진로설정상태 전자연동장치 현재�설정되어있는�진로�상태

궤도�점유여부 전자연동장치 열차가�궤도를�점유하고�있는지에�대한�정보

신호기�상태 전자연동장치 장내에�설치된�신호기의�현시�상태�정보

장애여부 전자연동장치 장내에�설치된�각종�신호설비의�장애여부

표� 26� Local� Operator가�수신하는� Feedback

1.2.3.�구성요소:� CTC

1.2.3.1. 역할

◦ 다수의 역에 설치된 모든 신호설비의 정보를 수신하고 설비를 제어함

 - 제어모드가 CTC인 경우에 신호설비를 제어함

 - 자동 혹은 수동 제어모드로 운영

   · 자동: 열차 운행 스케줄에 따라 자동으로 신호설비를 제어

   · 수동: CTC Operator의 명령을 처리

◦ 설비에 장애 발생 시에 모든 열차가 정지할 수 있도록 정지신호 현시제어함

1.2.3.2. Process Model

Model� Variable 값 설명

열차운행스케줄 열차운행스케쥴정보 열차와�열차�운행이�예정된�시간에�대한�정보

진로쇄정상태 해정/쇄정 진로�쇄정상태(쇄정�또는�해정)에�대한�정보

진로설정상태
요청진로와�일치/

요청진로와�불일치
설정된�진로가�요청진로와�일치하는지�또는�불일치하는지에�대한�상태�정보

궤도�점유여부 비점유/점유 궤도가�열차에�의해�점유된�상태인지�여부를�나타내는�정보

열차위치 진행/정지 반대방향�신호기의�현시�상태�정보

신호기상태 진행/정지 요청진로�방향�신호기의�현시�상태�정보

제어권한 CTC/Local 현재�제어�권한이� CTC인지� Local에� 있는지�여부에�대한�정보

제어모드 자동/수동 제어모드에�대한�정보

장애여부 정상/장애 현장�신호설비에�장애가�발생�여부를�나타내는�정보

표� 27� CTC의�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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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Control Action

Control� Action 대상 설명

진로요청 전자연동장치 열차�진로�설정을�요청한다.

제어권한명령 전자연동장치

전자연동장치는�세� 가지� 운전모드로� 운영� 가능:� 전자연동장치가� 설치된� 역에서�

제어하는� Local� 모드와� 관제센터에서� 제어하는� CTC� 모드,� 주변의� 다른� 역에서�

제어하는� RC모드*;� Local� Operator는� [� TBD� ]에� 따라� 운전모드를� 변경할�수�

있음

*� RC� 모드는�분석에서�제외

표� 28� CTC가�제공하는� Control� Action

1.2.3.4. 수신하는 Feedback

Feedback 출처 설명

진로쇄정상태 전자연동장치 진로의�쇄정�혹은�해정�상태�정보

진로설정상태 전자연동장치 현재�설정되어있는�진로�상태

궤도�점유여부 전자연동장치 열차가�궤도를�점유하고�있는지에�대한�정보

신호기�상태 전자연동장치 장내에�설치된�신호기의�현시�상태�정보

장애여부 전자연동장치 장내에�설치된�각종�신호설비의�장애여부

표� 29� CTC가�수신하는� Feedback� � � � �

1.2.4.�구성요소:�전자연동장치

1.2.4.1. 역할

◦ 열차 또는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신호설비(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         

      회로 등)를 연쇄함

  -요청받은 진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연동데이터 기준에 맞춰 신호설비를 제어함

  -진로구성 절차

    �진로요청:취급실로부터 진로 요청을 수신하여 관계 진로를 선별하고, 해당 진로 내           

        선로전환기 전환 방향을 확인함; 진로 제어를 위한 기본조건 검사를 수행함

    ‚진로설정: 진로요청 단계의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진로 구성에 필요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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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로전환기를 정위 또는 반위로 전환함

 ƒ진로쇄정(진로구성):취급된 모든 선로전환기의 전환상태를 확인하고, 전환이 완료된              

         경우 설정된 진로상의 모든 선로전환기들을 쇄정함

 „신호현시: 진로와 관계된 현장 설비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신호기를 현시함

- 진행신호현시 조건

  - 진로쇄정(요청진로와 일치하게 모든 관계 선로전환기가 쇄정된 상태)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해당 진로내에 열차가 점유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반대방향 신호기가 정지현시 상태여야 함

  - 해당진로 내 신호설비에 장애가 없어야 함

◦ 설비에 장애 발생 시에 모든 열차가 정지할 수 있도록 정지신호 현시제어함

◦ 중복진로나 교차진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신호설비를 제어함

1.2.4.2. Process Model

Model� Variable 값 설명

진로상의�

모든�선로전환기�쇄정상태

(진로쇄정상태)

쇄정/해정 진로상의�모든�선로전환기의�쇄정상태(쇄정�또는�해정)에�대한�정보

진로상의�모든�선로전환기�전환�

방향

(진로설정상태)

불일치/일치
설정된�진로가�요청진로와�일치하는지�또는�불일치하는지에�대한�

상태�정보

궤도�점유여부

예정진로를�다른�열차가�

점유/예정진로가�아닌�

진로를�열차가�

점유/예정진로를�

해당열차가�점유/비점유

궤도가�열차에�의해�점유된�상태인지�여부를�나타내는�정보

신호기�상태

(반대�신호기)
진행/정지 반대방향�신호기의�현시�상태�정보

장애여부 정상/장애 현장�신호설비에�장애가�발생�여부를�나타내는�정보

표� 30� 전자연동장치의�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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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Control Action

