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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rious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railway industries. The risk assessment 
suggested by CENELEC are described with two way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However, in the 
industry application level, the quantitative method is hard to apply for a project because of somehow complicated 
or few statistical figures which was driven from the on-site and the qualitative method is too subject to have the 
confidence of its results fully. In this paper, the state-of-the-art methods which were suggested in Europe recently 
are introduced and compared to exis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Furthermore, the application measures 
of railway projects are investigated.

1. 서론

  과거에는 위험성 평가의 방법으로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 되었다. 그러나 정량

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은 그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고, 그에 따라

최근 유럽에서는 준 정량적인 방법을 통한 위험성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 몇몇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최근 유럽 특히 독

일에서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준 정량적 방법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소개 하고 실제 시스템에 적용

하는 안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2. 위험성 평가 방법론

2.1 정량적 평가 방법

  정량적 평가 방법은 규명된 각 위험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Potential accident)에 대

한 사고 시나리오를 Event tree, Petri nets 또는 Markov chain과 같은 신뢰성/안전성 분석 기법을 통해 상

세히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발생빈도, 시스템 사용 빈도 수, 노출
시간 등)을 수치화함으로써, 각 위험원에 대한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정량적인 안전성 목표치인

허용 가능한 위험률(THR, Tolerable Hazard Rate)을 결정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평가 방법은 정성적 평가 방법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상 시스템 또는 유사 시스템에 대한 과거 운용 자료에 대한 보유 및 수집 그리고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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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 참조할 만한 통계적인 수치가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량적 평가 방법으로는 위험도 공식(Risk formula)이 있으며, 이는 각 위험원과 잠재적인 사

고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수학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 정량적으로 개별적인 위험도를 결정할 수 있다.

  
  

 ×   × 
  


×



     식(1)

  상기 식(1) 상에 정의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치명도의 개별 위험도(Individual Risk of Fatality)

   : 대상 시스템의 개별 사용 빈도수

   : 해당 위험원 j에 대한 위험률

  : 위험원 j에 대한 지속시간

    : 위험원 j에 대한 개별 노출시간

  
 : 위험원 j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 k에 대한 발생빈도

  
 : 위험원 j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 k에 대한 심각도

2.2 정성적 평가 방법

  정성적 평가 방법은 정량적 평가 방법에서와 같이 규명된 각 위험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 사고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를 Event tree, Petri nets 또는 Markov chain과 같은 신뢰성/안전성 분석 기

법을 통해 기술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상 시스템 또는 유사 시스템의 운용 자료(체크 리스트, 고
장이력, 사고사례 등)를 토대로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

정량적 평가 방법과는 달리 해당 평가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등

급별로 분류하여 각 위험원에 대한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대표적인 정성적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는 위험도 매트릭스가 있으며, 이는 EN 50126 규격에 소개된

방법으로써, 잠재적인 사건에 대한 심각도 및 발생빈도를 통해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

  위험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심각도 수준은 EN 50129(P45, §4.6.2.3) 규격에
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심각도 수준

(Severity level)
분류

(Category)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결과

(Consequence)
치명적인 위험

(Catastrophic)
I

다수의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Severe injuries) 및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

중대한 위험

(Critical)
II

개인의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 및 중대한

(Significant) 환경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

중요하지 않은 위험

(Marginal)
III

경미한(Minor) 상해 및 환경상의 위협(Significant 
threat)을 유발하는 위험

사소한 위험

(Insignificant)
IV 발생가능성이 작은 경미한 상해

표 1.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심각도 분류

위험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발생빈도 수준은 EN 50129(P45, §4.6.2.2)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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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발생빈도 수준

(Frequency level)
분류

(Category)
설명

(Description)
빈번한 발생

(Frequent)
A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위험원이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

가능성 있는 발생

(Probable)
B

여러 번(Several times)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위험원이 종종(Often) 발생할 수 있음

종종 발생

(Occasional)
C

시스템 수명기간 내에 여러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위험원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음

발생 가능성 미약

(Remote)
D

시스템 수명기간 내에 때때로(Sometime)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위험원이 상당히(reasonably) 발생할 수 있음

발생 가능성 없음

(Improbable)
E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발생하지 않음

위험원은 예외적으로(Exceptionally) 발생할 수 있음

표 2.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발생빈도 분류

위험도란 위험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심각도 및 발생빈도의 조합으로써, 
아래 표 3, 4와 같이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원리를 적용한 위험도 매트릭스와 허용

위험도 기준을 수립하여 위험원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 수준을 평가한다.

