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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RAMS1는 필수 요구사항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전소, 

철도, 플랜트, 항공 등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신뢰성/가용성/정비성 요구사항이나 안전성 

요구사항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내 철도분야를 예로 들면, 철도안전법 시행으로 설계, 

제작/설치, 시험 및 시운전, 영업운전 단계별 안전성 요구사항을 법적인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안전성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및 정비성 

활동이 기반이 된다.  

 

1.1 목적  

RAMS 분야의 주요 활동과 기법은 산업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장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수행하고 있거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명주기 단계별 RAMS 활동이나 방법과 

상용 소프트웨어인 RAM Commander의 분석 모듈 체계와 적용사례를 소개한다. 

 

1.2 범위  

RAMS 활동은 산업별 규정이나 규격에 따라 주요 활동과 기법은 차이가 있지만 현장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명주기 단계별 주요 

활동 방법과 기법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1.3 참고문헌  

[1] Reliability Toolkit: Commercial Practices Edition, RAC 

[2] IEC 62278: Railway applications - The specification of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RAMS) 

[3] IEC 62279: Railway applications - Communications, signaling and processing 

systems-Software for railway control and protection systems 

[4] IEC 62425: Railway applications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Safety related electronic systems for signaling 

[5] IEC 60300-1: Dependability management. Part 1: Dependability programme 

management.  

[6] IEC 60300-2: Dependability management. Part 2: Dependability programme 

elements and tasks. 

                                                
1 신뢰성(Reli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정비성(Maintainability) 및 안전성(Safety)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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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명주기 단계 RAMS 활동 및 기법  

개념 단계에서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제품의 수명주기 단계별 RAMS 활동에는 프로그램이나 기

업에 따라 신뢰성 요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기업에 공통

적인 부분인 설계(Design), 분석(Analysis), 시험(Testing), 생산/운영(Production/Operation) 단

계에서의 RAMS 활동 및 기법을 설명한다. 

 

2.1 설계 단계  

부품, 어셈블리, 기기/시스템의 고유 신뢰성과 정비성은 설계 단계(부품 선정이나 관리)에서 

출발하고, 설계의 결정에 따라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 내내 고유 신뢰성과 정비성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품, 어셈블리, 기기나 시스템의 설계 시 신뢰성 측면에서 다루는 

주된 관심사를 정리해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부품, 어셈블리, 기기/시스템의 신뢰성 주요 활동 

No. 항목 신뢰성 주요 활동 

1 부품 

• 부품 선정, 적용 및 관리 

• 특별한 부품 고려사항: 성능 한계, 신뢰성 한계, 제조사, 기술 성숙도 

등 

• 부품 스트레스 부하경감(Derating) 

• 부품 고장 유형 및 메커니즘 

2 어셈블리 

• 열 관리 

• 내부 연결 기술 

• 전원장치 설계 체크리스트 

• 시험용이성(Testability) 기준(어셈블리 수준) 

3 기기/시스템 

• 고장 허용 범위(Fault tolerance) 

• 환경 요소 정의 

• 신뢰성 중요 항목(Critical Item Reliability) 

• 소프트웨어 신뢰성 

• 시험용이성(Testability) 기준(시스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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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항목 신뢰성 주요 활동 

• 시스템 전자기 지침 

• 기계류의 고장 메커니즘 

• 비활동 상태에 대한 고려 사항 

• 시스템 정비성 개념 

• 제품 검토 체크리스트 

 

2.2 분석 단계  

RAMS 분야에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을 이하 절에 소개한다. 우선 표 2-2는 설계 단계 동안 

적용할 경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신뢰성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분석 기법이다. 