CA 대상 설명

전환 선로전환기 진로(선로전환기�방향)를�전환함

쇄정 선로전환기 진로를(선로전환기)를�쇄정함

해정 선로전환기 진로를(선로전환기)를�해정함

진행현시 신호기 신호기를�진행�현시제어함

정지현시 신호기 신호기를�정지�현시제어함

표� 31� 전자연동장치가�제공하는� Control� Action

1.2.4.4. 수신하는 Feedback

Feedback 출처 설명

궤도�점유여부 AF궤도회로장치 열차가�궤도를�점유하고�있는지에�대한�정보

진로쇄정상태 선로전환기 진로의�쇄정�혹은�해정�상태�정보

방향 선로전환기 선로전환기의�방향

신호기�상태 신호기 장내에�설치된�신호기의�현시�상태�정보

장애여부 모든�현장신호설비 장내에�설치된�각종�신호설비의�장애여부

표� 32� 전자연동장치가�수신하는� Feedback

1.2.5.�구성요소:�선로전환기

1.2.5.1. 역할

◦ 전자연동장치의 요청에 따라 선로의 방향을 전환함

◦ 전자연동장치에 선로 설정 방향과 쇄정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송함

1.2.5.2. Process Model

해당사항 없음



첨부2.� STPA� Case� Study� Report

27

1.2.5.3. Control Action

CA 대상 설명

선로전환 궤도 선로를�정위(Normal� Position)� 또는�반위(Reverse� Position)로�설정

표� 33�선로전환기의� Control� Action

1.2.5.4. 수신하는 Feedback

해당사항 없음

1.2.6.�구성요소:� AF-궤도회로장치

1.2.6.1. 역할

◦ 궤도에 설치되어 궤도 단락여부를 판단함

  -궤도 단락정보를 전자연동장치에 전송함 

1.2.6.2. Process Model

해당사항 없음

1.2.6.3. Control Action

해당사항 없음

1.2.6.4. 수신하는 Feedback

Feedback 출처 설명

궤도�단락�여부 궤도 궤도의�열차�점유�상태에�따라�궤도의�단락�여부를�수신함

표� 34� AF-궤도회로장치가�수신하는�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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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구성요소:�신호기

1.2.7.1. 역할

◦ 열차가 해당 진로에 진입하거나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행 또는 정지를 현시함

  -진행현시는 열차가 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제공함

  -정지현시는 열차가 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진로 상에 장애나      

     비상상황 발생 시 제공함 

1.2.7.2. Process Model

해당사항 없음

1.2.7.3. Control Action

CA 대상 설명

진행 열차 신호기를�진행�현시함

정지 열차 신호기를�정지�현시함

표� 35� 신호기가�제공하는� Control� Action

1.2.7.4. 수신하는 Feedback

해당사항 없음

1.2.8.�구성요소:�기관사

1.2.8.1. 역할

◦ 역 구내로 진입 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열차를 제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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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Process Model

Model� Variable 값 설명

신호기�상태

(요청진로�신호기)
진행/정지 요청진로�방향�신호기의�현시�상태�정보

열차�속도 열차�속도� 현재�열차�속도�정보

전방�상태 TBD 선행�구간의�전방�상태�정보,� 열차�점유�여부�등

비상�여부 TBD 선행�구간의�장애,�비상�상태�정보�등

표� 36� 기관사의� Process� Model

1.2.8.3. Control Action

CA 대상 설명

진행현시 열차 열차를�진행함

정지현시 열차 열차를�정지함

표� 37� 기관사가�제공하는� Control� Action

1.2.8.4. 수신하는 Feedback

Feedback 출처 설명

속도 열차 열차의�속도

차상�설비�장애 열차 열차의�설비�장애�여부�

표� 38� 기관사가�수신하는� Feedback

1.2.9.�구성요소:�열차

1.2.9.1. 역할

◦ 궤도를 따라 주행하며, 궤도 진입 시 궤도회로를 단락시키는 역할을 함

1.2.9.2. Process Model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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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Control Action

CA 대상 설명

점유 궤도 열차가�구간�혹은�경로를�점유함

표� 39�열차의� Control� Action

1.2.9.4. 수신하는 Feedback

해당사항 없음

 

1.2.10.�구성요소:�궤도

1.2.10.1. 역할

◦ 선로전환기에 의해 진로가 구성됨

◦ 열차에 의해 점유됨

1.2.10.2. Process Model

해당사항 없음

1.2.10.3. Control Action

해당사항 없음

1.2.10.4. 수신하는 Feedback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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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Unsafe� Control� Actions

본 분석에서는 ‘진행현시’ 및 ‘정지현시’ Control Action에 대한 UCA를 도출하였다. 4가지 

유형2)별로 위험(H1~H4)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Context)을 고려하여 UCA를 도출

하였다. Context는 ‘진행현시’ 및 ‘정지현시’ 를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Model variable)의 값을 

조합하여 도출하였다.

2.1.�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  ‘진행현시’ 의 각 유형별 UCA 도출

  ‘진행 현시’ Control Action에 대한 각 유형별 UCA 아래와 같다.

◦ Not Providing 유형의 UCA 도출 과정

표� 40� Not� Providing� 유형� UCA� 도출� Context� Table

2)� Not� Providing,� Providing,� too� early,� too� late

Not� Providing

CA

Context Hazard

진로상의�
모든�

선로전환기�
쇄정상태
(진로쇄정
상태)

진로상의�모든�

선로전환기�전환�방향

(진로설정상태)

궤도�

점유여부

반대방향�

신호기

장애

여부
H1 H2 H3 H4

진행�

현시

쇄정
열차�요청진로와�

일치
비점유 정지 정상 - - - H

쇄정
열차�요청진로와�

일치

요청진로�

외�점유
정지 정상 - -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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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Providing 유형의 UCA 도출 결과

표� 41� Not� Providing� 유형� UCA� 도출�결과

◦ Providing 유형의 UCA 도출 과정

표� 42� Providing� 유형� UCA� 도출� Context� Table

Hazard ID UCA

H1 - -

H2 - -

H3 - -

H4
UCA-SIG-G-

000
전자연동장치가�진로구성을�모두�마친�상태에서�진행�현시�명령을�제공하지�않음

Providing

CA

Context Hazard

진로상의�

모든�

선로전환기�

쇄정상태

(진로쇄정

상태)

진로상의�모든�

선로전환기�전환�방향

(진로설정상태)

궤도�

점유여부

반대방향�

신호기
장애여부 H1 H2 H3 H4

진행�

현시

-
열차�요청진로와�

불일치
- - - H - - -

해정 - - - - - H - -

- - - - 장애 - H - -

-
열차�요청진로와�

불일치

요청진로�외�

점유
- - - - H -

- 열차�요청진로와�일치
요청진로�내�

점유
- - - - H -

- - - 진행 - -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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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ing 유형의 UCA 도출 결과