표 3. 위험도 매트릭스

               심각도
발생 가능성

치명적인 위험

(Catastrophic)
중대한 위험

(Critical)
중요하지 않은 위험

(Marginal)
사소한 위험

(Insignificant)
I II III IV

빈번한 발생

(Frequent)
A

허용불가능

(Intolerable)
허용불가능

(Intolerable)
허용불가능

(Intolerable)
허용가능

(Tolerable)
가능성 있는 발생

(Probable)
B

허용불가능

(Intolerable)
허용가능

(Tolerable)
허용가능

(Tolerable)
허용가능

(Tolerable)
종종 발생 가능

(Occasional)
C

허용불가능

(Intolerable)
허용가능

(Tolerable)
허용가능

(Tolerable)
허용

(Negligible)
발생 가능성 미약

(Remote)
D

허용가능

(Tolerable)
허용가능

(Tolerable)
허용

(Negligible)
허용

(Negligible)
발생 가능성 없음

(Improbable)
E

허용가능

(Tolerable)
허용

(Negligible)
허용

(Negligible)
허용

(Negligible)

표 4. 허용 위험도 기준

위험도 수준

(Risk level)
설명

(Description)

허용불가능

(Intolerable)

위험도 수준은 허용불가능으로써, 자연재해, 테러 또는 반

달리즘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 이외에는 반드시 위험도를

경감하여야 한다. 
허용가능

(Tolerable)
위험도 경감이 더 이상 불가능 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들

경우 해당 위험도 수준은 허용가능하다.
허용

(Negligible)
위험도 수준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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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P-Risk 수행 순서

2.3 준 정량적 방법 (BP-risk 방법)

  BP-Risk 방법은 시스템 분석, 평가 및 위험원 도출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대

학의 Jens Braband 교수에 의해 제안 되었다. 본 방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들 중에 유익한

장점들을 조합하여 작성 되었으며, 독일연방철도국 EBA로부터 철도 신호 분야에 있어서 적용 할 수 있

다는 독립적인 평가를 받았다.
  본 장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BP-Risk 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새롭게 개정된 BP-Risk는 기존의

BP-Risk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매개 변수 및 적용 값에 변경이 있

다. 

  BP-Risk 방법을 통한 위험성 분석은 그림 1에 나타난 순서와 같이 진행된다.

기존의 BP-Risk에서는 피해의 심각도와 방어 인자

및 환산 계수 값으로 THR 값을 결정했다. 피해의 심

각도 변수는 피해자의 수, 전반적 속도, 사고 유형의

부분 변수로 결정되고 방어 인자 변수는 위험의 지

속 시간, 운영상의 주변 요인이 부분 변수로써 결정

된다. 환산 계수 값을 통해서는 기존에 파악된 심각

성을 보정할 수 있었다.
  새롭게 개정된 BP-Risk 방법은 기존의 BP-Risk의
매개 변수들을 유사하게 사용하지만 환산 계수가 없

다는 것과 심각도 및 방어 인자를 구성하는 부분 변

수들이 변경 되었다. 
  개정된 BP-Risk 방법에서는 두 개의 매개변수 심

각도 S 값과 방어 요소 G 값을 통해 THR 값을 정하

고 결정된 THR 값을 통해 EN 규격이 정하고 있는

SIL 등급을 정의한다.
  심각도는 “열차 평균 최고 무게”, “속도”, “사고 유

형에 따른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의 합으로 계산된

다. 방어 요소는 “운영 조건”과 “사람의 행동으로 인

한 방어 가능성”의 합으로 계산된다.

