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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lots of efforts to get more and more higher level of reliability, maintainability, 

availability, and safety in all the railway system development process. To do a RAMS 

activity and process very effectively, many an information is required based on operational 

knowledge and manufacturer's engineering technology together. But some interests between 

organization in demand sector and manufacturers in supply makes it difficult to do. 

This paper, for this reason, presents an idea about the activities and process for SR001 

system, which is newly under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by SMRT. Especially, we 

provide it with some idea how to integrate every activity and process and to analyze it 

specifically for system level as well.

With these efforts, we provide a typical RAMS process of SR001 that could be applicable 

to other rolling stock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ver total life cycle phases.

1. 서  론

5678서울도시철도에서는 국내 운영기관 최초로 전동차 제작조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까지는 제작자와 운영사간의 업무가 구분되어 제작 및 운영단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하였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운영경험을 제작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그 성과로 SR001 전동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SR001도 최근 기술동향에 맞추어 RAMS 기술을 도입하였고, 국가 R&D사업, 

운영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뢰성 활동들, 최근 발주시에 고려되는 RAMS 활동 등을 벤치

마킹을 하여, 신규 전동차에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개발 및 적용하였다.

RAMS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문적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기관의 충분한 필드

경험과 제작업체의 제작 노하우 등이 결합되어 최적화된 RAMS 기술과, 지속적인 RAMS 

기술을 운영단계의 RCM을 발전하여 생애주기 동안의 신뢰성 활동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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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001 Project에서의 RAMS 기술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을 기반으로하여 운영사의

필드경험을 극대화하여 향후 운영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RAMS 기술과 RCM을 개발하고 적용

하기 위하여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공사의 필드 경험이 제작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특히 신뢰성 활동은 공사와 공동제작사, 주요 부품사, 신뢰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RAMS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성 활동은 차량이 완

료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행하게될 유지관리 단계와 나아가서는 내구연한이 종료

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필드에서 발생된 운영데이터는  

제작사로 피드백되어 고품질 및 고신뢰성 제품으로 보완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SR001의 

신뢰성 기술을 발전시켜 RAMS Process를 정립하고 적용하므로서 국내 철도차량분야에서의  

신뢰성 기술을 선도하고자 한다.

2.  RAMS 적용

  RAMS를 제작사양에 포함하여 설계 및 제작시부터 신뢰성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운영

사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제작사 및 부품사의 제작 경험을 가지고 각각 신뢰성 담당자를 

두어 수십차례의 교육 및 미팅을 통하여 분석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가고 분석결과와 실제 운행시 발생될 수 있는 차이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의 하여 최적화 방안에 대해 적용코자 한다.

 

2.1 RAMS Process 

  그림1은 KS C IEC 62278의 규격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수명주기와 관련된 업무 단계를 정

리한 그림이며, RAMS 분석 후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운행

단계에서의 RCM 적용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RAMS Process를 따르고자 한다.

그림 1 시스템 수명주기와 RAMS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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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AMS PROCESS

2.2 신뢰도 분석

2.2.1 분석 방법

  신뢰도 분석에 앞서 5678호선 전동차 운행중 발생한 필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위험도 

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제작품질 및 운영단계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RAMS를 적용하였다. 업무 추진을 위해 공사와 장치별 

제작사 및 신뢰성 전문기관과 각각 신뢰성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동 작업을 통해 제작 공정 

전반에 RAMS를 적용하였다. SR001 RAMS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기관의 knowhow와 

제작사의 제작적인 측면 및 신뢰성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향후 운영단계를 

지나 생애주기 동안의 신뢰성 활동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의 신뢰성 

전문가들은 신뢰성 분석 대상 선정에서부터 각 단계별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해서 RELEX2011

이라는 신뢰성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예측, 고장모드영향분석, 고장나무분석 등을 

수행하였고, 향후 FRACAS를 통해서 신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신뢰도 예측을 위하여 전동차의 부품 구조를 분석하여, 신뢰도 예측을 위한 BOM(Bill 

of Material)을 작성하였으며, 그림3과 같이 기 운영중인 5678서울도시철도 BOM체계를 기준

으로 12개장치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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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R001 전동차 부품 구성 체계(신뢰도 예측용)

2.2.2 신뢰도 예측

  SR001전동차의 12개장치로 구분된 시스템/어셈블리/부품 등을 장치별 특성에 맞게 7레벨 

약 1,800여개의 부품(Part)을 선정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부품에 한해서 신뢰도 예측을 수행

하였다.

