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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l infrastructure manager and operators shall establish emergency response plans. Emergency 

Response Planning Activities expanded coincidence events should be modeled. Identify the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knowledge is required. In other words, 
control concepts and skills needed core elements. 

Structured analysis & design technic methodology is Compared with other modeling techniques 
through a simple graphical model is visualiz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 model real problems that considering the state of the system  
activities, so that knowledge acquired in situations where the modeling becomes possible. 

In this paper, using structured analysis techniques, infrastructure deployment model of the 
proposed features. In addition to emergency response planning in the 1960s in Germany, Karl 
Petrie (Carl Petri) devised various means of modeling the situation presents a Petri net model.

1. 서  론 

철도시설관리자와 운영자들은 운영계획의 일환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상대응 계획은 발생되는 활동별 사건의 전개를 통해 계획 되어야 하므로, 시스템 개발단계에서
부터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연 사건을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지식이 요구된
다. 즉, 제어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 전개와 이의 실행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비, 역량 강화가 핵심
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 모델링은 IDEF0와 같은 구조화된 분석방법의 사용이 바
람직하며, 다른 모델링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그래픽 모델을 통해 가시화되어진다. 단, 모델
에 담겨지는 개념은 해당 계통의 모든 상태를 고려한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하므로, 해당 지식이 
확보된 상황에서 모델링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화된 분석기법을 사용한 인프라 기반시설의 기능전개 모델을 제시하고, 
1960년대 독일의 카를 페트리(Carl Petri)가 고안한 다양한 상황을 모형화하는 수단인 페트리 
네트 모델을 비상대응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및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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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구성 및 전개

2.1 기능 및 패트리넷 모형의 이론적 배경
시스템 디자인의 이론적인 근거는 인지과학분석 방법인 Task Analysis를 준용하는 과정이다. 

Task analysis 모델은 SADT 기술에 근거한다.
이 기술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MIT에서 사용된 자동 프로그래밍 도구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미국 공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기계는 사용자들의 사용 욕구에 상업성이 부응하여  만들어지는 상품으로서의 의

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으로서의 기계는 역으로 사용자들의 사용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결국 제작자는 상품을 구입하는 사용자들이 그 사용법을 쉽게 배워 필요시 언제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기계의 상호작용에 있어 사용자의 의도와 목표가 능동적이고 가변적인데 반
해, 기계는 고정된 의도와 목표에 부합하는 기능만이 있을 뿐이다.  기계는 사용자가 적절한 목
표와 의도를 지니고 적절한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표와 의도를 지닌 사용자가 기계의 고정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호작용이 불가
능하며, 결코 기계 쪽에서 사용자의 의도와 목표를 알려는 능동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는 
불공평한 상호작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평을 최소화시키는 일은 바로 제작자의 몫이 된
다. 즉 제작자는 사용자의 욕구와 인지적 특성,  행동양식 및 사용상황 등을 고려해서 사용자가 
제작된 기계 그 자체를  직접 보고 직접 조작하는 것만을 통해서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설비 제작자의 개념모델은 제작자의  목표와 의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대한 지식, 기계에 
대한 역학적 지식 등을 포함한다. 이 개념모델은 전체기계체계로 구현되며,  통제스위치를 통하
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제작자의 개념모델은 목표과제에 대한 기술지향적 분석 뿐
만 아니라 사용자 지향적 분석 결과에도 기초해야 한다. 

2.2 개념모델의 정의
개념적 모델 수립과정의 의사결정요소로는 목적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최적화 과정과 운동방정

식에 근거한 기능들의 도출이 핵심요소이다. 이중 최적화과정은 목적함수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
도록 하는 결정변수를 찾아가는 절차이다. 수리 계획 문제는  ‘벡터 변수 x가 어느 영역 R에 속
할 때, R상에 정의되는 함수 f(x)의 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주는 x의 값. = 해 x0와 f(x0)를 구
한다’ 로서 생산물에 공급되는 자원에 대한 제약조건을 선형으로 표현, 분석하여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2.1 선로구조 최적화 대상 및 계통 정의
개념적 모델의 사례로서 선로구조물의 설계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영구선로구조 모델 구성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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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델을 기반으로 열차의 원심력에 저항하는 선로 선형의 수요에 대한 지지력 공급에 대
한 문제로서, 모델의 구성요소는 질량, 강성, 댐퍼 요소로 구성된다. 

인간활동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으로는 열차의 원심력에 대한 곡률 수요에 대한 지지력의 공급 
관계로서, 다음 과 같은 의사결정과정별 기능적 요구사항의 구조적 관계를 정의 할 수 있다.