 

표 2-2. 신뢰성 분석 기법 

No. 분석 기법 목적 적용 

1 

Reliability 

Modeling, 

Allocations, 

Predictions 

• 설계의 정량적인 신뢰성 평가 

• 신뢰성 관련 설계 결정을 위한 

방향 제시 

• 설계 초기에 수행 

• 새로 설계된 하드웨어에 더 이득 

• 모든 종류의 하드웨어에 적용 

가능 

2 
Fault Tree 

Analysis (FTA) 

• 시스템 성능상의 결함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하향식 

기능 분석 

• 하나의 원하지 않는 특정한 사

상을 정의하기 위한 체계적이

고 연역적인 방법 

• 주요한 관심사가 안전성, 인적 

오류나 어떤 정상 사상일 때 초기 

제품 설계 동안에 사용 

• 범위가 제한적이고 FMECA보다 

이해하기가 더 쉬움 

• 분석 결과는 제품이 만들어진 

후에 문제해결을 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 

3 FMEA/FMECA 

• 개별 고장과 고장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 

• 치명적인 고장 유형을 

규명하고 순위를 정함 

• 설계 초기에 수행 

• 모든 가능성 있는 고장 유형의 

조사가 중요할 때 사용 

• 치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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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석 기법 목적 적용 

• 인터페이스 문제를 규명 더 적합(예: 제어 시스템) 

4 
Sneak Circuit 

Analysis (SCA) 

• 부품 고장으로 야기되지 

않는 시스템/기기의 고장을 

규명 

• 원하지 않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로직의 

결함을 규명 

• 원하지 않는 작동 상태를 

유발하는 설계상의 실수를 

규명 

• 비용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설계를 동결하기 전에 수행 

• 임무와 안전성이 중요한 기능 

• 인터페이스가 많은 하드웨어 

• 시험이 복잡한 시스템 

5 
Worst Case 

Circuit analysis 

• 컴포넌트의 변동성으로 인해 

공차가 변동되는 회로를 평가 

• 극한의 환경이나 동작 

조건하에 모든 최악의 경우의 

적합하지 않은 공차의 동시 

존재를 평가 

• 부품 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주 

적용하지는 않음 

• 회로상의 공차가 아주 중요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 

 

2.2.1 시스템 신뢰성 모델링 

신뢰성 블록도(RBD)나 Fault Tree를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된 형태로 시스템을 모델링한 후 

분석적인 방법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가용도, MTBF, MTTF, 

유지보수 전략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석 기법: RBD(Reliability Block Diagram), Fault Tree, Event Tree, Markov 등 

 

2.2.2 신뢰성 예측(Prediction) 

신뢰성 예측 방법은 통계 기반의 경험적인 방법과 결정론적 고장물리(Physics-of-failure)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결정론적 고장물리 방법은 제품의 기대 수명에 대한 설계의 충분한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계적인 스트레스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자 제품은 복잡성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경험적인 방법이 전자 시스템의 신뢰성 예측에 널리 사용되었다.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신뢰성 예측(고장률 또는 MTBF 예측) 기준서는 다음과 같다. 

 전자 부품 기준서: MIL-HDBK-217F, Telcordia SR-332, RIAC 217Plus, IEC TR 

62380(RDF-2000), GJB/Z 2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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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부품 기준서: NSWC-98, NPRD-2011 

 

2.2.3 FMECA(Failure Mode,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고장 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은 기기나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 고장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스템이나 하위 경계 수준에서 잠재 고장 유형을 검토하는 신뢰성 평가와 

설계 검토 기법이다. FMEA/FMECA 접근 방법은 크게 기능적인 접근 방법과 하드웨어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FMEA 종류: Design FMEA, Process FMEA, System FMEA, Hardware FMEA, 

Software FMEA, etc. 

 

2.2.4 내구성(Durability) 분석 

내구성 분석은 마모 현상에 관련된 잠재적인 설계 문제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 

이 프로세스는 수명 주기 동안의 부하와 스트레스(기계, 열, 전기, 화학), 제품 구조, 재료 속성, 

제품 결함, 고장 유형 및 고장 메커니즘의 평가를 통해 수행하게 된다. 교량, 항공기 날개, 기타 

품목의 안전여유(Safety Margins)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2.2.5 정비성(Maintainability) 분석 

기기의 유지보수나 수리 정책을 최적화하거나 정비성 척도(MTTR, Mean Downtime 등)의 

예측 및 할당하는 방법이며, 잠재 고장 유형 및 영향을 기반으로 필요한 정비성 설계 특성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이다. 