  신뢰도 예측에 사용된 각 단위부품의 고장률 또는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는 

부품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신뢰도 데이터를 우선 적용하였다.(예:LED직관등의 경우 50,000시간), 

전기/전자 부품의 경우 개별 부품의 신뢰도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모델링 규격이 있으나, 

기계류의 경우엔 제한적이어서, 기계류의 개별 부품 수준의 고장률 예측은 NPRD95(Non-electronic 

Parts Reliability Data)를 통해 예측하였고, 개별 부품의  조합이라 할 수 있는 SR001전동차량의 

시스템 수준에서는 MIL-HDBK-217FN2 모델을 적용하여 전동차 차량의 외적 요인, 즉 환경

적 운용조건 등을 고려한 고장률 재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계산모델 MIL-HDBK-217F N2

고장률 라이브러리 NPRD95

작동 온도 30℃

작동 환경 GM-Ground Mobile

표 1 고장률 및 MTBF 산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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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뢰도 예측 화면

 그림 4는 신뢰도분석 Program을 활용하여 신뢰도 예측한 결과를 보여준다.

2.2.3 RBD(Reliability Block Diagram)

  시스템내의 고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RBD를 작성하였다. RBD에서 표현되는 각 블록은  

각 구성요소 및 서브 시스템에 해당하는 신뢰성을 나타내며 시스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건을 나타내기도 한다. RBD는 일반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비록 RBD의 구성이 물리적인 구성도와 유사하지만 일부 경우에서는 고장의 메커니즘을 나타

내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인 구성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 때문에 RBD는 

물리적인 구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의 메커니즘 및 기능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기능블록도는 운행단위인 편성레벨을 비롯하여 차호 및 시스템 레벨에서의 기능블록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5는 편성레벨에서 작성한 기능블록도이며 주요장치는 병렬구조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시스템이 직렬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전동차 편성단위에서의 R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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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동차량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기능 블록도를 작성하였다. 즉 출입문을 제어하기 위해

서는 컴퓨터장치, 전기장치, 출입문장치 등 여러장치가 조합되어 승객출입문을 제어하므로 

기능별 RBD가 효과적일 수 있다. 출입문 제어 기능 등 10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여 기능블록

도를 작성하였다.

2.2.4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는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상향식(bottom-up)형태의 업무

구조를 제공하며, 상세한 서브시스템 설계 정보는 신뢰도 예측의 정량적 분석을 지원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신뢰성 분석단계의 모든 업무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고장모드 및 영향을 분석 업무일 것이다. 그림6은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한 결과의 일부분이며, 

운영사와 부품별 제작사 및 신뢰성 전문기관에서 가장 시간이 소요된 분석기법이다.

  FMEA 작성을 위해 각 항목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Failure Detection Method으로는 

모니터확인, 육안점검, 동작 및 기능점검, 시험 및 측정점검 분해 및 정밀검사, 검출 불가능 

유지보수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항목으로 정의하였으며, 예방점검을 위한 방법을 기재로는 

시간을 정해서 직접적으로 고장을 예방하는 방법인 TD  (Time Directed), 상태검사로서 정

기검사와 유사한 CD(Condition Directed), Spare 타이어 같이 평상시 사용하지 않으나 여행

가기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과 같은 FF (Failure Finding) 고장난 후 유지보수하는 RTF 

(Run-To-Failure), 재설계로 구분하여 반영하였다.

그림 6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 예시

  그림 6과 같이 분석된 FMEA.중 고장모드는 신뢰성 프로그램인 RELEX에서 8,000여개의 

모드를 추출하고 운영사의 과거경험과 제작사의 설계경험을 토대로 ASS’Y레벨에서 1,200여

개의 고장모드를, PART레벨에서는 3,200여개의 고장모드(Failure Mode)를 정의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그림 7, 8과 같다. 이렇게 정의된 항목들은 RCM을 위한 기본 지침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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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SSY레벨에서 고장모드

      

그림 8 PART레벨에서 고장모드

2.2.5 CA(Criticality Analysis)

  SR001는 발주전 고장 및 장애사례를 분석하여 예비위험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설계단계

에서부터 위험도분석을 수행하여 열차의 안전성을 도모하였다. 심각도와 발생빈도를 정의하여  

평가 매트릭스를 정립하였고 치명도 분석(Criticality Analysis)시 고려되었다.

