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paper describes a study on the FRACAS(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tem)-based

dependability control platform for domestic urban railway trains. There are more demands for the verification of the

dependability of trains as it becomes a regulation for train manufacturers to verify the dependability recently. Train

manufacturers as well as railway operators need a effective FRACAS solution to perform the verification of the

dependability. Yet current FRACAS solutions have limitations to support the verification processes effectively.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s of current FRACAS solutions and suggests a FRACAS framework designed for the domestic urban

railway trains. Service failure scenarios are standardized using the proposed availability model to implement a more

user-friendly and reliable platform. A new FRACAS-based platform for the dependability control (SCARF®) has been

developed to implement the suggested framework. The detail interfaces and functions of the platform are explained.

The SCARF® platform is expected to engage the increasing demands for the dependability control successfully

enhancing the reliability, maintainability, availability and safety of domestic urban railway trains even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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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차, 항공, 플랜트 등과 같이 다수의 하부 시스템

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여 하나의 큰 시스템을 구성

하는 복합 시스템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서

비스(대규모 수송, 에너지 공급 등)를 제공하기 때문

에 운영 중 발생하는 고장 및 장애로 인한 서비스

실패는 그 자체로 많은 비용 및 사회적 문제들을 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시스템을 안정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척도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과 관련된 지표들을 세분화하고, 이를 종

합하여 운영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량화한

지표를 일반적으로 신인성(dependability)이라고

부르며, 열차 분야에서는 같은 의미로 RAM(reli-

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이라는 용어

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철도시스템에서 신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철도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인자인

안전성, 정시성, 서비스 공급비용이 철도시스템의

신인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영상, 2011).

신인성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설계 및 유지보수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RAM 시스템(S/W)의 활용이필수적이다. 운용환경

에서 수집되는 현장 데이터 피드백 기능을 통합적

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시스템을 FRACAS(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라고 한다(김영상, 2011). FRACAS는 제품과 공정

에 관련된 모든 고장과 문제점을 기록하고, 근본 원

인과 고장 분석을 통하여 개선점을 도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에 피드백 하는 시스템을 총칭한

다. FRACAS 시스템이 도입되어 조직문화로 정규

화 되어있는 조직은 각 기능별/부문별 업무에 대하

여 폐루프(closed-loop) 시스템을 통해 관리 대상

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을 실

행하는 효과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장에서 수집되는 관리 대상 시스템의 고장 및 유

지보수 데이터를 시작점으로 업무 절차가 수행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초기 정보는 잘못된

결론을 초래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

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정형화 및 체계화할 필요

가 있다.

이전에는 FRACAS 활동이 신인성 수명주기 활

동에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FRACAS 활동을

통한 신인성 달성과 입증(demonstration)이 제작

사에 요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인성 관리는 철도

운영사를 중심으로 신인성 분석(analysis) 및 검증

(validation)의 형태로진행되었다. 그러나최근철도

운영법의 개정에 따라 국제인증(IEC 62278, 2002)

이 필수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실제 운영 환경에

서 제품의 목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

인성 달성 및 입증 시험이 철도 차량 제작자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서울교통공사, 2020). 이에 따라 신인성 관련 패러

다임이기존의운영자중심의신인성분석/검증에서,

운영자와 제작자가 상호 의존적으로 협력해 입증과

검증을 진행해야 하는 신인성 관리의 형태로 변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인성 관리

솔루션의 개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에서는

시스템 공급업체에서 예측한 신뢰도를 입증하기 위

해 시운전 기간 혹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신뢰성 입

증 시험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김영상, 2011). 신인

성 입증 시험을수행하기 위한표준 절차, 시스템및

제반 여건(데이터 중요성 인지 및 교육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사와 제

작사 간의 현황을 고려한 FRACAS 적용 방법론의

구체안(guidance) 또는 표준안(standard)이 수립

되어야 한다. [그림 1]은 신인성 수명 주기 내 검증

및 입증 관계도를 보여준다.