표1. 철도선로 계통 활동 및 기능 정의 2)

분류 의사결정 활동
관련 기능 Machine 기능 Supervisor 기능

선로 변형율
에너지

(궤도 곡률 수요)
(열차 지지력공급)
(곡률 확정 논리)
구조물 간격
궤도 중심간격
최대 기울기
최소 수평곡선반경
최소 종 곡선반경

공칭궤도간격
캔트
캔트거리체감율
최대캔트부족
등가원추곡선 
휠셋수평편위 규모
레일두부 프로파일
레일경사
궤도강성
분기기 쇄정 도구
스위치 가동부

고정둔각 최대 비안내 길이
윤중 궤도저항력
종방향 궤도 체결력
동적 횡저항력

(선로 기능들)

교통하중 수직반력 관리
성토및지반등가수직분포하중
신규구조물 또는 인접공사 
관리
기존교량 및 절토작업 관리
레일기하학적품질 유형
좌굴에 따른 즉시 조치제한
궤간간격 제한 최소최대문제
캔트에 대한 즉시제한
플랫폼 연장
플랫폼 폭 및 모서리
플랫폼 종점
플랫폼 높이
플랫폼 오프셋

터널내 최대압력
소음진동 완화 도구
전철구조물 전기적쇼크
철도터널내부 차단
측풍 완화 효과

운동방정식은 관성의 법칙에 따른 원심력과 중력, 속도, 곡선반경의 관계로서, 제약조건으로 
반향곡선일 경우 복곡선보다도 곡률의 변화가 심하므로 지형관계를 고려한 접속점의 장소에 산
정된 길이의 직선부를 통해 차량 휠의 급격한 회전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 계산법은 선형설계 및 감시 영역 상에 정의되는 모델함수 f(x)의 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주는 x의 값을 탐색하는 이분법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목적함수 Z 유도과정은 독립변수에 대해 z=f(x) 로 나타난다. 
- 최대 구배 z=f(x)=선로도상형식Σ (단위 기울기 * 기능적 변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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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의 최소투입 자원은 시간변화의 특성에 따른 설계 지침과 이에 대한 다수의 변수에 
대한 제약사항에 따라 쌍대변수와 민감도 분석의 결과에 따라 계산된다.

상기 과정상 선로의 경사를 최대치 결정 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투입 자원에 대한 대상으로는 
평면 또는 종단곡선의 곡선반경을 최소 해의 결정변수로 정의될 수 있다.

선로분야의 이론적 제약조건으로는 두 가지 제약 유형이 존재하며, 첫 번째 제약 논리는 곡률
과 관련된 레일경사의 제한과, 차륜으로부터 유입되는 윤중과 횡압에 대한 부등식과 분기부 가동
부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물의 간격에 대한 제한이다. 두 번째 제약 논리는 지지력의 실제 
모델에 따른 주문과 실제 현장의 궤도강성과 부합하는지, 터널내 화재시를 고려한 수압 조건에 
대한 궤도의 중심간격에 대한 제약 논리조건을 갖는다.

토목 선로분야의 기능 대상 함수는 대부분 시간에 대한 도함수보다는 해석기하학적 접근에 따
라 정의 되는 한계에 따라, 플랫폼 계통에서 추가적인 결정요소들은 신규구조물 또는 인접공사 
관리, 기존교량 및 절토작업 관리, 레일기하학적품질 유형, 좌굴에 따른 즉시 조치제한, 궤간간격 
제한 최소최대문제, 캔트에 대한 즉시제한 들과 같은 즉각 제한을 주는 기능들로 구성된다.

또한 플랫홈의 연장, 폭 및 모서리, 종점, 높이, 오프셋 항목에 따른 건축설비와 관계된 결정변
수들을 정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터널내 최대압력, 소음진동, 측풍 완화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2.2 인프라 관리자 사용자 모델의 도출
  토목공학적인 결정요소들의 도출에 따라 최종 설비실 관리자의 기능적 요소는 화재 규격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 및 기능요소들을 정의하였다.

표2. 설비실, 터널 계통 활동 및 기능 정의 3)

분류 의사결정 활동관련 
기능 Machine 기능 Supervisor 기능

설비실 운용

(접근자/분기교번)
(접근종류)
(배출량 명세)
(이동교차부 확정)
(배수 지시)
(접근불능구간 리
무빙)
(구원서비스 진입)
(플랫폼 종점부 리
무빙)

스위치 및 크로싱 교번
비상탈출 및 설비룸의 비인
가 접근 예방
콘크리트 구조물 운전모드
빌딩재료 화재안전요건
화재검지
사건시 안전지역 접근
작업로 탈출
탈출로 비상조명
비상탈출
비상통화
구원서비스를 위한 접근
터널외 구원지역
물공급

(급수설비)
(설비실 접근 제어)
(급수 인가)
(비상통화설비 시험)
(구원설비 물 공급)

이상의 기능적 요소들은 플랫폼 계통의 프로세싱 과정에서의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의 실행여
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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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P 구성을 위한 시스템 디자인 및 시간 발생 그래프 검증 방안

3.1 SOP 구성을 위한 패트리 넷 구성 요건
상기에서 도출된 기능들은 상태를 포함하게 된다. 즉, 시작/종료,시작/종료, 개시/중지, 구성/해

체, 준비/투입, 설치/철거, 병렬/단독, 올림/내림, 정상/비상, 인가/취소, 승인/반려, 시험/불능, 켜짐
/꺼짐과 같은 이산화된 상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즉, 기능적 함수상의 상태, 그리고 결함분석에 
따른 시스템 설비의 추가조건을 기반으로 패트리넷이 전개된다.