2.3.1 심각도 매개 변수 값

  심각도 매개 변수는 아래 표 5와 같이 T, V, A 의 세 개의 부분 변수로 정의된다. 각각의 부분 변수

는 각각에 해당하는 값에 의해 아래 표 6 ~ 8과 같이 변수 값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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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정의 부분 변수 정의

S 심각도

T 열차 분류상의 평균 최고 무게

V 허가된 속도

A 사고 유형에 따른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표 5. 심각도 개요

t T 열차 분류 설명

433 1 지방 철도 수송 간선 열차, 통근 열차, 고속 수송 열차

775 2 도심 내 수송, 고속 수송 전철, 기관차 (승객용)
1920 3 화물 수송 화물 운송 철도 (고속 포함)

비고)
t = 각 열차 분류별 만차 시의 무게 평균 (단위: 톤)
t 값에 루트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 값에서 4 만큼 값을 조정하여 T 값을 얻는다. 
예) 775 ->    -> 5.78 -> 6 (0.22 보정) -> 기준 값 1을 맞추기 위해 4만큼 이동 => 2

표 6. 부분 변수 T 값 정의

v V 속도 설명

38 1 저속 (50km) 선로 변경 구간, 화물 운송 노선

60 2 중속 (80km) 지선 노선

100 3 고속 (120km) 지방 노선

160 4
초고속 (간선: 160~230km)  
       (고속: 300km)

간선 노선, 고속 노선

비고)
v = 평균 속력 (단위: km/h)
v2 값에 루트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 값에서 5 만큼 값을 조정하여 V 값을 얻는다. 

예) 100 ->  
  -> 8 -> 기준 값 1을 맞추기 위해 5만큼 이동 => 3

표 7. 부분 변수 V 값 정의

a A
사고 유형에 따른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설명

1 1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충돌, 장애물과의 충돌, 화물 차량

의 충돌

3 2 소수의 사람 건널목에서의 충돌

10 3 몇몇 사람 탈선

30 4 다수

100 5 아주 많은 사람 열차 충돌

비고)
a = 영향을 받는 사람 수 (승객과 승무원, 사고 유형에 따른다. 단위: 명)
a 값에 루트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 값에서 1 만큼 값을 조정하여 A 값을 얻는다.
예) 30 ->    -> 2.95 -> 3 (0.05 보정) -> 기준 값 1을 맞추기 위해 1만큼 이동 => 4

표 8. 부분 변수 A 값 정의

2.3.2 방어 인자 매개 변수 값

  방어 인자 매개 변수는 아래 표 9와 같이 B, M 의 두 개의 부분 변수로 정의된다. 각각의 부분 변수

는 각각에 해당하는 값에 의해 아래 표 10, 11과 같이 변수 값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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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정의 부분 변수 정의

G 방어 인자
B 운영 조건

M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방어 가능성

표 9. 방어 요소 개요

b B 운영 조건 (운행 간격) 설명

3.16 1 짧은 운행 간격 선로망 평균 이하 (화물 노선)
10.00 2 중간 운행 간격 선로망 평균 (지방 노선)
31.62 3 긴 운행 간격 선로망 평균 이상 (고속 노선)

비고)
b =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열차와 직면할 수 있는 확률 (단위: %)
b 값에 루트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 값으로 B 값을 얻는다.
예) 31.62 ->    => 3 

표 10. 부분 변수 B 값 정의

m M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방어 설명

1 1 자주 가능 불리한 상황에서 기술 기반으로 가능

10 3 드물게 가능 불리한 상황에서 규정 기반으로 가능

100 5 거의 불가능
지식을 기반으로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 불규칙적으

로 가능

비고)
m = 사람이 실수 할 수 있는 확률 (단위: %)
m 값에 루트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 값으로 M 값을 얻는다.
예) 100 ->    => 5

표 11. 부분 변수 M 값 정의

2.3.3 THR 값 및 안전 무결성 등급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매개 변수 S 값과 G 값의 합을 아래 표 12에 적용하여 THR 값을 할당 할

수 있으며, THR 값은 아래 식(2)에 의해 결정된다. 