도입 년수(연식)가 20년 이상된 차량을 통상 ‘노

후차량’으로 부르고, 이에 해당되는 국내 도시철도

차량은 2018년도 집계 기준으로 총 1,695량이다. 노

후차량은 향후 수년 내에 폐차를 계획할 수 있고 해

당 차량의 수만큼 신차 발주가 예상되어 향후 국내

신인성 관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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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인성 수명 주기 내 검증 및 입증 관계도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업무 효율을 증가시기

위해, 회계, 인사, 재무 등을 비롯해생산, 구매, 재고,

주문 등의 업무를 돕는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윤철호, 2006; 정창욱, 2007; 정성립, 2013). 마찬가

지로신인성관리도체계적인수행을위한 FRACAS

솔루션이 요구된다. 범용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있

지만 철도 차량 관리를 위한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 과정이 요구되고, 사용이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Relyence FRACAS,

2020).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철도운영사들은 엑

셀(Excel)과 같은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를 사

용하기도하지만, 작업자간공통된 입력 인터페이스

의유지가 어렵고, 데이터입력과정에서 작업자의 주

관성이나 인적 오류(human error)가 개입될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체 데이터 취합 및처리 과

정에서시간이소요되는큰단점을가지고있다. 서울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용되었던 시스템

인 RIMS와 Uffice의 경우, 현재 통합이진행중 이며

인하우스(in-house)로 개발되어 시인성 및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과 세부항목 확인 기능이 미흡한 것이

각각 단점으로 지적되었다(정해진, 2018).

또한 기존 FRACAS 솔루션들은 신인성 관리

(입증/검증) 보다는 신인성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신인성 분석을 위한

필수적인 세부 지연 시간을 관리하는 기능이 부재

하거나, 데이터 입력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작

업자들이 입력을 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최근 다각화되고 있는 신인성 관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신인성 관리(입증/검증)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에 적합한

FRACAS 활동 제반사항 관련 프레임워크(frame-

work)를 제안하고, 상기 기술한 문제점들을 보완하

고 특히 신인성 입증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인성 관리 플랫폼을 소개한다. 웹기반으로

운용되는 해당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여러 작업장에

서 수집된 정보의 신인성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추

가적인 개발을 통해 운영사와 제작사가 FRACAS

활동 중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데이터 관리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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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hase RAM Tasks

1 Concept

∙Investigate the general RAM implications of the system.
∙Investigate previous RAM requirements and past RAM performance of similiar/related systems.
∙Investigate current RAM policy and targets of the relevant
∙railway duty holders.
∙Define the scope of the RAM management requirements for subsequent system life cycle
RAM tasks.

2 System definition and
operational context ∙Establish the RAM policy. ∙Establish the RAM plan.

3 Risk analysis and
evaluation ∙Perform Risk Analysis. ∙Update RAM Plan.

4 Specification of
system requirements

∙Establish RAM requirements specification. ∙Update the RAM Plan
∙Establish validation plan for RAM requirements.

5
Architecture and
apportionment of
system requirements

∙Allocate RAM requirements to subsystems/components.
∙Update the RAM plan ∙Update validation plan for RAM requirements.

6 Design and
implementation

∙Plan RAM tasks of further phases. ∙Perform RAM analysis.
∙Update the RAM plan. ∙Update validation plan for RAM requirements.

7 Manufacture ∙Establish RAM assurance arrangements. Update RAM plan.
∙Update validation plan for RAM requirements.

8 Integration ∙Establish integration report for RAM requirements.
∙Update the RAM plan. ∙Update validation plan for RAM requirements.

9 System validation ∙Establish RAM validation report.
10 System acceptance ∙Assess RAM validation.

11

Operation
maintenance and
performance
monitoring

∙Implement and maintain FRACAS process for the acquisition and recording of
∙RAM performance data.
∙Maintain FRACAS and periodically review FRACAS records.
∙Establish records to trace the RAM tasks undertaken.
∙Reports of RAM performance analysis and evaluation.