표� 42� Providing� 유형� UCA� 도출�결과

◦ Too early 유형의 UCA 도출 과정

표� 43� Too� early� 유형� UCA� 도출� Context� Table

Hazard ID UCA

H1
UCA-SIG-G-

001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명령을�제공함

H2

UCA-SIG-G-

002
선로전환기가�해정인�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명령을�제공함

UCA-SIG-G-

003
진로에�장애가�발생한�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명령을�제공함

H3

UCA-SIG-G-

004

선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하게�구성되어�있고�요청진로�외�진로를�다른�열차가�

점유하는�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명령을�제공함

UCA-SIG-G-

005

선로가�열차�요청진로와�일치하게�구성되어�있고�요청진로를�다른�열차가�점유하는�상황에서�

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명령을�제공함

UCA-SIG-G-

006
반대반향�신호기가�진행으로�현시�중일�때�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명령을�제공함

H4 - -

Too� early

CA

Context Hazard

진로상의�
모든�

선로전환기�
쇄정상태
(진로쇄정
상태)

진로상의�모든�

선로전환기�전환�방향

(진로설정상태)

궤도�

점유여부

반대방향�

신호기
장애여부 H1 H2 H3 H4

진행�

현시

쇄정 열차�요청진로와�일치 비점유 정지 정상 - H - -

쇄정 열차�요청진로와�일치 비점유 정지 정상 H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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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early 유형의 UCA 도출 결과

표� 44� Too� early� 유형� UCA� 도출�결과

◦ Too late 유형의 UCA 도출 과정

표� 46� Too� late�유형� UCA�도출� Context� Table

◦ Too late 유형의 UCA 도출 결과

표� 46� Too� late� 유형� UCA� 도출�결과

Hazard ID UCA

H1
UCA-SIG-G-
007

열차가�요청진로에�진입�후�빠져나가기도�전에�진행�현시�명령을�너무�빨리�제공함

H2
UCA-SIG-G-
008

열차�요청진로를�구성한�상태에서�쇄정이�일어나기도�전에�진행�현시�명령을�너무�빨리�
제공함

H3
UCA-SIG-G-
007

열차가�요청진로에�진입�후�빠져나가기도�전에�진행�현시�명령을�너무�빨리�제공함

H4 -

Too� late

CA

Context Hazard

진로상의�
모든�

선로전환기�
쇄정상태
(진로쇄정
상태)

진로상의�모든�
선로전환기�전환�방향
(진로설정상태)

궤도�
점유여부

반대방향�
신호기

장애여부 H1 H2 H3 H4

진행�
현시

쇄정 열차�요청진로와�일치 비점유 정지 정상 - - - H

쇄정 열차�요청진로와�일치
요청진로�외�
점유

정지 정상 - - - H

Hazard ID UCA

H1 - -

H2 - -

H3 - -

H4
UCA-SIG-G

-009
진로구성이�끝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명령을�너무�늦게�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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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현시’Control Action의 UCA 도출 결과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진행현시

Type UCA� ID UCA� 설명
관련�위험�
ID

Not� providing�

causes� hazard

UCA-SIG-

G-000

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조건을�만족하는�상황(요청진로와�

일치하게�모든�선로전환기�쇄정,�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요청진로에�

열차�미점유,�선로상�장애없음)임에도�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

않음

H4

Providing� causes�

hazard

UCA-SIG-

G-001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불일치하게�쇄정된�상태에서��

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함
H1

UCA-SIG-

G-002

선로전환기가�쇄정�실패�등의�이유로�해정된�상태임에도�불구하고�

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함
H2

UCA-SIG-

G-003

해당�진로�내�신호설비에�장애가�발생한�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

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함
H3

UCA-SIG-

G-004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불일치하게�전환되어�있고�전환�방향과�

관계된�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는�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

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함

H3

UCA-SIG-

G-005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일치하게�전환되어�있고�해당�진로에�다른�

열차가�존재하는�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

현시제어를�함

H3

UCA-SIG-

G-006

반대방향�신호기가�진행�현시�상태임에도�불구하고�전자연동장치가�

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함
H3

Too�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UCA-SIG-

G-007

열차가�해당�진로에�진입한�후�빠져나가기�전에�전자연동장치가�해당�

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빨리�함
H1,H3

UCA-SIG-

G-008

진로쇄정(진로상의�모든�선로전환기�쇄정)을�완료하기�전에�

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빨리�함
H2

Stopped�too�soon,�

applied� too� long

UCA-SIG-

G-009

진로쇄정이�완료된�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진로�쇄정,�반대방향�

신호기�정지현시,�요청진로�열차�미점유,�장애없음)에서�전자연동장치가�

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늦게�함

H4

표� 48�전자연동장치의�진행현시에�대한�Unsafe� Contro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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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시’ 의 각 유형별 UCA 도출

  ‘정지 현시’ Control Action에 대한 각 유형별 UCA 아래와 같다.

 ◦ Not Providing 유형의 UCA 도출 과정

표� 48� Not� Providing� 유형� UCA� 도출� Context� Table

◦ Not Providing 유형의 UCA 도출 결과

표� 50� Not� Providing� 유형� UCA� 도출�결과

Not� Providing

CA

Context Hazard

진로상의�
모든�선로전환기�
쇄정상태

(진로쇄정상태)

진로상의�모든�
선로전환기�전환�

방향
(진로설정상태)

궤도�
점유여부

반대방향�
신호기

장애여부 H1 H2 H3 H4

정지�
현시

- 불일치 - - - H - - -

- - - - 장애 - H - -

해정 - - - - - H - -

- 일치
요청진로�내�
점유

- - - - H -

- 불일치
요청진로�외�
점유

- - - - H -

- - - 진행 - - - H -

Hazard ID UCA

H1
UCA-SIG-R-

000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

않음

H2

UCA-SIG-R-

001
진로에�장애가�발생한�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않음

UCA-SIG-R-

002

선로가�해정된�상태(쇄정되지�않은�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

않음

H3
UCA-SIG-R-

003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일치하게�구성돼있고�요청진로를�다른�열차가�점유하는�상황에서�

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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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ing 유형의 UCA 도출 과정

