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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W안전가이드 

ISO/IEC Guide 51 & IEC61508 

아이리포 지식창고 

(주)씨에스리 조경미 기술사 

(kmicho@cslee.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담은 “SW안전가이드”를 발간(2017년3월)하고 그 성과 공유회의를 가졌다(2017년 12월)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특정 제품에 탑재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요구되는 정확한 동작 또는 기능에만 

동작할 수 있으면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자동차, 항공, 

철도,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보를 센싱, 통신, 판단, 

제어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결함 발생시 생명의 문제, 경제적 손실까지 위협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SW안전성, SW위험성, 또는 수용 가능한 SW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시작으로 SW안전성에 대한 

표준(ISO/IEC Guide 51, IEC61508, ISO26262, IEC62278)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위험원(Hazard), 유해(Harm), 위험성(Risk) 이해 

 - 안전성은 ISO/IEC GUIDE51에 의하면 안전성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는 것(freedom from unacceptable 

risk)로 정의하고 있다. 안전성은 확률적인 개념으로 절대적인 안전이 아닌 위험성(Risk)의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안전성과 위험성과의 사이에는 잔류된 위험이 있으며, 수용 가능한 위험범위는 안전성에 가깝고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사전에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 위험성(Risk)과 안전성(Safety)의 관계 

SW안전가이드 공통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위험성은 위험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위험원(Hazard)라 정의하고, 그 위험원이 실현되어 어떤 안전성을 

SW안전가이드(ISO/IEC Guide51, IEC61508) 

Concept 
SW안전성: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freedom from unacceptable risk)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동작하는 SW품질 요구사항 

Keyword 
안전성(safety), 위험(Hazard), 유해(Harm), 위험성(Risk),  

ISO/IEC Guide51, IEC61508, ISO26262, IEC6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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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또는 그 영향의 심각성을 유해(Harm)하고 할 수 있다. 

 

[참고] Hazard, Harm, Risk 의 이해도 

SW안전가이드 공통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은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안전성만을 보던 관점에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바라보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 HW시스템의 제어, 동작상태 등에 대한 위험도 소프트웨어의 위험의 유형으로 

바라보고 있다. 

 

[참고] Safety Critical 소프트웨어의 유형 

SW안전가이드 공통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에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국제표준을 확인하고 안전한 SW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 안전 국제 표준 

 가. ISO/IEC Guid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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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능안전 규격군 

- ISO/IEC Guide51은 제품 규격 안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가이드라인 A규격은 광범위한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 측면에 관한 기본 개념, 원칙, 요구사항 

가이드라인 B규격은 몇 개 또는 한 무리의 유사한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 규격, 

가이드라인 C규격은 특정 분야의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B규격에는 기능안전표준 IEC61508이 포함되며, 

가이드라인 C규격에는 철도, 의료기기, 원자력, 프로세스산업안전 및 자동차 등에 관한 규격을 포함한다.  

 

 나. IEC61508 

   - 1998년 IEC에서는 전기, 전자,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시스템의 기능안전에 대한 표준으로 IEC61508을 

발표하였다. IEC61508은 안전생명주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3가지에 대한 안전성 구현 방법 및 검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IEC61508에서 정의된 안전생명주기에 따라 위험분석 및 평가, 안전무결성수준(SIL: 

Safety Integrity Level)을 설정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목표된 수준에 충족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IEC61508의 구성 

-IEC61508은 안전 요구사항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감소를 위한 정량적인 측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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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무결성수준(Safety Integrity Level)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 자동차 분야 안전 표준, ISO26262 

   - ISO26262는 IEC61508을 바탕으로 자동차 분야의 적용을 위해 2011년 11월에 발표된 표준이다. 

자동차에 장착된 ECU(Electronic Control Unit)의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Risk)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이며, SIL을 

자동차에 적용한 ASIL(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을 기술하고 있다.  

 

ISO26262 개념도 

Part1 용어정의 Part6 SW개발 

Part2 기능안전 관리 프로세스 Part7 제품생산, 운용, 수리 

Part3 Concept 설계 Part8 지원 프로세스 

Part4 System 개발 Part9 ASIL 엔지니어링 

Part5 HW개발 Part10 기능안전 가이드라인 

-2nd edition 에서는 Part11 차량용 반도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of 

ISO 26262 to Semiconductor )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다. 

 

라. 철도 분야 안전 표준, IEC62277 

- IEC 62278(또는 EN 50126, 이하 표준)은 Railway application-specification of demonstration of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RAMS)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다루며 철도 시스템 RAMS 관리 원칙을 

제공하는 국제 표준이다 

 철도 안전 가이드는 IEC62278기반 시스템 안전성 분석 가이드, IEC 62278기반의 SW개발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기반의 적용사례와 부록으로 용어집, 기법 및 측정, 도구 활용 가이드, 인터뷰 설문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종 철도 시스템의 승인은 IEC62425(Safety Case)에 준하여 철도 서비스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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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철도 안전 가이드 구성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소프트웨어 기능안전성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품 개발의 생명주기에 적절한 안전성 확보 활동이 필요하며,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제품이 생명을 다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정화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제품개발의 전 단계에서 SW안전 가이드를 준수하여 자동차, 항공, 

철도,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SW안전가이드 공통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고] SW안전가이드 철도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아이리포 뉴스레터 리포멜 

Copyright 2017 By 아이리포 & CSLEE. All rights reserved  6 

 

 

 

Contents connect communications!! 

 

아이리포에 오시면 더 많은 지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이리포 IT지식창고 : https://www.ilifo.co.kr/boards/knowledge 

아이리포 지덤시리즈 : http://www.jidum.com 

아이리포 기술사/감리사 카페 : http://cafe.naver.com/itlf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10번지, DDMC 3층 아이리포 교육센터 

TEL: 02-303-9997 | MAIL: edu@ili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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