 

2.2.6 RCM(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신뢰성중심정비(RCM)는 전반적인 안전성과 가용성 향상,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기기나 

구조물에 필요한 안전성이나 가용도 수준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달성할 예방 정비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이다.  

 

2.2.7 가용성(Availability) 분석 

가용성은 수리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임의의 어느 시점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을 

확률로 정의되며 시스템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가용성은 

비가동시간(Downtime)의 형태에 따라 고유가용성, 성취가용성, 운영가용성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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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위험도(Risk) 분석 

안전성의 정량적인 척도인 위험도는 위험한 사상(Event)의 발생 빈도와 결과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위험(Hazard)을 규명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O&SHA(Operating and Support Hazard Analysis) 

 HAZOP(Hazard and Operability) study 

 FTA(Fault Tree Analysis) 

 ETA(Event Tree Analysis) 

 HRA(Human Reliability Analysis)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RBD(Reliability Block Diagram) 

 

2.2.9 안전 무결성(Safety Integrity) 

안전무결성수준(SIL; Safety Integrity Level)은 안전 관련 시스템에 할당될 안전 기능에 대해 

안전무결성 요건을 명시하기 위한 별개의 수준을 의미한다. 여기서 안전무결성은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이 모든 규정된 조건하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가능성 또는 확률’로 정의된다. 이는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이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하드웨어의 

우발고장(Random Failure)에 관련되는 Hardware Safety Integrity와 소프트웨어, 품질 및 개발 

절차 등의 체계고장(Systematic Failure)에 관련되는 Systematic Safety Integrity가 모두 

포함된다. 

  

2.2.10 기타 분석 방법 

 Sneak Circuit Analysis 

 Testability Analysis 

 Thermal Analysis 

 Finite Element Analysis 

 Electromagnetic Analysis 

 Life Cycle Cost Analysis 

 Physics of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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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험 단계  

시험은 품목의 특성 또는 성질을 측정, 정량화 또는 구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험을 

의미한다.  시험의 종류로는 기능/성능 시험, 환경 시험, 신뢰성 시험, 안전성 시험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신뢰성 시험의 목적에 따른 분류는 표 3과 같다. 

 

표 2-3. 신뢰성 시험 종류 

No. 목적 신뢰성 시험 종류 

1 신뢰성 향상 
• 신뢰성 성장 시험(RGT: Reliability Growth Test) 

• 초가속수명시험(HALT: Highly Accelerated Life Test) 

2 
신뢰성 

보증(수락) 

• 신뢰성 보증 시험(RQT: Reliability Qualification Test) 

• 생산 신뢰성 수락시험(PRAT: Production Reliability Acceptance Test) 

3 결함 출하 예방 

• 환경 스트레스 스크리닝(ESS: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 번인 시험(Burn-in Test) 

• HASS (Highly Accelerated Stress Screening) 

4 신뢰성 추정 
• 수명 시험(Life Test) 

• 가속수명시험(Accelerated Life Test) 

 

2.3.1 수명 시험(Life Test) 

수명 시험은 정상 조건에서의 수명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을 통해 얻은 고장 

자료로부터 대상 제품의 수명 분포를 추정하고, 평균수명, 고장률 등과 같은 신뢰성 척도를 

분석한다. 

 

2.3.2 가속수명시험(Accelerated Life Test) 

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정상 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수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가속수명시험으로부터 얻은 고장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조건에서의 수명 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수명 대 스트레스 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주요 모델은 다음과 같다. 

 수명 대 스트레스 관계식: Arrhenius, Eyring, Inverse Power Law, Cumulative 

Dama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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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신뢰성 성장 시험(Reliability Growth Test) 

신뢰성 성장은 시험, 분석, 시정조치(Test, Analyze and Fix: TAAF) 프로그램에 의해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성이 향상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신뢰성 성장 분석 모델: AMSAA, Duane, Crow Extended, etc. 

