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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described for the RAMS activities of performed to 2008.12 ~ 2010.10 KTX CTC Project. RAMS 
activities follow EN50126, EN50128, EN50129.
CENELEC standards(EN50126, EN50128, EN50129) to the System Development Life-cycle are defined. This study 
is RAMS activities of life-cycle that can be found to satisfy SIL2. In addition, assessment of the ISA was 
completed.
This paper is describe RAMS activities results of each phase and Safety Case according to Verification / Validation 
result.

1. 서론

본 논문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수행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열차집중제어장치(CTC) 

구매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CTC시스템에 대해 CENELEC 철도관련 규격인 EN50126, EN50128, 

EN50129에 따라 수행된 RAMS활동과 이에 대한 독립적 평가기관(ISA1))의 평가 결과에 대해 제시한

다.

1.1 논문 목적

본 논문은 철도관련 CENELEC 규격 또는 IEC 규격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내 철도시스템의 

RAMS활동에 대해 KTX2 CTC시스템을 예시로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철도시스템의 RAMS활동에 대한 연구와 논문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Life Cycle 각 단

계별 활동이나 방법 및 기법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기술된다.

l Hazard Analysis 결과

l RAM Analysis 결과

l RAMS Requirements

l Verification 결과

l Validation 결과

l Assessment 결과

1) Independent Safet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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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RAMS활동 개요

1) 시스템 구성

경부고속철도 CTC설비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뿐만 아니라 1단계 구간을 포함하여 신규로 구축하며, 

국내 철도교통관제의 일괄 수송통제체계 수립을 위해 통합관제센터에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정지 시에도 지속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위해 예비관제실에도 구축된다.

그림 2. 경부고속철도 CTC 구성도

2) RAMS활동

RAMS활동은 아래와 같은 구성 및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3 . RAMS활동 구성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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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CTC RAMS활동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l RAMS활동은 V형 개발 Life Cycle에 따라 수행되었음.

l 위험도 평가는 Risk Matrix를 적용하였음.

l 위험원 도출은 HAZOP을 적용하였음.

l Safety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음.

- PHA2)

- SSHA3)

- IHA4)

- OSHA5)

l RAM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음.

- Reliability Prediction

- RAM Analysis(FTA6), RBD7), FMEA8))

l RAM 분석을 위해 RELEX 툴을 적용하였음.

l 요구사항 관리를 위해 DOORS 툴을 적용하였음.

l RAMS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총 4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음.

3) 산출물

경부고속철도 CTC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위해 참조된 문서는 아래와 같다.

참조문서 수량

1 계획서, 규격서 및 가이던스 10종

2 안전성 검토 의견서 41종

3 시스템 산출 문서 90종

표 2. ISA평가 참조문서 및 수량

2.2 Hazard Analysis

1) PHA

PHA는 각 분야 전문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총2회의 회의를 거쳐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l PHA 결과 총 11개의 위험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분석이 수행되었음.

l PHA 결과 Safety Critical한 저감대책은 총 27개가 도출되었음.

2) SSHA

SSHA는 총4회의 회의를 거쳐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l SSHA 결과 Safety Critical한 저감대책은 총 150개가 도출되었음.

3) IHA

IHA는 총3회의 회의를 거쳐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l 총 8개의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분석됨.

l IHA 결과 Safety Critical한 저감대책은 총 17개가 도출되었음.

2) Preliminary Hazard Analysis

3) Sub-System Hazard Analysis

4) Interface Hazard Analysis

5) Operation & Support Hazard Analysis

6) Fault Tree Analysis

7) Reliability Block Diagram

8)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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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SHA

OSHA는 총 3회의 회의를 거쳐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l 총 10개의 Part에 대해 분석이 수행됨.

l OSHA 결과 Safety Critical한 저감대책은 총 28개가 도출되었음.

2.3 RAM Analysis

RAM Analysis는 크게 아래와 같은 구성되었다.

l Reliability Prediction Data

l FTA

l RBD

l FMEA

RAM Analysis는 RELEX툴을 사용하여 수치적 정확도를 높였으며 분석 시간을 단축시켰다.

2.4 RAMS Requirements

경부고속철도 CTC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RAMS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No. 분야 요구사항

1 RAMS 신뢰성,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RAMS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기관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상세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RAMS

CTC설비의 소프트웨어는 Railway Application 관련 IEC/CENELEC 규격에 부

합하는 안전성 활동을 수행하고, 외부의 독립된 안전성 평가기관의 안전성 평가

를 받아야 한다.

4 RAMS 공인기관의 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RAM
철도신호보안장치로서 Fail-Safe의 원칙과 최신 기술을 사용한 고장허용(Fault 

tolerant)방식으로 구성한다. 

6 RAM
사용하는 각 유니트, 부품들은 철도환경에 적합한 산업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10만 시간 이상의 MTBF를 보장하여야 한다

7 RAM 시스템 구성에 대한 가용성은 99.95% 이상 달성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8 RAM
신호 컴퓨터실의 각 서버는 Fault Tolerance 구현을 통해 99.999% 이상의 가

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9 RAM
신호 컴퓨터실의 각 서버는 전원장치를 이중화시켜 무정전 시스템으로 구성하

여야 한다.