표� 51� Providing� 유형� UCA� 도출� Context� Table

◦ Not Providing 유형의 UCA 도출 결과

표� 51� Not� Providing� 유형� UCA� 도출�결과

UCA-SIG-R-

0004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하게�구성돼있고�요청진로�외�진로를�다른�열차가�점유하는�

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않음� �

UCA-SIG-R-

005

반대방향�신호기가�진행으로�현시중일�때�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

않음

H4 - -

Providing

CA

Context Hazard

진로상의�
모든�

선로전환기�
쇄정상태
(진로쇄정
상태)

진로상의�모든�
선로전환기�전환�방향
(진로설정상태)

궤도�
점유여부

반대방향�
신호기

장애여부 H1 H2 H3 H4

정지�
현시

쇄정 일치 비점유 정지 정상 - - - H

쇄정 일치
요청진로�
외�점유

정지 정상 - - - H

Hazard ID UCA

H1 - -

H2 - -

H3 - -

H4
UCA-SIG-R-
006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었으나,� 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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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early 유형의 UCA 도출 과정

표� 52� Too� early� 유형� UCA� 도출� Context� Table

◦ Too early 유형의 UCA 도출 결과

표� 53� Too� early� 유형� UCA�도출�결과

Too� early

CA

Context Hazard

진로상의�
모든�

선로전환기�
쇄정상태

(진로쇄정상태)

진로상의�모든�
선로전환기�
전환�방향
(진로설정상태)

궤도�점유여부
반대방향�
신호기

장애여부 H1 H2 H3 H4

정지�
현시

쇄정 일치
요청진로�내�
(해당열차)
점유

정지 정상 - - - H

Hazard ID UCA

H1 - -

H2 - -

H3 - -

H4
UCA-SIG-R-

007

열차�진로를�구성하고�진행�현시�후�열차가�진로로�진입하기도� (열차점유로�인한�궤도�

단락이�일어나기)�전에�정지�현시를�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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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late 유형의 UCA 도출 과정

표� 55� Too� late�유형� UCA�도출� Context� Table

◦ Too late 유형의 UCA 도출 결과

표� 55� Too� late� 유형� UCA� 도출�결과

Too� late

CA

Context Hazard

진로상의�
모든�선로전환기�
쇄정상태

(진로쇄정상태)

진로상의�모든�
선로전환기�
전환�방향
(진로설정상태)

궤도�
점유여부

반대방향�
신호기

장애여부 H1 H2 H3 H4

정지�
현시

쇄정 일치

해당열차가�
점유하고�
나서�

너무�늦게

정지 정상 H - H -

요청진로에�
들어가기�전에�

해정
일치 비점유 정지 정상 - H - -

Hazard ID UCA

H1
UCA-SIG-R

-008
진로구성을�마치고�열차가�진입하고�자기�진로를�점유한�후�너무�늦게�정지�현시를�제공함

H2
UCA-SIG-R

-009

진로구성을�해서�진행현시�했다가�열차가�진입하기�전에�어떤�이유에서�해정을�했는데�

정지�현시를�너무�늦게�제공함

H3
UCA-SIG-R

-008
진로구성을�마치고�열차가�진입하고�자기�진로를�점유한�후�너무�늦게�정지�현시를�제공함

H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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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현시’ Control Action의 UCA 도출 결과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정지현시

Type UCA� ID UCA� 설명
관련�위험�
ID

Not� providing�
causes� hazard

UCA-SIG-
R-000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
현시�명령을�제공하지�않음

H1

Providing� causes�
hazard

UCA-SIG-
R-001

진로에�장애가�발생한�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
제공하지�않음

H2

UCA-SIG-
R-002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일치하게�구성돼있고�요청진로를�다른�열차가�
점유하는�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않음

H2

UCA-SIG-
R-003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하게�구성돼있고�요청진로�외�진로를�
다른�열차가�점유하는�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
제공하지�않음

H3

UCA-SIG-
R-004

선로가�해정된�상태(쇄정되지�않은�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
현시�명령을�제공되지�않음

H3

UCA-SIG-
R-005

반대방향�신호기가�진행으로�현시중일�때�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
명령을�제공하지�않음

H3

UCA-SIG-
R-006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었으나,�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
제공함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일치하게�쇄정된�상태에서�요청진로에� �
� � 열차가�없으며,�반대방향의�신호가�정지�현시�상황임에도��불구하고� �
� � 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함

H4

Too�soon,� too� late,�
out� of� sequence

UCA-SIG-
R-007

열차�진로를�구성하고�진행�현시�후�열차가�진로로�진입하기도�
(열차점유로�인한�궤도�단락이�일어나기)�전에�정지�현시를�제공함�

H4

UCA-SIG-
R-008

진로구성을�마치고�열차가�진입하고�자기�진로를�점유한�후�너무�
늦게�정지�현시를�제공함

H1,H3

Stopped�too�soon,�
applied� too� long

UCA-SIG-
R-009

진로구성을�해서�진행현시�했다가�열차가�진입하기�전에�다른�이유로�
해정을�했는데�정지�현시를�너무�늦게�제공함

H2

표� 57�전자연동장치의�정지현시에�대한�Unsafe� Contro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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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원인�시나리오�도출

앞서 도출한 UCA에 대하여 Causal Scenario를 도출하였다. 2가지 유형(UCA 유발 유형3), CA 

부적절한 실행/미실행 유형4))에 따라 UCA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Causal Factors)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인 시나리오(Causal Scenario)를 작성하였다. 다만 본 분석 보고서에서는 모든 

UCA에 대한 원인 시나리오를 포함하지 않고 4가지 타입별5)로 1가지 UCA에 대한 시나리오만을 

포함하였다.

