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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of Korea has started a research project on verification 

process and safety assessment of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CBTC) system for metropolitan railroad 

control as a 3-year project starting from 2010. As a number of companies has made efforts in securing the 

technologies for domestic production of CBTC system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develop the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 with the considerations for local environments including metropolitan train 

operations and wireless communications. And the developed systems and the RAMS related outcomes from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re subject to Independent Safety Assessment (ISA) performed by a foreign specialized 

agency and the corresponding certificates are to be issued as a part of the project.

In this paper, the RAMS management for verif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metropolitan railroad CBTC 

systems has been studied. The study includes response strategy for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the related institute and the companies, quantitative RAMS objectives, and risk 

management strategies in project fulfillment.

1. 서 론

국토해양부는 2010년 말부터 약 3년간 도시철도 열차제어를 위한 무선통신기반(CBTC,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시스템에 대한 검증체계 및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기존에 국내 기업별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CBTC시스템을 우리나라 도시철도 운영환경 및 

무선환경을 고려하여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한 사양을 개발하고, 국제수준의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도시

철도를 위한 최적의 열차제어시스템 검증 및 실용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수준의 신뢰성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철도응용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RAMS)에 대한 국제표준 IEC 62278, 철도응용 

소프트웨어의 안전에 대한 국제표준 IEC 62279, 철도응용 신호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국제표준 IEC 

62425를 개념설계부터 시스템 인수까지의 수명주기를 대상으로 관리하며, 국내 CBTC기술 보유기업이 

참여한 제작설치업체의 시스템 및 RAMS 산출물을 대상으로 국외전문기관이 독립안전평가(ISA, 

Independant Safety Assessment)를 수행하여 평가결과를 인증서형태로 발행하는 사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도시철도 CBTC 시스템 검증 및 실용화를 위한 RAMS관리를 연구하였으며, 

수명주기별 국제표준기반의 요구사항 대응전략과, 참여기관인 주관기관, 제작설치업체, 국외전문기관의 

책임 및 권한, 정량적인 RAMS목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위 관리전략을 연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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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TCS RAMS의 범위

KRTCS의 범위는 프로젝트 목표달성을 위해 자동열차방호(ATP)장치와 자동열차운영(ATO)장치를 

개발하고, 전자연동장치(EIS), 관제설비(ATS), 무선통신망을 시험선에 구축하여, 개발된 장치의 성능 

및 RAMS검증으로 정의한다. 

RAMS활동은 KRTCS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작설치업체 각각의 ATP/ATO장치 및 RAMS 활동문

서에 대한평가를 독립평가기관(ISA)에 위탁하여 요구사항 만족 시 ISA로부터 일반적용 독립평가보고서

(Generic Application Report)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모든 RAMS 활동 및 평가에 관한 요구사항

관리 및 평가의 세부내용을 KRRI가 관리하여 열차제어시스템 안전성평가체계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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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KRTCS 프로젝트 ISA 범위(그림의 “KRTCS RAMS활동범위”로 제한)

KRTCS는 그림1과 같이 ATP/ATO 지상과 차상장치 각 3식(제작설치업체별 1식), 시험선구간 약

12km에 설치된 무선통신망, 2식 이상의 전자연동장치, 1식의 관제설비로 구성되며, RAMS활동은 철도

시스템 RAMS명세 및 입증에 대한 국제표준 IEC 62278과 관련 표준을 기반으로 ATP/ATO기능 및 장

치에 대하여 수행한다.

3. KRTCS RAMS활동 및 평가 조직구성

KRTCS의 프로젝트 수행조직은 발주기관인 KICTEP, 총괄수행 조직인 KRRI(무선통신열차제어연구

단), 세부1(KRRI(Unit 1))의 KRRI, 세부2(Unit 2)의 KRNA, 세부3(Unit3)의 ETRI, ATP/ATO를 개발

하는 제작설치업체(Consortium) 및 ISA로 구성되며, 각 조직의 관계는 그림2와 같이 구성된다. 또한 각 

구성조직의 주요업무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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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KRTCS 프로젝트의 조직구성

표1. 프로젝트 구성조직의 주요업무

조직 주요업무

1. KICTEP � 프로젝트 평가 및 예산결정

2. KRRI(연구단)
� 프로젝트 일정 및 목표 관리

� 세부과제관리 및 평가

3. KRRI(Unit 1)
� KRTCS의 기능, 환경, 운영시나리오, RAMS요구사항 제시 및 시험절차 개발

� KRTCS ATP/ATO장치의 RAMS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RAMS Part의 목표)