 

2.3.4 신뢰성 보증 시험(Reliability Qualification Test) 

계약 또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신뢰성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이다. 다시 말해 신뢰성 보증시험(RQT)에 합격되었다는 것은 소비자가 대상 품목을 

사용하도록 생산자가가 제품을 출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성 보증시험에는 

특성(계량형, 계수형), 샘플링 방법(고정, 축차), 수명분포(지수, 정규, 와이블 분포)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2.3.5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 

실험계획법이란 제품이나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찾거나 최적화하기 위한 

기법이다. 

 

2.3.6 FRACAS(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제품 개발, 시험, 생산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고장)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추적하여 시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관리 시스템을 고장 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 시스템(FRACAS)이라 한다. FRACAS는 시정 조치를 확인하고 시행할 때 보조하기 

위해 제품이나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고장과 문제점, 근본 원인, 고장 분석을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FRACAS의 순서도는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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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YES

시작 고장 관측
운영상의 
성능 시험

시정 조치 
통합

시정 조치의 
유효성 결정

시정 조치를 
모든 제품에 

적용
고장 기록

고장 확인

고장 격리

의심스러운 
품목 교체

의심스러운 
품목 확인

고장 분석

자료 검색

근본 원인 
규명

시정 조치 
결정

 

그림 2-1. FRACAS 순서도 

 

2.4 생산 및 운영 단계(Production & Operation)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제조의 변동성 관리: 통계적 공정 관리(Statistical Process Control) 

 품질 및 신뢰성 개선 

 검사(Inspection) 

 근본 원인 고장 분석(Root Cause Failure Analysis) 

 수명 연장 평가(Life Extension Assessment) 

 FRACAS(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Hazard Log 

 RCM(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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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분야 RAMS 활동 범위 

철도 분야의 RAMS 활동은 크게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 단계별 RAMS 활동과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단계별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3.1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 단계별 활동 

IEC 62278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는 그림 3-1과 같다. 

 

               개념                1             

시스템의 정의 및 적용조건   2

            위험도 분석          3

          시스템 요구사항            4

      시스템 요구사항의 배분      5

           설계 및 구현          6

                제작                7

                설치                8

           시스템 검증           9   
(안전성 승인 및 시운전 포함)

          시스템 승인           10

          운용 및 정비      11

         폐기 및 처분           14

성능 감시     12 설계 변경 및 갱신  13

 

그림 3-1.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별 RAMS 과업에 대한 내용, RAMS 산출물 및 기법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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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별 과업, RAMS 산출물 및 도구/기법 

No. 
수명주기 

단계 

과업(IEC 62278 기준)  RAMS 산출

물(안) 
기법(안) 

RAM Safety 

1 개념  

이전에 달성한 RAM 성과의 검

토 

이전에 달성한 안전성 성과

의 검토 
    

프로젝트의 RAM 관련성 고려 

프로젝트의 안전성 관련 사

항 검토 
    

안전성 정책과 목표 검토     

2 

시스템 정의 

및  적용  조

건  

RAM에 대한 과거 경험 데이터 

평가 

안전성에 대한 과거 경험 데

이터 평가 
안전성 계획서   

예비 RAM 분석 수행 예비위험분석 수행 RAM 계획서   

RAM 정책 수립 전반적인 안전성 계획 수립 예비 RAM 분석 

신뢰성 예측(MIL-H

DBK-217F, Telcordi

a, NSWC), 모델링

(RBD, FTA, ETA) 

장기 운영 및 유지보수 조건 규

명 
허용 위험도 기준의 정의 예비위험분석 PHA, HAZOP 

기존 기반시설의 제약조건이 R

AM에 미치는 영향 규명 

기존  기반시설의  제약조건

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규

명 

    

