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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ilway system consists of many items such as sub-systems, equipments and parts to accomplish the 

required function. Also the railway system is very complex system that these items are connected with 
interface among items. According with this complexity, the process of system engineering is applied to the 
construction of new railway project to manage systematically. In addition, the research about system 
engineering is progressing in recent. The RAMS management is one part of system engineering, and is to 
assure the required safety and performance. Also, this RAMS should be managed through system life cycle. 

This paper show the case study of management of RAMS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phase in 
respect of system life cycl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best way of RAMS management based on 
system engineering in operation phase for railway system is suggested.

--------------------------------------------------------------------------------------------------------------------------------------------------------------

1. 개 요

  최근의 철도시스템은 수많은 하부시스템, 장치 및 부품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요구기능을 구현

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철도 건설 사업에는 복잡하게 구성

된 철도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관리 기법이 건설 단계부터 적용되고 있

는 추세이며, 이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시스템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관리 활동이 RAMS이며,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관리되는 한 분야로써 시스템의 수명주

기 단계별로 수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철도의 건설 및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철도시스템의 전체 수명주기를 크게 건설과 

운영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수행되고 관리되어야 할 RAMS사항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기술하며, 

이와 더불어 보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건설된 철도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RAMS 수명주기 관리

2.1 시스템 수명 주기

  시스템의 수명주기 동안의 관리 단계를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는 그림1과 같이 14단계로 나누어 체계

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V-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림2는 V-사이클의 14단계를 크게 

건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표현한 것이다. 시스템의 RAMS관리는 수명주기 전체단계에 대하여 

시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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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시스템 수명주기 (V-사이클)              그림2. 시스템 수명주기의 건설 및 운영단계

2.2 건설 단계 RAMS 관리

2.2.1 관리 조직

  건설단계에서 RAMS관리는 그림3과 같이 시스템관리의 한 분야에 속하며, 시스템의 요구되는 성능 확

보를 위하여 신뢰성, 정비성, 가용성의 관점에서 측정하고 평가하게 되며, 또한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도 분석 및 완화대책이 적용되는 일련의 프로세스이다. 시스템의 RAMS관리는 그림4와 같이 

요구되는 목표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부시스템에 RAMS목표치를 할당하여 주고, 총괄적으로 관리 

및 인터페이스 항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림3. 시스템 관리 범위                     그림4. RAMS 관리 조직

2.2.2 단계별 RAMS 관리사항 및 산출물

  건설 단계에서 RAMS는 표1과 같이 계획 단계, 기본설계 단계, 상세설계 단계, 제작 단계, 시운전 단

계로 세분화하여 관리되고 산출물이 생성된다. 계획단계에서는 건설단계에서 관리되어야 할 RAMS의 전

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하부시스템에 대한 RAMS 관리계획 수립 및 예비위

험원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하부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RAMS분석이 수행되며, 제

작 단계에서는 RAMS에 대한 입증계획서를 수립하게 된다. 시운전 단계에서는 하부시스템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한 RAMS 성능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RAMS 활동을 통한 산출물 중, 대표

적인 것이 FMECA 와 위험원 관리목록이며, 그림5와 같이 FMECA(Failure Mode, Effect and Criticality 
Analysis)는 시스템의 하부장치별로 고장유형, 고장원인, 고장영향과 치명도 분석을 수행하는 체계적인 

안정성 분석기법이다. 위험원 관리목록은 그림6과 같이 사업초기부터 최종단계까지 도출된 모든 위험원

에 대한 위험도 제거 및 완화 이력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목록이다. 최종 안전성 입증서는 건설단계 동

안의 모든 안전성 활동의 결과를 종합하는 문서로써, 시스템 개요, 품질관리보고서, 안전성관리보고서, 
설계안전성보고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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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건설 단계 RAMS 관리사항 및 산출물