3.1.�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3.1.1.� UCA-SIG-G-000의� Causal� Factors� &� Causal� Scenarios

3)� Causal� Factors� 유형1:‘Why� would� Unsafe� Control� Actions� occur?’(Controller가� 왜� UCA를�제공한�했는가?)에�해당하는�
� � � 유형(3.2절‘라.� 4단계’참고)3)�
4)� Causal� Factors� 유형2:‘Why� would� control� actions� be� improperly� executed� or� not� executed?’(왜� CA가� 부적절하게�
� � � 실행�또는�실행되지�않았는가?)에�해당하는�유형(3.2절‘라.� 4단계’참고)
5)� Not� Providing,� Providing,� too� early,� too� late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진행현시 

UCA-SIG-G-000

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조건을�만족하는�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모든�선로전환기�

쇄정,�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요청진로에�열차�미점유,�장애없음)임에도�불구하고�

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음

CF� 유형 CF� ID Causal� Factor� 설명

UCA� 유발�
유형

CF-UCA-SIG-G-
000-0

전자연동장치의�물리적�결함

CF-UCA-SIG-G-
000-1

연동논리부의�알고리즘�결함
� -� 연동도표�수정됐는데�알고리즘�수정�안�함
� -� 선로구성�바뀌었는데�알고리즘�수정�안�함

CF-UCA-SIG-G-
000-2

수동모드에서�진행�현시�명령이�들어오지�않음

표� 58� UCA-SIG-G-000의� Caus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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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 유발�
유형

CF-UCA-SIG-G-
000-3

전자연동장치의�프로세스�모델�결함
� -� 선로전환기가�쇄정되지�않은�것으로�인식함
� -� 반대방향�신호기가�진행�현시인�것으로�인식함
� -� 요청진로를�다른�열차가�점유한�것으로�인식함

CF-UCA-SIG-G-
000-4

전자연동장치가�피드백을�받지�못함
� -� 진로불일치�여부에�대한�정보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 -� 선로전환기가�쇄정된�정보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 -� 반대방향�신호기가�신호�상태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 -� 요청진로의�궤도회로가�궤도점유여부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CA�
부적절한
실행/미실행�
유형

CF-UCA-SIG-G-
000-5

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명령을�보냈는데�중간에�명령이�사라짐
� -� 신호�명령을�받지�않으면�기본으로�정지�현시를�실행하기�때문에�정지를�현시함

CF-UCA-SIG-G-
000-6

신호기가�진행현시�명령을�받았으나�받지�않은�것처럼�진행�현시를�실행하지�않음
� -� 신호기�물리적�결함
� � � � ‧ 신호기�램프�고장
� -� 신호기�종류가�다른�것이�설치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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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진행현시 

Scenario� for�

UCA-SIG-G-000

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조건을�만족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는다.�

[UCA-SIG-G-000]� 이러한�경우�열차는�예정된�시간�안에�장내에�진입할�수�없다� [H4].� 이로�인해�

열차�지연�사고를�야기할�수�있다� [A3].

CS� ID Causal� Scenario� 설명

CS-UCA-SIG-G-

000-0

전자연동장치의�하드웨어(전원장치,�계전기�등)�오류로�인하여�[CF]�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조건을�

만족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는다.

CS-UCA-SIG-G-

000-1

연동논리부�알고리즘이�잘못�구현되어�[CF]�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조건을�만족하는�상황임에도�

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는다.

� *� 예)� 선로�구성이�변경됐으나�연동데이터�또는�연동논리부�알고리즘을�수정하지�않음

CS-UCA-SIG-G-

000-2

전자연동장치가�수동모드로�운행�중�진로구성�명령만�도착하고�신호�현시�명령이�도착하지�않아서�

(혹은�전자연동장치가�그�명령을�무시해서)�[CS]�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조건을�만족하는�상황임에도�

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는다.

CS-UCA-SIG-G-

000-3

전자연동장치가�신호�설비�상태를�잘못�인식하여� [CS]�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조건을�만족하는�

상황임에도�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는다.

� -�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불일치하게�전환되었다고�잘못�인식하거나�쇄정되지�않은�것으로� � � �

� � � 잘못�인식함

� -� 반대방향�신호기가�진행�현시인�것으로�잘못�인식함

� -� 요청진로를�다른�열차가�점유한�것으로�잘못�인식함

CS-UCA-SIG-G-

000-4

신호�설비가�상태�정보를�전송하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전송해서�[CS]�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

조건을�만족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진행�현시제어를�하지�않는다.

� -� 선로전환기�상태�정보(방향,� 쇄정여부)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 -� 반대방향�신호기가�신호�상태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 -� 요청진로의�궤도회로가�궤도점유여부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CS-UCA-SIG-G-

000-5

진로쇄정이�완료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명령을�보냈으나�해당�

명령이�유실되어�신호기가�진행�현시를�하지�않음

CS-UCA-SIG-G-

000-6

진로쇄정이�완료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명령을�보냈으나�

신호기오류*로�인하여�진행�현시를�하지�않음

� *�신호기�램프�고장,�규격에�어긋난�램프�설치�

표� 59� UCA-SIG-G-000의� Causal�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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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UCA-SIG-G-005의� Causal� Factors� &� Causal� Scenarios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진행현시 

UCA-SIG-G-005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일치하게�전환되어�있고�해당�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는�

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함� [H3].�

CF� 유형 CF� ID Causal� Factor� 설명

UCA� 유발�

유형

CF-UCA-SI

G-G-005-0

연동논리부의�알고리즘�결함

� -� 연동�알고리즘이�잘못�구현됨

CF-UCA-SI

G-G-005-1
수동모드에서�진행�현시�명령이�들어옴

CF-UCA-SI

G-G-005-2

전자연동장치의�프로세스�모델�결함

� -� 요청진로를�다른�열차가�점유하지�않은�것으로�잘못�인식함

CF-UCA-SI

G-G-005-3

전자연동장치가�피드백을�받지�못함

� -� 요청진로의�궤도회로가�궤도점유여부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CA�

부적절한

실행/미실

행�유형

CF-UCA-SI

G-G-005-4
진행현시�명령을�내리지�않았는데�진행�현시함

CF-UCA-SI

G-G-002-5

신호기가�진행현시�명령을�실행하지�않음

� -� 신호기�물리적�결함

� � � � ‧ 신호기�램프�고장
� -� 신호기�종류가�다른�것이�설치되어�있음

표� 60� UCA-SIG-G-005의� Caus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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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진행현시 

Scenario� for�

UCA-SIG-G-005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일치하게�구성돼있고�해당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는�상황에서�

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제어를�한다�[UCA-SIG-G-005].�이러한�경우�열차가�요청진로에�진입하면�

동일한�구간에�두�대의�열차가�존재하게�된다� [H3].� 이러한�위험은�열차의�충/추돌을�야기할�

수�있다� [A1].