12 Decommissioning ∙Identify the RAM impact of decommissioning and disposal.

<표 1> RAM tasks for lifecycle phases 1 to 12(EN 50126-1:2017)

2. 신인성 척도

열차 시스템에서 신인성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

는 철도차량의 품질에 대한 정량적 관리를 위함이

다. 정량적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하며 이는 FRACAS 활동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

이터이다. 신인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는 신뢰

성 지표, 유지보수성 지표, 가용성 지표가 있다. 전

세계 철도차량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신인성 활

동 절차와 정의는 <표 1>의 국제규격에 기반한다

(EN 50126-1:2017, 2017).

2.1 신뢰성 지표

신뢰성(reliability)을 정량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수치를 신뢰성 척도라 한다. 평균고장간격을 의미하

는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나 정상운

전 시간을 의미하는 MTTF(mean time to failure)

와 같은 시간 기반의 신뢰성 척도는 시스템의 특성

에 따라 거리 또는 주기 등과 같은 관리하고자 하는

척도로 변환될 수 있다(김영상, 2011). 국내 열차 분

야에서는 주로 주행거리와 서비스 고장 발생을 기록

및 관리하기 때문에 거리 기반의 MKBSF(mean

kilometer between service failure) 또는 MDBSF

(mean distance between service failure)를 신뢰

성 척도로 많이 사용한다(한국신뢰성협회, 2013).

이외에도 제작사양서(request for proposal: RFP)

에 따라 다양한 관련 요구사항이 명시될 수 있다. 4

호선 전동차 제작사양서는 50,000 Train-km 이상

을 정량적 신뢰성 요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서

울교통공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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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지보수성 지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경과하

며 고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열차 시스템에서

는일반적으로열차의가동전후에수행하는유지보수

행위를 기준으로 사전 유지보수(preventive main-

tenance : PM)와 사후 유지보수(corrective main-

tenance: CM)로 구분한다.

수리가 필요치 않은 제품은 폐기하지만, 고부가

가치 제품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유지/보수하며

사용한다. 이때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시

간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는 대표

적인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지표가 평균 수

리 시간 간격(MTTR : Mean Time To Repair)

이다(한국신뢰성협회, 2103). MTTR의 값이 크면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며, 수리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은 고장 발생 후 정상 상태

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

다. 열차 시스템의 경우 다수의 열차가 동시에 가

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장 빈

도가 높은 열차의 하부 장치를 모듈화, 제품 구성

의 단순화 등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

다. 이외에도 제작사양서에 따라 다양한 관련 요

구사항이 명시될 수 있다(서울교통공사, 2020).

2.3 가용성 지표

가용성(Availability) 지표는 제품을 임의의 한

시점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때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있을 확률로, 열차 시스템의 경우 관리하고자 하

는 관점에 따라 표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용성

지표를 제시하며,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계약 조건

(constant failure rate, constant repair rate, no

preventive maintenance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내 도시철도 운영사에서 제시하는 신인성 관련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가용성 개념을 적용하여 서

비스 관점의 가용도 목표치를 부여하고, 제작사는

해당 목표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입증할 것인지 상

세한 가용성 모델식을 도출하여 상호간의 협의가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입증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제작사양서에 따라 다양한 관련 요구사항이 명시될

수 있다. 철도시스템에서는 IEC 62278에 정의된

가용도 지표가 많이 사용된다(IEC 62278, 2002). 4

호선 전동차 제작사양서는 서비스 가용도 97.38%

이상을 가용성 요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서울교

통공사, 2020).

3. 국내 도시철도차량신인성관리를
위한 FRACAS 프레임워크

3.1 고장검토위원회(FRB)를 포함하는 폐루프

FRACAS 프레임워크

열차 시스템과 같은 복합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

템이 다수의 하부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기술 집

적도가 높기 때문에 사고 및 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장을 방지하고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최적의 가

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인성 관리 방안 및 조직

이 시스템 수명 전 주기에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량적 관리 기준인 신인성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

되었으며 최근에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제품의 목

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인성 입증

시험까지 운영사의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 수행되

기 시작하였다.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 신인성 검

증 및 입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제작사에서 하부 장치 공급사에 목표치 제시

및 분석 양식지를 배포; (2) 제작사에서 하부 장치

신인성 분석 결과 종합 및 제작 요구사항 충족 여

부 검증; (3) 제작사에서 제작 요구사항 충족 시

열차 제작; (4) 제작사에서 FRACAS 활동 기반

신인성 입증 시험 수행; (5) 신인성 입증 목표 충

족 시 제작사에서 운영사로 납품 차량 이관 (계약

조건에 따라 신인성 입증이 되지 않아도 차량 이

관이 가능할 수는 있음).