THR =                식(2)

또한, 위험원에 대한 안전 무결성 등급(SIL) 수준은 위의 식(2)를 통해 결정된 THR 값을 아래 표 13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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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기능에 대한 THR 
20 1,000,000 년에 한 번 10-10/h
19 300000 년에 한 번 3 x 10-10/h
18 100,000 년에 한 번 10-9/h
17 30,000 년에 한 번 3 x 10-9/h
16 10,000 년에 한 번 10-8/h
15 3,000 년에 한 번 3 x 10-8/h
14 1,000 년에 한 번 10-7/h
13 300 년에 한 번 3 x 10-7/h
12 100 년에 한 번 10-6/h
11 30 년에 한 번 3 x 10-6/h
10 10 년에 한 번 10-5/h
9 3 년에 한 번 3 x 10-5/h

            표 12. BP-Risk THR 정의 표

기능에 대한 시간당 허용

가능 위험원 율 (THR)
SIL

10-9 ≤ THR < 10-8 4
10-8 ≤ THR < 10-7 3
10-7 ≤ THR < 10-6 2
10-6 ≤ THR < 10-5 1

 표 13. THR 값에 따른 SIL 할당

2.3.4 적용
  실제 철도 시스템을 예로 들어서 BP-Risk 평가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본 장에서 다루는 내용

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보이는 것으로 그 결과 값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음을 미리 밝힌다.
  철도 신호 시스템의 대표적인 자동 열차 보호 시스템(ATP)의 한 기능으로서 BP-Risk 를 적용해 보도

록 하겠다. 
  ATP의 기능 중 “열차를 허용 속도로 운행한다.”는 기능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본 기능에 대

한 위험원을 정의해야 한다. 이 기능에 대한 위험원 중 하나는 기능 실패로 인한 “열차가 허용 속도 이

상으로 운행한다.”가 될 수 있다. 위험성 평가를 위해 대상 시스템을 적용하는 열차는 지하철로 가정한

다. 
위험원으로 인한 심각도 수준은 2.3.1 절에 정의된 값들을 통해 T=2, V=3, A=5로 정의 될 수 있다. 
또한 방어 인자의 수준은 2.3.2 절에 정의된 값들을 통해 B=2, M=4 라는 값을 갖게 된다. 해당 값을 정

의하는 근거는 아래 표 14와 같다.

매개변수 부분변수 값 설명

S

T 2
위험성 분석을 위한 정의에서 ATP 시스템의 적용 차량을

지하철로 가정 했다. 

V 3
지하철의 일반적인 속도는 약 80km/h 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안전 기능 실패로 인해 위험원이 발생할 경우 열차

가 허용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 

A 5
열차가 허용 속도 이상으로 달리게 될 경우 열차에 탑승한

모든 승객 및 승무원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G

B 2
일반적으로 지하철은 설로망의 평균 운행 간격으로 운영된

다고 가정 한다. 

M 4

위험원이 발생 할 경우 열차간의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

관사가 열차를 운행한다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3.2장의 정의에서는 M 변수 값에 대해 1, 3, 5로 정의 되어

있지만, 상황에 맞게 중간 값이 산정 될 수 있다. 

표 14. 매개 변수 값 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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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심각도 수준은 S=2+3+5 의 식을 통해 S=1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 방어 인자의 수준은

G=2+4 공식을 통해 G=6 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S+G=16 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2.3.3 
절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 10-8/h 이라는 THR 값을 가지고 그에 따른 안전 무결성 등급으로 SIL 3룰 할

당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된 SIL 수준을 기준으로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 

3. 결론

  앞서 소개한 정성적, 정량적 및 준 정량적 방법의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한 장단점이 아래 표 15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유형 위험성 변수 장점 단점 예

정량적 평가

방법
수치화 된 값  정확한 모델링

많은 노력과 비싼

비용, 자세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위험성 공식

정성적 평가

방법
언어적 설명

간단하고 빠른 적용, 
적은 비용

적용하는 변수 값이

명확하지 않음

위험성 그래프

위험성 매트릭스

위험도 우선수(RPN)

준 정량적

평가 방법

수치화된 값과 함

께 언어적인 설명

간단하고 빠른 적용, 
납득할 수 있는 구조

정밀성은 다소 떨어

짐.

BP-Risk

개정된 위험성

그래프

표 15. 평가 방법에 따른 장단점

각각의 방법이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노력과 시간, 비용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준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평가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여러 가지 무조건적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BP-Risk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스템, 기능 및 위험원에 대한 시나리오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평가를 위해 사

용되는 매개 변수 값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 제대로 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을 통해서 모든 위험성 방법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

에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한 적용 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일련의 과

정을 통해서 모든 위험성 방법들은 계속 적으로 개발되고 보완되는 것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위험성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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