CS� ID Causal� Scenario� 설명

CS-UCA-SIG-G

-005-0

연동논리부�알고리즘이�잘못�구현되어� [CF]�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일치하게�구성돼있고�

해당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는�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제어를�한다.

*� 예)� 선로�구성이�변경됐으나�연동데이터�또는�연동논리부�알고리즘을�수정하지�않음

CS-UCA-SIG-G

-005-1

전자연동장치가�수동모드로�운행�중�진로구성�명령만�도착하고�신호�현시�명령이�도착하지�않아서�

(혹은�전자연동장치가�그�명령을�무시해서)�[CS]�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일치하게�구성돼있고�

해당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는�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제어를�한다

CS-UCA-SIG-G

-005-2

전자연동장치가�요청진로를�다른�열차가�점유하지�않은�것으로�잘못�인식하여�[CF]�선로전환기가�

요청진로와�일치하게�구성돼있고�해당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는�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

진행�현시제어를�한다

CS-UCA-SIG-G

-005-3

요청진로의�궤도회로가�궤도점유여부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내서�[CF]�선로전환기가�

요청진로와�일치하게�구성돼있고�해당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는�상황에서�전자연동장치가�

진행�현시제어를�한다

CS-UCA-SIG-G

-005-4

선로전환기가�요청진로와�일치하게�구성돼있고�해당진로에�다른�열차가�존재하는�상황에서�

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명령을�보냈지�않았으나�신호기오류*로�인하여�

진행을�현시한다.

*� 신호기�램프�고장,� 규격에�어긋난�램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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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UCA-SIG-G-007의� Causal� Factors� &� Causal� Scenarios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진행현시 

UCA-SIG-G-007
진로쇄정(진로상의�모든�선로전환기�쇄정)을�완료하기�전에�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

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빨리�함� [H1,� H3]

CF� 유형 CF� ID Causal� Factor� 설명

UCA�유발�

유형

CF-UCA-SIG

-G-007-0
진행�현시제어�알고리즘�오류로�진행을�너무�빨리�현시함

CF-UCA-SIG

-G-007-1
수동모드에서�진행�현시�명령을�너무�빨리�입력받음

CF-UCA-SIG

-G-007-2

전자연동장치가�잘못된�피드백을�받음

� -� 선로전환기가�쇄정되기�전에�쇄정됐다고�정보를�보냄

CA�

부적절한

실행/미실행�

유형

CF-UCA-SIG

-G-007-3

신호기가�진행현시�명령을�받지�않았으나�받은�것�처럼�실행함

� -� 신호기�물리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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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진행현시 

Scenario� for�

UCA-SIG-G-007

진로쇄정(진로상의�모든�선로전환기�쇄정)을�완료하기�전에�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

진행�현시제어를�너무�빨리�한다[UCA-SIG-G-007].�이러한�경우�진로가�완전히�설정되기�전에�

열차가�장내로�진입할�수�있다[H1,� H3].� 이러한�위험은�열차�탈선을�유발할�수�있다[A3].

CS� ID Causal� Scenario� 설명

CS-UCA-SIG-G

-007-0

전자연동장치의�현시제어�조건�검사를�수행하지�않거나�혹은�잘못�수행해서�진로쇄정(진로상의�

모든�선로전환기�쇄정)을�완료하기�전에�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

빨리�한다.

CS-UCA-SIG-G

-007-1

수동모드로�운영�중�진행현시�명령을�빨리�입력�받아서�진로쇄정(진로상의�모든�선로전환기�쇄정)을�

완료하기�전에�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빨리�한다.

CS-UCA-SIG-G

-007-2

선로전환기가�쇄정�전에�쇄정이�완료된�것으로�정보를�잘못�전송하여�진로쇄정(진로상의�모든�

선로전환기�쇄정)을�완료하기�전에�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한다.

CS-UCA-SIG-G

-007-3

전자연동장치가�진로�쇄정이�완료되기�전에�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명령을�보냈지�않았으나�

신호기오류*로�인하여�진행을�현시한다.

*� 신호기�램프�고장,� 규격에�어긋난�램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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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UCA-SIG-G-009의� Causal� Factors� &� Causal� Scenarios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진행현시 

UCA-SIG-G-009

진로쇄정이�완료된�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진로�쇄정,� 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

요청진로�열차�미점유,�장애없음)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

너무�늦게�함� [H4]

CF� 유형 CF� ID Causal� Factor� 설명

UCA�유발�

유형

CF-UCA-SIG

-G-009-0
연동논리부의�성능저하

CF-UCA-SIG

-G-009-1
수동모드에서�진행�현시�명령을�늦게�입력받음

CF-UCA-SIG

-G-009-2

전자연동장치가�피드백을�늦게�받음

� -� 진로불일치�여부에�대한�정보를�늦게�보냄

� -� 선로전환기가�쇄정된�정보를�늦게�보냄

� -� 반대방향�신호기가�신호�상태를�늦게�보냄

� -� 요청진로의�궤도회로가�궤도점유여부를�늦게�보냄

CA�

부적절한

실행/미실

행�유형

CF-UCA-SIG

-G-009-3

신호기가�진행�현시�명령을�받았으나�늦게�실행함

� -� 신호기�물리적�결함

� -� 신호기가�늦게�켜짐

� -� 신호기�전원이�늦게�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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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진행현시 

Scenario� for�

UCA-SIG-G-009

진로쇄정이�완료된�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진로�쇄정,�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요청진로�열차�

미점유,� 장애없음)에서�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늦게�

한다[UCA-SIG-G-009].�이러한�경우�열차가�의도하지�않게�정지할�수�있으며[H4],�이러한�위험은�

열차�지연을�유발할�수�있다[A3].

CS� ID Causal� Scenario� 설명

CS-UCA-SIG-G

-009-0

진로쇄정이�완료된�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진로�쇄정,�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요청진로�열차�

미점유,�장애없음)에서�연동논리부의�성능저하로�인하여�전자연동장치가�해당�진로�신호기에�진행�

현시제어를�너무�늦게�한다.