신인성 입증의 수행은 FRACAS 절차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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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장검토위원회를 포함하는 폐루프 FRACAS 프레임워크

되어야만 가능하다. 신인성 입증 기간 내에 발생

한 열차의 운영환경 및 고장 원인 분석 결과를 기

록 및 종합하여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의

운영에 영향을 준 서비스 고장(service failure)

판별과 지체 시간(delay time)을 판단 및 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 고장으로 최종 판단되는 고장 건수에 따라

서 신인성 입증의 목표치 달성 여부가 결정되므로

제작사와 운영사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계약 조

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증 실

패 시 입증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보수 기간 연장 등

의 가시적/비가시적 페널티 조항이 있으므로 신인

성 입증 실패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FRACAS 활동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 및 운영사의 인원들이 참여하여 고장검

토위원회(failure review board : FRB)가 중심이

되어 수집된 고장 정보들에 대해 고장의 원인분석

및 고장 여부, 고장에 대한 귀책사유 등을 판단하고,

분석 담당자들은 고장 검토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정보들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유

관표준에서 제시하는 고장검토위원회가 포함된 폐

루프(closed-loop) FRACAS 절차를 기반으로 주

요 활동(고장 기록, 고장 분석, 시정 조치확인, 시정

조치 검증)을 개별 단계로 구분한 FRACAS 프레임

워크는 [그림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프레임워크

의 개별 단계는 정형화된 시나리오나 모델로 표준화

과정을 거처 신인성 분석 플랫폼으로 구현되며, 철

도차량 운영사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신인성 분석,

입증,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3.2 신인성 관리를 위한 FRACAS 운용 시 고려

요소

FRACAS 계획에는 신뢰성, 유지 보수 능력, 인

간공학, 안전, 테스트, 부품, 자재, 공정 관리, 부품

관리, 그리고 통합된 물류 지원과 관련된 기술 인력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FRACAS의 개발과

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관

리할 행정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FRACAS는 결국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신뢰도 수치화가 목적이기 때

문에 실제 운용시간 또는 사이클을 FRACAS 내에

확립, 편입 및 사용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야 한다. 신인성 입증에 입력물로서 가장 중요한 실

질적인 데이터는 시간과 관련된 정보인데, 고장이

관측된 시점부터 시정 조치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모

든 활동별 시간을 구분하여 기록하면 정확한 신인성

분석이 되겠지만, 다수의 사용자(승객)에게 안전하

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인 작업자

들에게 각 활동 별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일일이 측정

하여 실측값으로 신인성 입증에 활용하는 것은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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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획된 DIA 변경(기동조치반 출동 이후 본선 회송)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가용성 모델을 기반으

로 고장 시나리오를 표준화하고, 고장 발생 시 각종

지연시간들을 세분화하여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3.3 서비스 고장별 시나리오 및 가용도 모델

서비스 고장시 지연시간 데이터는 신인성 분석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이지만, FRACAS

솔루션들이 현장 상황을 고려한 편리한 데이터 입

력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작업자들의 데이터 입

력 오류나 누락이 증가해 정확한 신인성 관리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도출하

기 위하여 서비스 고장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표준

화된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고장 시나리오는 국

내 도시철도 운행 실패 시 철도 운영사에서 제시하

는 서비스 고장 실패 기준에 따라 각 지연 시간들

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개별 고장 시나리오는 표

준화된 가용도 모델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가용도

모델은 기본적으로 운영사의 입증 요구사항 및 운

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나, 제작사양서, 국제 표준,

그리고 각 분야 담당자(운영, 차량, 정비, 설계 등)

의 의견을 참고해 일반적인 국내 도시철도 차량을

기준으로 재구성 되었다.

