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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RAMS 목표 설정 방법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목표 

설정 방법인 산술식은 다양한 철도운영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철도 RAMS 전용 시뮬레이션 S/W를 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법과 철도 RAMS 전용 시뮬레이션 S/W 활용한 방법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RAM 목표 및 정책을 설정 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안한다.

주요어 : RAMS, RAM 목표, 신규 노선, 철도 RAMS 전용 시뮬레이션 S/W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신규 노선의 RAM 목표값 설

정 시 기존의 산술식을 이용한 방법과 철도

전용 RAMS 시뮬레이션 S/W(NemoSIM)를 활용

한 방법으로 RAM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RAM 목표 및 정책 설정 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안한다.

2. 본 론

2.1 가정

2.1.1 철도운영환경

본 연구에서는 목포~제주도 간 고속철도를 

신규 노선으로 건설한다고 가정하고 2011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자료[1]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환경 및 운행계획을 설정하였다.

정차역은 목포역과 제주도역이며, 영업거리는 

167km이다. 표정속도는 240km/h이며 운행 

시간은 약 40분이다. 운행계획은 연간 열차 횟수는 

44,010회, 연간 운행 거리는 7,349,670km로 

설정하였다.

2.1.2 전제조건

(1) 연간 정시성 98% 이상을 만족함

(2) 정시 도착 기준은 일정하며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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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시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편성        

    수, 서비스 가용도 등 적합한 시스템   

    성능이 요구됨

(4) 철도시스템은 차량, 전력, 신호, 궤도로 구성됨

2.2 연구진행 절차 및 방법

설정한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김종운 등[2]이 

연구한 정시성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서비스 신뢰도 목표값 설정에서 사용한 방법

(산출식)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에서의 RAM 

목표를 설정했다.서비스 가용도는 RFP 서비스 

가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95%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장애 및 사고는 기술적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

한다고 가정하였다. 제주 해중 고속철도시스템

(이하 신규 노선) 전체의 MKBSF를 산정하고, 

가중치 비율에 따라 차량시스템, 전력시스템, 

신호시스템, 궤도시스템의 신뢰도 목표값을 

Table 1같이 할당하였다. 

Table 1 Service Reliability Target of new railway line

이후 기존 연구에 따라 설정된 신규노선의 

서비스 목표값을 시뮬레이션 S/W에 입력하여 

정시성 기준 98%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편성 수량을 Table2 같이 계산하였다. 시뮬레

2017 년도 한국철도학회 추계계학술대회 논문집         KSR2017A066

System Rate MKBSF(km) MTBSF(hour)
rolling stock 53% 20674.32 86.43

signal 30% 36646.53 152.69
power 5% 219879.20 916.16
track 12% 91616.33 381.73



이션 기간은 3년이며, 반복횟수는 30회이다.

Table 2 Setting the number of rolling stock

초기 편성 수량 산정 후 기존 연구방법과 

시뮬레이션 S/W을 이용한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위에서 산정된 초기편성 수량을 고정하였다. 

더불어 기존 연구 방법에서는 고려하지 못했

던 시스템별 평균 고장시간(MTBSF)과 평균수

리시간(MTTR), 운영계획 및 운영환경 등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조건을 모델링하였다. 

기존 연구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계산된 

시스템별 서비스 목표값인 MKBSF를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키며 입력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싱서 조건 98%를 최초로 만족하는 

신뢰도 목표값을 산출한 결과는 Table3과 

같으며, 산술식과 시뮬레이션 S/W를 이용한 

목표값 산출 결과를 비교하면 Table4와 같다. 

즉, 정시성 기준 98%를 만족하는 신뢰도 

목표값을 산정 결과 비교하면 기존 연구에 

비해 시뮬레이션 S/W를 이용한 방법이 신뢰도 

목표값이 31%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방법과 시뮬레이션 

S/W를 활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시성 98%를 

만족하는 신뢰도 목표값을 산출해 보았다.

두 방법을 비교하면 기존연구가 시뮬레이션 

S/W를 활용한 방법에 비해 31% 높은 수준의 

신뢰도 목표값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철도운영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S/W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과도

하게 신뢰도 목표 값이 설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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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umber of 
rolling stock Punctuality (%) Service 

availability (%)
1 6 73.49 74.29
2 7 82.25 83.13
3 8 91.19 92.16
4 9 94.95 95.92
5 10 98.07 99.03
6 11 98.53 99.61
7 12 99.88 99.94

Case Decrease rate
The service reliability target of system(MTBSF)

Punctuality (%) Service availability (%)
rolling stock signal power track

1 -10% 77.79 137.42 824.55 343.56 98.51 99.65
2 -15% 73.47 129.79 778.74 324.47 98.45 99.63
3 -20% 69.14 122.16 732.93 305.39 98.22 99.54
4 -25% 64.82 114.52 687.12 286.30 98.12 99.49
5 -30% 60.50 106.89 641.31 267.21 98.15 99.54
6 -31% 59.64 105.36 632.15 263.40 98.09 99.50
7 -32% 58.77 103.83 622.99 259.58 97.91 99.42

Table 3 Setting service reliability target using simulation software

Classification Number of 
rolling stock

The service reliability target of system(MTBSF)
Punctuality (%)

rolling stock signal power track decrease rate
Existing research 11 86.43 152.69 916.16 381.73 31% 98.00

Simulation software 59.64 105.36 632.15 263.4 98.08

Table 4 Comparison of existing research results and simulation software results for the service reliability targ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