CS-UCA-SIG-G

-009-1

전자연동장치를�수동으로�운영하는�상태에서�진로쇄정이�완료된�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진로�

쇄정,�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요청진로�열차�미점유,�장애없음)에�진행�현시제어를�너무�늦게한다.

CS-UCA-SIG-G

-009-2

진로쇄정이�완료된�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진로�쇄정,�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요청진로�열차�

미점유,�장애없음)에서�전자연동장치가�신호�설비들로부터�정보를�너무�늦게�받아�진행�현시제어를�

너무�늦게�한다.

CS-UCA-SIG-G

-009-3

진로쇄정이�완료된�상황(요청진로와�일치하게�진로�쇄정,�반대방향�신호기�정지현시,�요청진로�열차�

미점유,�장애없음)에서�전자연동장치가�진행�현시제어를�했으나�신호기의�오류로�인하여�현시가�

늦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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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UCA-SIG-R-000의� Causal� Factors� &� Causal� Scenarios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정지현시 

UCA-SIG-R-000

�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

않음[H1]

� ->�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신호기�정지�현시가�실행되지�않음

CF� 유형 CF� ID Causal� Factor� 설명

UCA�유발�

유형

CF-UCA-SIG

-R-000-0
전자연동장치의�물리적�결함

CF-UCA-SIG

-R-000-1

연동논리부의�알고리즘�결함

� -� 진로�불일치�여부를�판단하는�알고리즘�오류

CF-UCA-SIG

-R-000-2
수동모드에서�정지�현시�명령을�입력�받지�못함

CF-UCA-SIG

-R-000-3

전자연동장치의�프로세스�모델�결함

� -� 선로전환기가�모두�요청진로와�일치한�방향으로�쇄정된�것으로�잘못�인식함

CF-UCA-SIG

-R-000-4

전자연동장치가�피드백을�받지�못했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 -� 선로전환기가�진로�방향�정보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CA�

부적절한

실행/

미실행�

유형

CF-UCA-SIG

-R-000-5

신호기가�진행현시�명령을�실행하지�않음

� -� 신호기�물리적�결함
� � � � ‧ 신호기�램프�고장
� -� 신호기�종류가�다른�것이�설치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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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정지현시 

Scenario� for�

UCA-SIG-R-000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지�않는다�

[UCA].�이러한�경우�열차는�요청진로가�아닌�진로로�진입할�수�있다[H1].�이런�위험은�열차�지연을�

야기한다[A3].

CS� ID Causal� Scenario� 설명

CS-UCA-SIG-R

-000-0

전자연동장치의�물리적�결함으로�인하여� [CF]� 진로구성이�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정지�

현시�제어를�제공하지�않는다� [UCA].

CS-UCA-SIG-R

-000-1

연동논리부의�진로�일치여부를�판단하는�알고리즘이�잘못�구현되어�[CF]�진로구성이�요청진로와�

불일치한�상태에서�정지�현시�제어를�제공하지�않는다� [UCA].

CS-UCA-SIG-R

-000-2

전자연동장치가�수동모드로�운행�중�진로구성이�예정�진로와�불일치한�상황일�때,� (CTC�또는�Local�

OP로부터)�정지�현시�명령이�도착하지�않아서� (혹은�전자연동장치가�그�명령을�무시해서)� [CF]�

진로구성이�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정지�현시�제어를�제공하지�않는다� [UCA].

CS-UCA-SIG-R

-000-3

전자연동장치가�선로전환기의�쇄정�여부를�잘못�인식하여�[CF]�진로구성이�요청진로와�불일치한�

상태에서�정지�현시�제어를�제공하지�않는다� [UCA].

CS-UCA-SIG-R

-000-4

전자연동장치가�선로전환기�상태�정보(방향)를�받지�못하거나�잘못된�정보를�받아�[CF]�진로구성이�

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정지�현시�제어를�제공하지�않는다� [UCA].

CS-UCA-SIG-R

-000-5

진로구성이�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정지�현시�제어를�제공하였으나�[UCA]�신호기가�명령을�

실행하지�않아�정지�현시가�이뤄지지�않음

-�신호기�물리적�결함

� � � ‧ 신호기�램프�고장
-�신호기�종류가�다른�것이�설치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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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UCA-SIG-R-006의� Causal� Factors� &� Causal� Scenarios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정지현시 

UCA-SIG-R-006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었으나,� 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함[H4]

-�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일치하게�쇄정된�상태에서�요청진로에�열차가�없으며,� �

� � � 반대방향의�신호가�정지�현시�상황임에도�불구하고�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 �

� � � 명령을�제공함

CF�유형 CF� ID Causal� Factor� 설명

UCA� 유발�

유형

CF-UCA-SIG-

R-006-0

연동논리부의�알고리즘�결함

-�진로�불일치�여부를�판단하는�알고리즘(프로세스�모델)� 오류

-�궤도회로�점유�여부를�판단하는�알고리즘(프로세스�모델)� 오류

-�선로전환기�쇄정�여부를�판단하는�알고리즘(프로세스�모델)�오류

-�반대신호기�신호를�판단하는�알고리즘(프로세스�모델)� 오류

CF-UCA-SIG-

R-006-1
수동모드에서�정지�현시�명령을�입력받음

CF-UCA-SIG-

R-006-2

전자연동장치가�잘못된�피드백을�받음

-�진로불일치�여부에�대한�정보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선로전환기가�쇄정된�정보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반대방향�신호기가�신호�상태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요청진로의�궤도회로가�궤도점유여부를�보내지�않거나�잘못된�정보를�보냄

CA�

부적절한

실행/미실

행�유형

CF-UCA-SIG-

R-006-3

신호기가�정지현시�명령을�받지�않았으나�받은�것�처럼�실행함

-�신호기�물리적�결함

표� 68� UCA-SIG-R-006의� Caus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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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정지현시 

Scenario� for�

UCA-SIG-R-006

[Scenario�for�UCA-SIG-R-006]�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었으나,�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

제공하였다[UCA-SIG-R-006].�이러한�경우�열차는�예정된�시간�내에�장내에�진입할�수�없다[H4].�

이런�위험은�열차�지연을�유발할�수�있다[A3].