[그림 3]은 본선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해 할당받은

DIA(diagram for scheduling)로 본선에서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기동 중 고장이 발생하여 승객들을

하차하고 기지로 회송하는 경우(본선회송)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서비스 고장 시나리오는 연속된

단위 액티비티(activity)의 조합으로 단순화될 수

있으며, 액티비티들은 다시 <표 2>에 정의된 5가

지 범주의 가용도 모델 단계로 일반화 될 수 있다.

가령, Activity 2는 가용도 모델 중 행정 지연 단

계에 해당되며 지연 시간은 ADT이다. 기지회송

(Activity 5)의 경우 열차 운행 여건에 따라 회송시

간으로 잡히는 지연시간을 제작사가 수용하기 어려

울 수 있으므로 신인성 입증 범위에서 제외되며 단

순 참고용 데이터로 활용된다. 작업자들은 가용성

모델로 단순화된 개별 액비티디에 대해 지연시간과

정비 이력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가용성 모델을 이

용한 고장 시나리오 표준화를 통해 작업자에 따른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줄이는 효과

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제작사와 운영사가 제작사양

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유지보수 과정

을 사전에 협의해, 추후 제작사와 운영사의 입장차

로 인한 충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있다.

가용도 모델
(지연시간)

고장 시나리오

액티비티 장소

고장 감지 단계
(detection time : DT) 1 본선

행정 지연 단계
(administrative delay time : ADT) 2 본선

물류 및 도착 지연 단계
(logistic delay time : LDT) 3 본선

수리 단계
(time to repair : TTR) 4, 6, 7 본선/

차량기지

회복 단계
(restoring time : RT) 7, 8 차량기지

<표 2> 가용도 모델과 고장 시나리오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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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RACAS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흐름도

전체 고장 시나리오는 앞서 기술한 경우를 포함

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에 대해 표준화 되었다

: (1) 5분 이상 지연; (2) 계획된 DIA 변경(기동조

치반 출동 이후 본선 회송); (3) 계획된 DIA변경

(관제 보고 후 바로 본선 회송); (4) 계획된 DIA

변경 (차량 사업소 내).

3.4 FRACAS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흐름도

FRACAS 계획은 고장 제품과 고장 데이터 흐름

을 나타내는 흐름도(flow chart)를 포함해야한다.

또한 정기적인 감사 활동 등과 같이 미해결된 고장

과 중단된 시정 조치의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구성되어야 한다. 데이터가

수집되고 정제되는 과정은 FRACAS 활동의 기간

을 기준으로 [그림 4]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초기

고장이 안정화 되는 추세를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FRACAS 예비 활동을 통해 모든 고장에 대한 데

이터를 수집하고 입증에 돌입하기 전에 고장의 원

인을 분석 및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서비스 고장 데이터를 판단하는 과

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인성 입증을 시작하기 전

에 운영사와 제작사 간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고장

판단의주체인고장검토위원회(failure review board :

FRB)를 구성하고, 상세한 역할을 정의하여 입증 시

정기적인 고장검토회의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에서번인(burn-in) 단계는제품개발단계(설계,

제작, 설치 등)에서 유입된 결함 및 초기 운영 미숙

으로 인해 발생한 초기 고장들이 스크리닝(scree-

ning)되는 안정화 기간을 의미한다(Winkins, 2002).