표 3. RAMS 요구사항

경부고속철도 CTC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할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이 총154개이며, 이는 고객의 요구사

항을 포함 또는 포괄하는 사항이다.

No. 요구사항 개수

1 일반 요구사항 4

2 시스템 요구사항 9

3 기능 요구사항 16

4 운용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14
5 하드웨어 요구사항 30

6 RAMS 요구사항 81

표 4. 경부고속철도 CTC시스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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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Verification

경부고속철도 CTC시스템은 Life cycle 각 단계별 Verification이 수행되었으며, 구조 및 결과는 다음

과 같다.

No. 단계 Sub No. Verification 항목 결과

1 요구사항

1.1 Signalling SW 84 Close:84

1.2 Regulation SW 86
Close:51 

Transfer:35

1.3 MMI SW 189 Close:189

1.4 RAMS 173 Close:173

2 구조 및 설계

2.1 Signalling SW 84 Close:84

2.2 Regulation SW 39 Close:39
2.3 MMI SW 189 Close:189

3 모듈

3.1 Signalling SW 42
Close:30

Transfer:12
3.2 Regulation SW 25 Close:25

3.3 MMI SW 23
Close:12

Transfer:11

4 소스코드

4.1 Signalling SW 코딩규칙 위배사항:0

4.2 Regulation SW 코딩규칙 위배사항:0

4.3 MMI SW 코딩규칙 위배사항:0

표 5. Verification 결과

2.6 Validation

경부고속철도 CTC시스템의 Validation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시스템 Validation

시스템 Validation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모두 종결되었다.

l 시스템 요구사항

l 안전요구사항

l 시스템 SIL9)

l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의 모델, 외관, 수량, 사양

2) 소프트웨어 Validation

소프트웨어 Validation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수행되었다.

l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Verification단계에서 Transfer된 35개 항목에 대해 SW/HW통합시험 단계에서 확인해 본 결과 

35개 항목 모두 Close되었음.

l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l 소프트웨어 모듈

  Verification단계에서 Transfer된 23개 항목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23개 항목 모두 Close되었

음.

l 적합성

9) Safety Integrity Level(안전무결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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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alidation 결과

1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Pass

2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통합시험 Pass

3 소프트웨어 검증 Pass

표 6. Validation 적합성 결과

2.7 Assessment

1) 평가 목적

ISA의 경부고속철도 CTC시스템의 평가 목적은 아래와 같다.

l CTC시스템 개발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및 통합 단계의 품질 관리 시스템 평가

l EN50126, EN50128 및 EN50129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센

터의 설계 사항 및 관련된 기능 평가

l EN50126, EN50128 및 EN50129에서 요구하는 SIL2 수준에 부합하며 시스템이 설계됨을 평

가

2) 검토유형

ISA의 평가 수행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l 잠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

l 오류 또는 정보의 누락에 대하여 계층적인 대처방안 결여

l 전체적으로 또는 중대 사안에 있어 엄격하고, 통제가 가능하고 확실한 절차의 결여

l 적합한 품질 또는 품질제어 부족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검토유형에 따라 분류한다.

검토유형 정의

1

문서의 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인 우려사항, 오류, 누락 또는

질문과 관련된 검토의견. 검토유형 1로 분류된 항목은 다음 사항에 앞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l 부속 또는 하부 문서의 수용

l 관련된 시스템 운영

검토유형 1에 해당하는 항목의 미결로 인해 인증서는 발행되지 않음.

2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항목, 그러나 필요 시 추가적인 통제

수단에 의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으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 항목.

참조규격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음. 잔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것으로 고려

되고, 특정한 통제 수단이 필요함.

검토유형 2에 해당하는 항목의 미결은 인증서 발행에 제한이 있거나 특정한

요건을 수반하게 됨.

3

다음의 주기적인 검토 시 문서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 그러나 특별히 요구된

활동은 없음. 사소한 오류(예: 문법, 철자,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검토유형 3에 해당하는 항목의 미결이 인증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조건이 되지는 

않음.

표 7. ISA 검토요형 분류

경부고속철도 CTC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 총 570개의 모든 검토의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되

었음이 확인되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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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개수 Status

검토유형1 87 종결

검토유형2 307 종결

검토유형3 168 종결

미분류 검토유형 8 종결

Total 570 종결

표 8. ISA 검토유형별 결과

3) 평가 결과

경부고속철도 CTC시스템은 CENELEC EN50126, EN50128, EN50129에 명시된 필수 요구사항 및 고

객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해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잔존 위

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어 경부고속철도 CTC시스템은 SIL2에 부합하여 적합하게 개발되

었음이 평가/확인 되었다.

3. 결론

본 논문은 경부고속철도 CTC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활동과 ISA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경부고속철도 CTC시스템은 SIL2를 만족하는 안전한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철도시스템은 개발되는 제품 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활동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핵심활동 중 하나이다. 이러한 안전성활동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EN50129 5.5 참조)

l Generic Product Safety Case

l Generic Application Safety Case

l Specific Application Safety Case

위와 같은 최종적인 산출물을 얻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부적인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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