3 위험도 분석 RAM 관련 활동 없음 

시스템 위험 요소와 위험도 

분석 수행 
Hazard Log FMEA 

Hazard Log 요건 수립 위험분석 
위험분석: SHA, SS

HA, IHA, OSHA 등 

위험도 분석 수행   위험도 분석 

4 시스템 요건 

전반적인 시스템 RAM 요건의 

수립 

전반적인 시스템 안전성 요

건 수립 
RAM 프로그램   

전반적인 RAM 허용 기준의 정

의 
안전성 허용 기준의 정의 

시스템 요건서 내

의 RAMS 허용 

기준 및 관리체계 

  

시스템의 기능적 구조의 정의 
안전성에 관련된 기능적인 

요건 정의 
    

RAM 프로그램의 수립 

안전성 관리 체계 수립 

RAMS 관리체계 

수립 
  

RAM 관리 체계의 수립     



 

 

RSC, Inc.                     RAMS 활동 범위 및 기법 소개 

  Rev. 1.0 
  Page 16 of 31 

No. 
수명주기 

단계 

과업(IEC 62278 기준)  RAMS 산출

물(안) 
기법(안) 

RAM Safety 

5 
시스템  요건

의 배분 

시스템  R A M  요건의  배분 

– 하위시스템과 컴포넌트의 RA

M  요건  수립   구체화 

– 하위시스템과 컴포넌트의 RA

M 허용 기준의 정의 

시스템 안전성 목표와 요건

의 배분 

– 하위시스템과 컴포넌트의 

안전성 요건 수립 

– 하위시스템과 컴포넌트의 

안전성 허용 기준의 정의 

시스템 요건서 내

의 RAMS 요건 

배분 

  

시스템 안전성 계획의 개정     

6 설계 및 구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분

석, 시험, 데이터 평가에 의한 R

AM 프로그램의 이행 

- 신뢰성과 가용성 

- 유지보수와 유지보수성 

- 최적 유지보수 정책 

- 물류 지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분석 ,  시험 ,  데이터 평가에 

의한 안전성 계획의 이행   

- Hazard Log 

- 위험 분석 및 위험도 평가 

Generic Safety  

Case 

EN 50128, EN 501

29, IEC 61508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관리 수행 

- RAM 프로그램 관리 

- 하청업체 및 공급자의 관리 

안전성과 관련된 설계의 결

정 근거 제시 
RAM 분석 

신뢰성 예측(MIL-H

DBK-217F, Telcordi

a, NSWC), 모델링

(RBD, FTA, ETA), R

CM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

그램 관리 수행 

- 안전성 관리 

- 하청업체 및 공급자의 관

리 

신뢰성 시험 계획

서 

수명시험 ,  보증시

험, 신뢰성 성장 시

험 등 

Generic Safety Case 수립     

Generic Application Safety 

Case 준비 

Generic Applica-

tion Safety Case 
  

7 제작 

환경 스트레스 스크리닝(ESS) 수

행 

검토, 분석, 시험, 데이터 평

가에 의한 안전성 계획을 이

행 

신뢰성 시험 

수명시험 ,  보증시

험, 신뢰성 성장 시

험 등 

RAM 성장 시험 수행 Hazard Log 활용   FRACAS 

고장 보고, 분석 및 시정 조치 

시스템(FRACAS) 착수 
  FRACAS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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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수명주기 

단계 

과업(IEC 62278 기준)  RAMS 산출

물(안) 
기법(안) 

RAM Safety 

8 설치 

유지보수 담당자 교육 훈련 시

작 
설치 프로그램 수립     

예비품과 도구 공급 설치 프로그램 이행     

9 

시스템  검증

(안전성 승인

 및  시운전  

포함) 

RAM 검증 수행 

시운전 프로그램 수립 
RAMS 검증 수행

 계획서 
  

시운전 프로그램 이행 
Specific Applicat

ion  Safety Case 
  

Specific Application  Safety

 Case 수립 

RAMS 검증 결과

 보고서 
  

10 시스템 승인 RAM 검증 결과 평가 
Specific Application  Safety

 Case 평가 
    

11 
운영 및 유지

보수 

예비품과 도구의 지속적인 조달

 수행 

지속적인 안전성 중심의 유

지보수 수행 
  RCM 

지속적인 신뢰성 중심의 유지보

수(RCM)을 위한 물류 지원 수행 

지속적인 안전성 성능 감시 

및 Hazard Log의 기록 및 관

리 수행 

    