단 계 내 용 산 출 물

계 획
ㆍRAMS 관리계획 수립
ㆍ위험원 식별 및 분류절차 수립
ㆍ위험도 완화절차 수립
ㆍ위험도 수용기준 수립

ㆍ시스템 안전성 관리계획서
ㆍ신호 RAM 관리계획서

기본 설계
ㆍ하부시스템 RAMS 관리계획 수립
ㆍ예비 위험원 분석
ㆍ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ㆍ위험원 목록 관리

ㆍ하부시스템 안전성 관리계획서
ㆍ예비 위험원 분석서
ㆍ위험원 목록

상세 설계
ㆍ하부시스템 상세 위험원 분석
ㆍ하부시스템 상세 위험도 분석
ㆍ하부시스템 안전성 항목 관리

ㆍ하부시스템 설계안전성 분석서
ㆍ신호 RAM 분석서

제 작 ㆍ안전성 입증계획 수립 ㆍ안전성 입증 계획서
시 운 전 ㆍ안전성 입증시험 ㆍ최종 안전성 입증서

 

그림5. FMECA 분석 사례

그림6. 위험원 관리목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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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영 단계 RAMS 관리
운영단계에서 효율적인 RAMS관리를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필수 요소로는, 관리 범위, 관리 조직, 관리 

절차, 전산 관리시스템이다.

2.3.1 관리 범위

운영 단계에서 RAMS관리대상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지연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차량, 신호, 통신, 
송변전, 전차선, 승강PSD 시설물이 해당된다.

2.3.2 관리 조직

운영 단계에서 시스템의 RAMS 관리를 위하여 하부시스템을 통합 및 조정관리 하는 역할이 요구되며, 
인터페이스 관리도 요구된다. 그림7은 RAMS 관리 범위에 따른 관리 조직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관리 

조직은 건설단계와 마찬가지로 하부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2.3.3 관리 절차

운영 단계에서 시스템에 대한 RAMS관리 절차는 그림8과 같다. 초기에 수립된 유지보수계획에 의거하여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후정비와 예방정비 동안 발생되는 고장사항을 등록하고, 조치실적을 등

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또한 후속적으로 신뢰성(고장)데이터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RAMS분석을 수

행하고 기존의 유지보수활동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계획을 갱

신하는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그림7. 운영단계 RAMS관리 범위                  그림8. 운영단계 RAMS관리 절차

2.3.4 전산 관리시스템

철도 시스템은 운영단계에서 장기간의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고장)데이터를 체계적으

로 축적하고 분석하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림9에서 그림11은 전산관리시스템에서 대표적인 요소인 고장신고등록, 고장조치등록, RAMS분석에 대한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9. 고장신고등록화면          그림10. 고장조치등록화면        그림11. RAMS분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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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운영단계 RAMS관리 효과

운영 단계에서 철도시스템의 RAMS 관리를 통한 운영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 안전성 확보

RAMS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식별된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고장 및 오동작으로 인한 

철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② 시스템 가용성 향상

RAMS 관리를 통하여 열차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장유형 및 원인들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이행함으로써 열차 운행에 대한 정시율과 가용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③ 시스템 신뢰성 향상

RAMS 관리를 통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부품 또는 장치를 식별하고, 성능을 개량시킴으로

써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④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RAMS 관리를 통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수립된 점검 및 부품교환 주기

를 재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철도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⑤ 신규 시스템 도입시 성능 향상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RAMS관리를 통하여, 신규로 도입될 시스템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기존 시스템보다 성능이 향상된 신규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하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수명주기 동안의 RAMS관리에 대

한 실행 방안을 건설 및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건설된 

철도 시스템을 운영 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철도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전문 기술자 및 관리자 양성 교육

⁃ 철도시스템 RAMS 목표기준 및 정의에 대한 표준안 수립

⁃ 철도시스템 RAMS 운영 데이터에 근거한 목표치 수립

⁃ 철도시스템 RAMS 파트너쉽 및 기술 포럼 활성화

⁃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반의 철도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 운영단계 철도시스템 RAMS관리에 대한 표준화 및 제도화

⁃ 운영단계 철도시스템 RAMS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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