4. KRNA � KRTCS의 기능 및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선 인프라  구축

5. ETRI
� ATP/ATO장치 지상과 차상간 상호 정보전송을 위한 무선통신기술개발

� 시험선에 ATP/ATO장치 지상과 차상간 상호 정보전송장치 구축

6. 제작설치업체

(Consortium)

� Unit 1의   KRTCS의 기능, 환경, 운영시나리오, RAMS요구사항 제시 및 시험절차 

개발업무에 참여

� Unit 1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반영한 ATP/ATO 지상 및 차상장치 개발, 설치, 시험

� Unit 1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RAMS활동

7. ISA

� Unit 1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작설치업체의 RAMS산출물 평가계획 수

립 및 평가 

� 제작설치업체의 RAMS 산출물에 대한 독립평가보고서   발행

3.1 구성조직의 책임 및 권한

KRTCS 프로젝트의 ATP/ATO 장치 RAMS를 수행 및 평가하는 KRRI와 제작설치업체 그리고 ISA의 

책임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KRRI의 책임 및 권한

� KRTCS의 RAMS활동을 RAMS산출물 목록을 준수하여 수행한다(책임).

� 제작설치업체에 KRTCS ATP/ATO장치의 RAMS요구사항을 제공한다(책임).

� 제작설치업체로부터 공문으로 수신한 수명주기별 산출물을 5근무일 이내에 해당 ISA에게 공문으로 

전달한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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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ISA로부터 공문으로 수신한 수명주기별 평가계획을 공통사항으로 정리하여 모든 제작설치업

체에게 15근무일 이내에 공문으로 제공한다(책임).

� KRTCS 예비위험원분석을 수행하여 ATP/ ATO장치에 대한 기준 위험원을 제작설치업체에 제공한다

(책임).

� 제작설치업체로부터 수집된 산출물의 기업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책임).

� ISA 및 제작설치업체가 본 문서에 정의된 산출물목록 별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ISA 또

는 제작설치업체와의 용역위탁 및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권한).

제작설치업체의 책임 및 권한

� KRTCS의 RAMS활동을 RAMS산출물 목록을 준수하여 수행한다(책임).

� KRRI가 제공하는 KRTCS ATP/ATO사양 및 시험절차서에 따라 개발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지

상 및 차상 ATP/ATO장치를 개발한다(책임).

� 제작설치업체는 ISA수행을 위해 필요한 RAMS 활동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책임).

� ISA수행과정에서 제작설치업체가 제출한 RAMS산출물에 대한 ISA평가의견(신뢰성 및 안전성향상대

책)을 반영하여야 한다(책임).

� KRTCS ATP/ATO 사양 및 시험절차, 그리고 RAMS향상을 위한 KRRI 및 ISA의 조언에 대해서는 

IPR(지적재산권)을 소유 및 주장할 수 없다(책임).

� 제작설치업체의 ATP/ATO장치가 KRTCS의 RAMS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시험선에서의 운행 시험을  성

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제작설치업체는 KRRI로부터 ISA평가보고서 및 인증서를 공식 수령한다(권한). 

� KRRI로부터 제작설치업체의 RAMS산출물별 ISA평가보고서를 해당 수명주기 완료시 수령한다(권한).

� 제작설치업체가 ATP/ATO장치 일부 구성품 또는 개발환경에 대한 별도의 안전입증자료를 이미 확보

하고, 확보된 안전입증자료가 관련문서 14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ISA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 구성품 또는 개발환경의 ISA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권한).

ISA의 책임 및 권한

� KRTCS의 RAMS평가를 본 프로젝트의 마일스톤과 RAMS산출물 목록을 준수하여 수행한다(책임).

� KRRI(Unit 1)에서 작성하는 KRTCS 기능, 환경, 운영시나리오, RAMS요구사항에 대하여 자문보고

서를 작성하여 KRRI(연구단)에게 제출한다(책임).

� 제작설치업체의 RAMS산출물이 적용규격 및 KRRI(Unit 1)의 RAMS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업체의 ATP/ATO장치 및 시운전 결과를 반영하여 독립평가보고서 및 인증서를 KRRI(Unit 

1)에 제출한다(책임).

� ISA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제작설치업체가 보완한 RAMS 산출물별로 최대 2회까지 재평가를 수행한

다(책임).

� 제작설치업체로부터 수집된 산출물의 기업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책임).