4. FRACAS 기반의 신인성 관리
플랫폼

신인성 달성/입증은 결국 열차 운영과 관련된

고장 및 유지보수 데이터를 수집 및 기술적 검토

후 운영 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FRACAS의 전반적인 절차

와 데이터 흐름도 및 데이터 수집/관리 주체를 명

확화하고 체계화하여 전산화한다면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FRACAS를 전산화 및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신인성 입증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설계자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가 신인성

입증 계획 초기 단계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2) 신

인성 입증 계획 수립 시 FRACAS 수행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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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 입력 화면

명확히 수립되어야하며 고장 보고에 착수하기 위

한 절차와 이에 필요한 내용의 문서화, 근본 고장

원인의 파악을 위한 고장 분석 과정, 그리고 해당

설계, 테스트 및 관리 공정으로의 교정 조치 정보,

피드백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상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 국내 도시철도에 최적

화된 FRACAS 기반의 신인성 분석 플랫폼을 구

현하였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플랫폼(system

for collection, analysis and reporting of failures :

SCARF®)은, 특히 기능별로 모듈화 되어 있어 제작

사가 필요한 모듈만 선택적으로 도입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SCARF

플랫폼의 기본 모듈들은 일부 운영사에 설치되어 고

장 정보의 입력/관리와 신뢰성 지표 (참고용) 산출

을 위해 시험 운용되고 있다.

4.1 고장 입력 기능

각 데이터 입력 항목의 데이터 유형을 정형화하

여 드롭다운 형식으로 구현하여, 데이터 오염을

최소화하고, 입력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

터를 등록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

하였다. 또한 고장/유지보수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지연 시간들을 각각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게 구

현하여 신인성 분석 시 본 데이터를 활용한다. [그

림 5]는 개발된 신인성 분석 플랫폼의 데이터 입

력 화면을 보여준다.

4.2 고장내역 조회 기능

입력한 각 고장 및 유지보수 정보들이 저장된

DB 저장소에서 원하는 기간 별 데이터를 조회한

후 필요조건에 따라 필터 기능을 통해 정형화된

각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지정(서비스 고장 데이터,

단순 유지보수 데이터 등)하여 주요 관점의 데이

터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다.

4.3 운행거리 입력 및 분석 기능

국내 도시철도 분야에서의 신뢰성 입증은 주로

운행거리 단위인 MKBSF를 신뢰성 지표로 하여

수행된다. 이를 위해 일일 운행거리가 지속적으로

입력되어야 고장 입력 정보와 결합 및 연산(누적

운행거리/서비스 고장 건수)하여 MKBSF를 산출

할 수 있으며, 본 기능은 일일 운행거리 입력 및

누적거리 연산을 위한 지원 기능이다. 일일 운행

거리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DB 저장소에 저장

및 누적 운행거리로 산출된다. 누적 운행거리 정

보를 조회하여 각 편성의 누적 운행거리 현황(신

뢰성 목표 대비 현재 달성율)을 실시간으로 점검

할 수 있고 향후 신뢰성 입증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잔여 운행거리를 역산하여 관리하는 등의

목적으로 본 기능이 활용될 수 있다.

4.4 FRB 라이브러리 기능

서비스 고장을 판단하는 최종 의사결정체는 고장

검토위원회(FRB)이며, FRB 라이브러리(library)

기능은 통상 FRB 소집 전 고장검토회의 시행을 위

한 준비자료(상세 고장 분석결과, 회의자료 등) 및

회의 결과자료 등 각종 자료를 DB화하는 기능이

며, 신인성 입증 결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림 6]은 FRB 라이브러리 화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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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신인성 입증 결과 분석 및 조회 화면

[그림 6] FRB 라이브러리(library) 화면

4.5 신뢰성 분석 기능

신뢰성 분석에서 중요한 관점은 ‘얼마만큼 신뢰

성이 성장하고 있는가’이다. 본 기능은 수집된 거리

및 고장/유지보수 정보의 연산을 통해 신뢰성 추정

을 할 수 있고, 베이불(Weibull) 분포의 형상 모수

(shape parameter) k를 도출하여 신뢰성 추정을

수행한다. 베이불 확률밀도함수는 형상모수가 증가

함에 따라 피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형상모수가

3이면 정규분포 곡선과 유사한 대칭 형상을 가진다.

k = 1의 경우 우발 고장 기간(constant failure rate

: CFR), 0 < k < 1의 경우 초기고장기간(decrea-

sing failure rate : DFR), k > 1의 경우 마모고장

기간(increasing failure rate : IFR)으로 분류되며,

이를통해신뢰성성장추이를알수있다(O’Connor,

2012).