구   분 등   급

C1 C2 C3 C4 C5

미미한
(Marginal)

심각한
(Serious)

중대한
(Critical)

치명적인
(Catastrophic)

재난이 발생가능한

(Disastrous)

서비스
(Service)

서비스지연
(Disruption to 
line services)

<10 mins
(10분미만)

>10 mins
<1 hours

(10분 이상~
1시간미만)

>1 hours
<8 hours

(1시간이상
~

8시간 미만)

>8 hours
<1 day

(8시간이상~ 
1일 미만)

>1 day
(1일 이상)

안전성
(Safety)

사  망
(Fatality)

0 0 0 1 >2

중  상
(Major Injury)

0 0 >1

경  상
(Minor Injury)

0 >1

표 2 심각도 정의

 

등   급 정량적인 범위

F5
빈번한

(Frequent)
More than 10 times per year (연간 10회 이상)

F4
가능성이 있는

(Probable)
Once to 10 times per year (연간 1회 ~ 10회)

F3
때때로

(Occasional)
Once every 1 to 10 years (10년1회 ~ 1년1회)

F2
가능성 희박한

(Remote)
Once every 10 to 100 years (100년1회 ~ 10년1회)

F1
가능성이 없는

(Improbable)
Less than once every 100 years (100년 1회 이하)

표 3 발생빈도 정의

            심각도

 발생빈도

C1 C2 C3 C4 C5

미미한
(Marginal)

심각한
(Serious)

중대한
(Critical)

치명적인
(Catastrophic)

재난이 발생가능한

(Disastrous)

F5
빈번한

(Frequent)
B A A A A

F4
가능성이 있는

(Probable)
B B A A A

F3
때때로

(Occasional)
C B B A A

F2
가능성 희박한
(Remote)

C C B B A

F1
가능성이 없는
(Improbable)

C C C B A

표 4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

 

등급 매트릭스 정의 조치행위

A
수용불가능한

(Unacceptable)

허용할 수 없는 위험원이며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B
허용가능한

(Tolerable)
적절한 통제 및 동의시 수용 할 수 있음.

C
수용가능한

(Broadly Acceptable)
어떠한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음. 

표 5 매트릭스 정의

2.2.6 FTA(Fault Tree Analysis)

  전동차량은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으로 안전운행을 최우선한다. FMEA를 통해 부품의 

고장모드를 예측하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면, FTA는 시스템에서 발생

할 영향 즉, 결함에 대하여 원인이 무엇인지 역추적하는 신뢰성 기법이다. 시스템에 결함을 유발

시키는데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연역적 방법으로 추론하고 관계를 Boolean 대수를  

이용하여 도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를 모델링하고 계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각 단위 부품의 고장을 기본 고장(primary failure or 

basic event)이라 하고, 시스템의 결함 상태를 시스템 고장(top event or system failure)이

라 하여 이들의 관계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FMEA를 통해 얻어진 Top event 101

개이며 분류에 따른 표6과 같으며, 그림9는 객실모니터링 실패 FTA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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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TA 사례

연 번 구 분 갯 수 비 고

1 열차운행관련 63개

2 승개서비스관련 15개

3 안전관련 8개

4 기타관련 15개

표 6 Top Event 분류

2.2.7 정비도 분석 

  설계단계의 정비 속성은 정비도(Maintainability)이다. 따라서 운영 단계의 정비(Maintenance 

Task)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정비도의 분석은 신뢰도와 FMEA 분석을 통해 정비도 

분석을 통해 운영단계의 정비활동의 방향을 정의하고자 한다.

2.2.8 FRACAS(Failure Reporting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최초 수립된 신뢰도 목표치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에 고장데이터를 수집한다. 

고장데이타의 수집은 FRACAS(Failure Reporting and Corrective Action System)적용하여 

이루어지며, 생애주기동안 수행될 예정이다.

3.  운영단계에서의 RCM 적용

  SR001의 개발 및 단계별 RAMS 적용을 위한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AMS 

Process를 설계 및 개발 그리고 운용유지 단계로 정의하였다. 5678서울도시철도 운용기관의 

입장에서 SR001 시스템은 하나의 자산이며 따라서 개발과 운용유지의 관점에서 효율은 시

스템의 전 수명주기 동안의 가장 큰 과제이다. 특히 자산의 운용 단계에서의 유지보수 업무는  

설계단계의 RAMS 그리고 운용단계의 지원성(Supportability) 및 Logistics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SR001 차량에서는 RCM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기획

하고 있다.