12 성능 감시 
자료 수집, 분석 및 평가, 운영 

성과 및 RAM 통계 분석 

자료 수집, 분석 및 평가, 운

영 성과, 안전성 통계 분석 
  RCM, 통계분석 

13 
설계 변경 및

 갱신 

설계 변경과 갱신을 위한 RAM 

관련사항 고려 

설계 변경과 갱신을 위한 안

전성 관련 사항 고려 
    

14 폐기 및 처분 RAM 관련 활동 없음 

안전성 계획 수립     

위험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수행 
    

안전성 계획 이행     

 

3.2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단계별 활동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명주기 단계별 활동은 IEC 62279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표 3-2는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단계별 산출물 목록이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명주기 단계별 활동 및 체계는 시스템 개발 업체 내부의 품질관리 절차 

및 시스템 RAMS 절차에 부합하게 수립 및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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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단계별 산출물 

No. SW 수명주기 단계 단계별 산출물 

1 계획 

SW 품질 보증 계획서(SW Quality Assurance Plan) 

SW 형상관리 계획서(SW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SW 확인 계획서(SW Verification Plan) 

SW 통합시험 계획서(SW Integration Test Plan) 

SW/HW 통합시험 계획서(SW/HW Integration Test Plan) 

SW 검증 계획서(SW Validation Plan) 

SW 유지보수 계획서(SW Maintenance Plan) 

데이터 준비 계획서(Data Preparation Plan) 

데이터 시험 계획서(Data Test Plan) 

2 요구사항 

SW 요구사항 명세서(SW Requirement Specification) 

SW 응용 요구사항 명세서(SW Application Requirement Specific

ation) 

SW 요구사항 시험 명세서(SW Requirement Test Specification) 

SW 요구사항 확인 보고서(SW Requirement Verification Report) 

3 설계 

SW 아키텍처 명세서(SW Architecture Specification) 

SW 설계 명세서(SW Design Specification) 

SW 아키텍처 및 설계 확인 보고서(SW Architecture and Design 

Verification Report) 

4 모듈 설계 

SW 모듈 설계 명세서(SW Module Design Specification) 

SW 모듈 시험 명세서(SW Module Test Specification) 

SW 모듈 확인 보고서(SW Module Verification Report) 

5 코딩 SW 소스 코드(SW Sour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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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W 수명주기 단계 단계별 산출물 

SW 소스 코드 확인 보고서(SW Source Code Verification Report) 

6 모듈 시험 SW 모듈 시험 보고서(SW Module Test Report) 

7 SW 통합 

SW 통합 시험 보고서(SW Integration Test Report) 

데이터 시험 보고서(Data Test Report) 

8 SW/HW 통합 SW/HW 통합 시험 보고서(SW/HW Integration Test Report) 

9 검증 SW 검증 보고서(SW Validation Report) 

10 평가 SW 평가 보고서(SW Assessment Report) 

11 유지보수 

SW 변경 보고서(SW Change Records) 

SW 유지보수 보고서(SW Maintenance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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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MS 분석 소프트웨어 

4.1 RAM Commander 모듈 구성 

ALD 2 사의 RAM Commander는 RAMS 분석을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로 설계단계,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 활용이 가능한 모듈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행화면은 그림 4-1과 같으며, 각 

모듈에 대한 설명은 표 4-1과 같다. 