4.6 신인성 입증 결과 분석 및 조회 기능

신인성 분석에 필요한 입력 정보(고장/유지보수

데이터, 거리 데이터)가 완전히 입력 및 저장되면,

신인성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연산하여 각 신인

성 지표(신뢰성, 유지보수성, 가용성) 및 달성 여

부를 출력한다. [그림 7]은 신인성 입증 결과 분석

및 조회 화면을 보여준다.

4.7 신인성 관리 플랫폼 운용 시 고려사항

고장 및 유지보수 데이터는 신인성 분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입력물 이지만, 현업의 특성상 데이터

입력의 주체인 현장 담당자는 주 업무인 유지보수에

비해기록의관심도가상대적으로낮을수있고, 사용

자의 근무 여건(순환 근무, 보직 변경, 퇴임 등)에

따라균일한정보의가치를가지는기록이쉽지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 별 도구 활용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데이터 입력을 수행하는 사

용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용법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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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AS 기반의 신인성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또 다른 주안점은

데이터 관리 및 정제 작업이다. 현 시점에서 정형화

할 수없는 항목은자연어로작성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후 정기적인 데이터

검토 및 정제작업을 반복하여 수집된 데이터 및 수

집할 데이터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데이

터 분석 업무)의 배치가 필요하며, 해당 인원은 입수

데이터를 개발 수명단계에서도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FRACAS의 본 목적은 제품을 실제 운용환경

에서 사용하며 발생하는 고장을 분석하여 취약점

(유지보수에 장시간 소요, 신뢰성 낮은 아이템 등)

을 찾아내고 차후 개발 대상품에 피드백(설계적, 절

차적 방안 등)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수집된 현장 데

이터를 정제하여 개발에 참여하는 담당자와 공유하

는 것만으로도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운영사와 제작사 간에 전산화된 FRACAS

기반의 신인성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생성되

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면 각 담당 부서의 업

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고

장검토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작사와

운영사의 인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소집되어

야 하는데, 사전에 전산망으로 서비스 고장 후보

군을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고장 판단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검토 의견들을 종합하여 추후 서비

스 고장을 상세하게 정의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최근 기존의 철도 운영사 위주의 신인성 분석이,

운영사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인성 관

리(입증/검증)로 패러다임이 이동함에 따라,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의 신인성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FRACAS 기반의 신인성

관리 플랫폼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현장 작업자

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신인성을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용성 모델에 기반해

표준화된 고장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플랫폼으로

구현하였다. 운영사와 제작사 모두를 고려해 개발

된 SCARF® 플랫폼은 기존 FRACAS 솔루션들

의 단점을 보완해, 표준 시나리오 및 모델 기반의

편리한 사용 환경과 함께 모듈화를 통한 비용 절

감 및 확장성이라는 장점을 제공한다. 최근 도시

철도 차량 신인성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제안된 개념들을 반영해 개발된 SCARF® 플랫폼

은 증가하는 신인성 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국내 도

시철도의 신뢰성, 유지보수성, 가용성, 안전성 향

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된 플랫

폼을 이용하면 철도 차량의 해외수출에 요구되는

국제표준 기반의 높은 신인성 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해외 철도사업 수주 경쟁력 및 부

가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향후 과제

현재일부철도운영사에서시험운용중인SCARF®

플랫폼을 제작사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시험 운용을

통한 플랫폼의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 앞에서 기

술한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제작사가 다양한 입력

/분석 정보들을 신규 차량 설계/개발 설계/개발에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플랫폼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향후 SCARF®에 운영사-제작사-하위

부품 제작사 간 서로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

유할 수 있는공통 플랫폼 기능이 추가되면, 운용 중

인 차량에 대해서도 설계 취약점 보완 및 다종소량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 준비가 가능해 운영사와 제작

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축적된고장및유지/보수데이터를기반으로

빅데이터(big data),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의 기법을 활용하면, 고장 징후를 사전에 정확히

감지해효과적인예측정비(predictive maintenance

: PdM)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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