- 설계 단계의 RAMS 목표를 통한 고객서비스 기능 유지

-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와 운영

- 최소 유지보수 비용

- Life Cycle Cost의 최소화

- 서비스 경쟁력의 확보

그림 10 SR001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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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CM을 위한 사전 단계

  설계단계의 RAMS분석은 RCM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특히 경험적인 자료 또는 

분석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전적으로 설계단계의 RAMS 정보에 의존한 운용유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SR001의 경우 설계 단계의 RAMS 정보를 기준으로 운영자료

수집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즉 FRACAS개념을 적용하여 RCM 수행에 대한 Workflow를  

설정하였다.

3.1.1 RAMS 분석을 통한 치명도 요소의 식별

  SR001의 경우 치명도는 안전(Safety)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비 또는 유지보수 측면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였다. 설계단계의 기능적 FMEA, 하드웨어 FMEA를 통해 식별된 개별 고장 

모드의 발생 가능성을 FTA를 통해 정량적인 확률로 표현하고 이와 연관된 고장의 원인을 

RCA측면에서 분류하고 고장의 영향을 안전과 정비와 연관하여 MPA(Maintenance Planning 

Analysis)를 수행한다.

3.2 RCM 체계

  RCM의 기본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정비활동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 시스템 

또는 과거 운영자료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 이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설계단계의 RAMS정보를  

RCM활동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계 단계의 RAMS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RCM활동을 수행하기 준비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절차를 기술한다. RCM활동은 목적과 활용 그리고 활동의 대상이 되는 시스

템의 속성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의미

한다. SR001의 경우 RCM을 전제로 설계단계의 RAMS 분석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림 2의 

RAMS Process와 같이 모든 정비 활동의 출발점을 SR001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에 대한 식별을  

신뢰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식별된 개별 시스템의 특성을 RAMS 분석을 통해 분류

하고 최종적으로 TMA(Total Maintenance Activity)가 필요한 고장의 유형을 분류한다. 

TMA는 SR001의 운영단계의 출발점이며 RCM활동이 시작되는 영역이 된다.

3.2.1 RCM 단계별 구축 내용

  RAMS 분석을 통해 RCM활동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특성을 식별한 이후의 RCM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FMEA 및 CA 분석을 통해 SR001 시스템의 안전 및 유지보수성의 특성을 기준

으로 주요 고장유형을 정리하면 그림 7,8과 같다. 전체의 고장유형 중에 발생비율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Pareto Diagram을 통해 안전을 기준으로 상위 20% 정도의 

고장유형을 TMA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 2단계 : 안전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기준으로 CM 및 PM 활동을 분류한다.

○ 3단계 : 식별된 CM 활동의 대상 고장 유형에 대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한다. 대개의 경우 기준은 SR001의 서비스 및 시스템 신뢰도, 가용도(또는 Downtime) 

그리고 정비도이다. 가용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 최적의 예비부품 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로 FRACAS 자료 최적 산출 모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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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식별된 PM 활동의 대상 고장유형애 대하여 PM활동의 내용을 세분화한다. 대개의 

경우 PM활동은 비용 대비 효율의 최적화가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PM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정비 재원에 대한 FRACAS 자료 수집체계와 실제 활동의 비용을  

주요한 기준으로 한다.

그림 11 RCM 활동

○ 5단계 : 안전은 SR001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CM, PM활동 또는 비용 관점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고장 유형과 운영단계를 통해 경험적

으로 식별된 치명적 요소를 기준으로 Primary Maintenance를 정의한다. 위 5단계 과정은 

앞선 RAMS 분석 단계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구한다.

4.  결  론

  국내 철도시스템 분야에서 RAMS 기술을 도입, 적용 및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의 철도는 정시성과 서비스성 그리고 안전성 등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런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사 또는 제작사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SR001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및 현실에 

맞는 RAMS 기술과 RCM 활동을 통해서 사용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RCM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유지보수활동이며 서울도시철도의 입장에서는 하

나의 자산을 운용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최적화 된 운용유지를 위해 SR001을 설계 및 제작 

그리고 운용하는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운용유지의 정책적 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RCM활동에  

설계단계의 RAMS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 또는 유사정보가 없는 경우의 RAMS 또는 RCM활동에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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