CS� ID Causal� Scenario� 설명

CS-UCA-SIG-R

-006-0

연동논리부의�알고리즘�결함으로�[CF]�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었으나,�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

명령을�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6-1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었으나,�수동모드에서�정지�현시�명령을�입력받아�[CF]�전자연동장치가�정지�

현시�명령을�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6-2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었으나,�전자연동장치가�피드백을�받지�못하거나�잘못된�정보를�받아서�[CF]�

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6-3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된�후�신호기가�정지�현시�명령을�받지�않았으나�신호기의�물리적�결함으로�

인해[CF]� 받은�것처럼�정지를�현시함� [UCA].

표� 69� UCA-SIG-R-006의� Causal�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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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UCA-SIG-R-007의� Causal� Factors� &� Causal� Scenarios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정지현시 

UCA-SIG-R-007
열차�진로를�구성하고�진행�현시�후�열차가�진로로�진입하기도�(열차점유로�인한�궤도�

단락이�일어나기)� 전에�정지�현시를�제공함� [H4]

CF� 유형 CF� ID Causal� Factor� 설명

UCA� 유발�

유형

CF-UCA-SIG

-R-007-0

연동논리부의�알고리즘�결함

-� 진로�불일치�여부를�판단하는�알고리즘(프로세스�모델)�오류

-� 궤도회로�점유�여부를�판단하는�알고리즘(프로세스�모델)� 오류

-� 선로전환기�쇄정�여부를�판단하는�알고리즘(프로세스�모델)� 오류

-� 반대신호기�신호를�판단하는�알고리즘(프로세스�모델)� 오류

CF-UCA-SIG

-R-007-1
수동모드에서�정지�현시�명령을�입력받음

CF-UCA-SIG

-R-007-2

전자연동장치가�잘못된�피드백을�받음

-� 진로불일치�여부에�대한�잘못된�정보를�보냄

-� 선로전환기가�잘못된�정보를�보냄

-� 반대방향�신호기가�잘못된�정보를�보냄

-� 요청진로의�궤도회로가�궤도점유여부에�대한�잘못된�정보를�보냄

CA�

부적절한

실행/

미실행�

유형

CF-UCA-SIG

-R-007-3

신호기가�정지현시�명령을�받지�않았으나�받은�것�처럼�실행함

-� 신호기�물리적�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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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정지현시 

Scenario� for�

UCA-SIG-R-007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고�진행�현시를�한�후�열차가�장내로�진입하기도�전에�전자연동장치가�정지�

현시�명령을�제공하였다.[UCA-SIG-R-007]�이러한�경우�열차는�예정된�시간에�장내에�진입할�수�

없다[H4].� 이런�위험은�열차�지연을�유발할�수�있다[A3].

CS� ID Causal� Scenario� 설명

CS-UCA-SIG-R

-007-0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고�진행�현시를�한�후�열차가�장내로�진입하기도�전에�연동논리부의�알고리즘�

결함으로� [CF]� 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7-1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고�진행현시를�하였으나,�열차가�장내로�진입하기도�전에�수동모드에서�정지�

현시�명령을�입력받아� [CF]� 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7-2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고�진행�현시를�한�후�열차가�장내로�진입하기�전에�전자연동장치가�잘못된�

피드백을�받아� [CF]� 정지�현시�명령을�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7-3

진로구성이�모두�완료되고�진행�현시를�한�후�열차가�장내로�진입하기�전에,�신호기가�정지현시�

명령을�받지�않았으나�신호기�물리적�결함으로�인해� [CF]� 받은�것처럼�정지를�현시함� [U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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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UCA-SIG-R-008의� Causal� Factors� &� Causal� Scenarios

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정지현시 

UCA-SIG-R-008
진로구성을�마치고�열차가�진입하고�자기�진로를�점유한�후�너무�늦게�정지�현시를�제공함�

[H1,� H3]

CF�유형 CF� ID Causal� Factor� 설명

UCA�유발�

유형

CF-UCA-SIG

-R-008-0
연동논리부의�성능(처리속도)저하

CF-UCA-SIG

-R-008-1
수동모드에서�정지�현시�명령을�늦게�입력받음

CF-UCA-SIG

-R-008-2

전자연동장치가�피드백을�늦게�받음

-� 진로불일치�여부에�대한�정보를�늦게�보냄

-� 선로전환기가�쇄정된�정보를�늦게�보냄

-� 반대방향�신호기가�신호�상태를�늦게�보냄

-� 요청진로의�궤도회로가�궤도점유여부를�늦게�보냄

CA�

부적절한

실행/

미실행�

유형

CF-UCA-SIG

-R-008-3

신호기가�정지현시�명령을�받았으나�늦게�실행함

-� 신호기�물리적�결함

� � � ‧ 신호기가�늦게�켜짐
� � � ‧ 신호기�전원이�늦게�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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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전자연동장치

Control Action
Controlled Process

신호기
정지현시 

Scenario� for�

UCA-SIG-R-008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너무�늦게�

제공하였다[UCA-SIG-R-008].�이러한�경우�열차는�의도하지�않은�진로로�진입할�수�있다[H1,�H3].�

이런�위험은�열차�지연을�유발할�수�있다[A3].

CS� ID Causal� Scenario� 설명

CS-UCA-SIG-R

-008-0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연동논리부의�성능(처리속도)저하로�인하여�[CF]�전자연동

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너무�늦게�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8-1

수동모드�운영�중�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

늦게�입력받아� [CF]� 정지�현시�명령을�너무�늦게�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8-2

진로가� 열차� 요청진로와� 불일치한� 상태에서,� 전자연동장치가� 피드백을� 늦게� 받아서� [CF]�

전자연동장치가�정지�현시�명령을�너무�늦게�제공하였다.[UCA]

CS-UCA-SIG-R

-008-3

진로가�열차�요청진로와�불일치한�상태에서�전자연동장치가�정지� 현시�명령을�제공하였으나�

[UCA],� 신호기�물리적�결함으로�인해� [CF]� 정지현시�명령을�늦게�실행하였다.�

표� 73� UCA-SIG-R-008의� Causal� Scenarios




	STPA를 활용한 위험분석 가이드(글꼴, 문단수정 최종본) 20210702_1
	책갈피
	□ 시스템 레벨 위험 정의(Identifying system-level haza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