Petri net 은 플레이스, 트랜지션, 입력함수, 출력함수로 구성된다.
PN=(P,T,I,O)
P= {pa,p2,...,pn}, n>=0 Place의 유한집합
T= {t1,t2,t,,,tm), m>=0 transition 의 유한집합
I : T → P∞
O : T → P∞
여기서 마킹 뮤는 플레이스에 토큰을 할당하는 것으로 n벡터로 정의할수 있으며 마크된 PN은 

M={P,T,I,O, μ)로 표기된다.

그림2. 패트리넷 구성도           그림3. 발생(도달가능성트리)그래프를 적용한 SOP도출

상태별 패트리넷을 통해, 상황별 전체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발새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으며, 
그림3 발생그래프의 번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플레이스들 각 A,b.. 에 대한 점유상태이다. 입력과 
출력에 대한 연결번호는 1:1 로 구분한다. 화살표 부분은 트렌지션 부분으로 x=? 인 T1 함수로 
표시된다.

트랜지션은 3가지 양상을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점화가능한 트랜지션이 토큰을 자신의 
입력 플레이스부터 제거하는 순간적인 양상, 트랜지션이 작동하는 시간양상, 토큰들이 출력 플레
이스에 쌓여지는 순간적 양상이 있으며 Pt는 단위시간동안 토큰을 유지한다.

3.2 모델의 검증 요건 제시
상기 구성된 모델은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에 따라 적합성을 입증한다.
보존성 : 상태공간의 유한함을 특성화 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모든 플레이스가 유한하면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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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로 판정한다. 여기서 M0는 초기모델의 토큰 수를 의미한다.
데드락 없음. : 유한한 행위 즉, 점화 가능성이 보존되는 성질로서 ∀M∈R(N, M0)인 

PN=<N, M0>이면 트렌지션 t는 데드락이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즉, 마킹이 트랜지션 t에 의해 
점화될 때 모든 마킹은 도달 가능성 트리의 원소이다.

생존성 : 모든 점화가능한 마킹들에 대한 잠재적인 점화 가능성과 관계한다. M[σt>M' 의 조
건일 때 ∀M∈R(N, M0) 인 PN=<N, M0>0 이면 점화순서 σt는 생존성이 있다로 정의한다. 
즉, 마킹이 연속된 트랜지션 σt에 의해 다음 마킹으로 점화될 때 모든 마킹은 도달 가능성 트리
의 원소이다. 여기서 본 모델의 점화순서 σt = (t1,t2,t3,t4,t5,t6,t6,t7,t8,t9,t10,t11) 이다.

기본적인 페트리넷은 방향을 가진 아크로 연결되는 두가지 형태의 노드인 플레이스와 트랜지
션으로 구성된 그래프이다. 시스템의 상태, 행위 등을 플레이스로 나타내고, 상태, 행위의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을 트랜지션으로 나타낸다. 토큰들이 어느 노드들에 있는가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의 시스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픽 표현 방법으로는 플레이스를 원으로, 트랜지션을 상자
로, 아크를 화살표가 있는 선으로, 그리고 토큰을 작은 원으로 표현한다. 노드들에 있는 토큰들은 
트랜지션 활성화조건과 발생(점화) 조건에 의해 소멸되고, 새로운 토큰이 다른 노드에 생성되는 
실행 규칙을 갖는다. 이러한 실행규칙은 네트의 변화를 결정하여 시스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
는 장점을 제공한다.

페트리넷은 이상의 모델링에 비해 프로세스의 흐름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한다. 동기성, 동시성 
뿐만 아니라 자원의 공유에서 비롯되는 기능 또는 행위들간의 충돌을 묘사하도록 한다. 기본적인 
페트리넷의 구성요소는 매우 단순하다. 단 세가지 구성 성분으로 프로세스의 구조를 묘사한다.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패트리 넷 구성 대상에 대한 계통 지식의 확보와 
많은 모델링 경험이 요구된다.

4. 결론 및 향후 추진계획

본 논문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에 따른 계획적 수립과 머신, 감독 요건의 도출 과정을 제시하고,
- 치명적 사고의 사전예방 등 운영자와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철도 시스템들의 

개발시 요구사항의 명세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 이상을 통한 종사자 비상대응계획 수립시 시스템과 활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적 수립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론의 정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궤도토목 이외 종사자(급전사령, 설비사령, 유지보수 사령, 운전자, 제작자, 고객, 안전관리

자 등) 업무를 위한 시스템 논리 개발 
- 실제 제작 및 SW디자인 활동의 실행 오류에 의한 운영 중 사고가 발생 가능 제작자(HW, 

SW)의 업무 중요도를  구분하는 안전무결성 레벨의 등급 입증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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