� ISA가 발행한 평가보고서의 보완대상에 대하여 설치제작업체가 최대 2회의 재평가 요청을 통해 보

완사항이 극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작설치업체의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권한).

4. 수명주기별 RAMS활동 계획

KRTCS RAMS활동은 IEC 62278의 수명주기를 기반으로 관리한다. IEC 62278의 수명주기는 시스템 

개념설계부터 폐기까지 1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KRTCS RAMS활동

은 그림3과 같이 개념설계부터 수용까지를 RAMS활동의 범위로 정의한다.

KRTCS RAMS 활동 및 평가에 대한 계획은 프로젝트 RAMS관리계획서에 제시되며, RAMS 활동 및 

평가수행 완료 전까지 KRRI(Unit 1), 제작설치업체 RAMS활동 담당자, ISA의 KRTCS담당자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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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KRTCS RAMS 활동절차(개념설계~수용)

KRTCS의 ATP/ATO장치를 개발, 설치, 시험하는 제작설치업체의 RAMS활동은 KRRI(Unit 1)가 제공

하는 RAMS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IEC 62278에 따라 작성한 후 KRRI에 평가를 의뢰하여 승

인 받아야 한다.

ISA는 KRTCS RAMS 활동 산출물의 평가를 수행하며, KRTCS 프로젝트를 통해 열차제어시스템의 

안전성 관리 및 평가체계를 KRRI가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의 범위에는 KRTCS의 기능요구

사양서의 안전성측면의 검토가 포함된다.

4.1 KRTCS RAMS 활동 및 평가일정

KRTCS 프로젝트는 표2와 같이 총 4차년(36개월)으로 구성되며, RAMS활동 및 평가는 총 7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된다. 각 단계별로 KRRI는 ISA로부터 단계별 평가계획을 수신하여 체계를 정립한 후 제

작설치업체가 평가계획을 준수하여 RAMS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RAMS산출물

의 문서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지침을 발행한다.

제작설치업체는 KRRI로부터 단계별 산출물의 작성지침을 수신하여 해당 수명주기의 설계, 제작, 시

험, 검증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ISA로부터 적용규격에 대한 산출물의 평가보고서를 수신한다.

KRTCS RAMS산출물은 총 56가지의 산출물로 구성되며, 단계별 작성지침, 작성지침을 준수한 보고

서, 보고서의 ISA보고서로 구성된다. 각각의 보고서는 제작설치업체별로 작성 및 평가가 별도로 수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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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RAMS관리 마일스톤

Phase KRTCS 마일스톤
ISA 마일스톤

단계구분 수행일정 평가대상

1차년
2010.12~2011.06

(6Mon.)
P1.1 2010.12~2011.12

KRTCS 기능요구사양서

KRTCS ISA활동계획서(작성)

KRTCS 예비위험원분석보고서(검토)

2차년
2011.07~2012.04

(10Mon.)

P2.1 2011.10~2011.12
KRTCS RAMS관리계획서

KRTCS RAM예측보고서

P2.2 2011.10~2011.12

KRTCS SHA보고서

KRTCS S/W요구사양서

KRTCS S/W관리계획서

P2.3 2011.12~2012.02

KRTCS SSHA보고서

KRTCS IHA보고서

KRTCS O&SHA보고서

3차년
2012.05~2013.02

(10Mon.)

P3.1 2012.03~2012.06

KRTCS V&V계획서

KRTCS S/W구조설계 계획서

KRTCS S/W모듈설계 계획서

P3.2 2012.07~2013.06

KRTCS S/W모듈시험 보고서

KRTCS S/W통합시험 보고서

KRTCS S/W & H/W통합시험 보고서

4차년
2013.03~2013.12

(10Mon.)
P4.1 2013.07~2013.12

KRTCS S/W검증 및 평가보고서

KRTCS V&V보고서

KRTCS Safety Case

5. 결 론

KRTCS프로젝트는 철도안전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념설계부터 시작품 검증까지 개발수명주기 전주기

에 적용하고, 단계별 산출물을 국외 전문기관에 의해 단계별로 검증하는 최초의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KRTCS의 RAMS활동 및 평가를 통해 열차충돌 및 탈선과 관련된 안전필수 장치의 개발 수명주기에 대

한 ISA 평가를 위한 산출물의 작성지침이 KRRI에 의해 정립되며, 이러한 체계의 수립을 통해 향후 철

도시스템의 다른 안전필수 장치 RAMS활동 등에 대한 가이드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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