 

 

그림 4-1. RAM Commander 실행 화면 

 

표 4-1. RAM Commander 모듈 

No. 모듈 설명 

1 RBD 신뢰성 블록도(Reliability Block Diagrams) 

2 GPRD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고장률 라이브러리 

3 RGP 신뢰성 성장 분석(MIL-HDBK-1635) 

                                                
2 이스라엘 회사로 Advanced Logistics Development Ltd.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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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모듈 설명 

4 DRT 부하경감(Derating) 가이드라인 및 보고서 

5 SpOpt 예비품 수량 추정 및 최적화 

6 MNT 정비성 예측(MIL-HDBK-472, Procedure 5 A) 

7 FMECA & TAM FMECA, 라이브러리 및 시험용이성 분석 

8 PFMEA/DFMEA 프로세스 FMEA 또는 설계 FMEA 

9 PFMEA + DFMEA 프로세스 FMEA 와 설계 FMEA 

10 FTA 결함수목(Fault Tree) 분석 

11 ETA 사상수목(Event Tree) 분석  

12 Markov Chains 마코프 분석 

13 MMEL FMECA 와 FTA 모듈 

14 RCM 
신뢰성 중심 정비(NAVAIR, SAE JA 1012 등) 

*FMECA 모듈 포함 

15 
MSG-3 (System. Zonal, 

Structural) 

항공분야 운영사/제조사의 계획 정비 개발  

*FMECA 모듈 포함 

16 SCAT Sneak Circuit Analysis Tool 

17 Complete IC 전자 부품류의 신뢰성 예측 라이브러리 

 

RAM Commander의 신뢰성 예측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부 규격이나 방법론은 표 4-2와 

같다.  

 

표 4-2. 신뢰성 예측 모듈 

No. 신뢰성 예측 모듈 설명 

1 217 PS + PC MIL-HDBK-217 (E-N1, F, F-N1, F-N2) Parts Stress & Parts Count 

2 ANSI/VITA 

Based on the old MIL-HDBK-217 Notice 2 prediction method, 

with prediction models adjusted to the 21st century as per 

ANSI/VITA 51.1-2008 

3 217Plus™ 217 PLUS Reliability Prediction Method 

4 Telcordia Iss. 2, 3 
Reliability Prediction Procedure for Electronic Equipment, SR-332, 

Issue 2, September 2006, Issue 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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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신뢰성 예측 모듈 설명 

5 ANSI/VITA 51.1-2008 New Reliability Prediction Method 

6 CNET CNET RDF 93 Rev 2/95 - French Telecom 

7 UTEC One of UTE C 80810- RDF 2000  or IEC 62380, RDF 2003 

8 BRT HRD 4 &5 - British Telecom 

9 ALCT Alcatel Based on 217 F Notice 1 

10 SN29500-1 Siemens Norm SN29500-1, HINWEIS 1 Edition 1997-07 

11 FIDES 
European Reliability Standard for Electronic Components 2004, 

2009 

12 GJB 299C Chinese Reliability Prediction Method - GJB299 PS, GJB299 PC 

13 RADC-85-91 Non-operating Reliability Prediction 

14 Draft 217E, N1 Non-operating Reliability Prediction 

15 RTLKIT-95 Non-operating Reliability Prediction by RAC Reliability Toolkit-95 

16 
GJB/Z 108A-2006 

Detailed 

Chinese non-operating reliability prediction handbook for 

electronic equipment called GJB/Z 108A-2006, which replaces the 

older GJB/Z 108—1998 

17 NPRD-95, NPRD 2011 Non-electronic Parts Reliability Data 

18 
NSWC 98 

NSWC 06/LE1 

Handbook of Reliability Prediction Procedures for Mechanical 

Equipment 

19 SS Stress- Strength 

 

이 외에도 수명주기분석(LCC) 소프트웨어인 D-LCC와 고장 보고, 분석 및 사후조치 

시스템(FRACAS)  전용 소프트웨어인 FAVOWEB, 그리고 건전성 예측 및 관리 솔루션인 

PHM-Commander 등이 있다. 

 

4.2 RAM Commander 실행 화면 

RAM Commander를 실행 후 RAMS 분석 모듈별 실행화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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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신뢰성 예측 모듈 

 

 

그림 4-3. 정비성 예측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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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예비품 수량 최적화 시나리오 설정 

 

표 4-3. 예비품 분석 보고서 예제 

Item ID Description Item Name Sum of FR 

[E-06] Q’ty Q’ty in 

system 
Level of 

Replace 
Level of 

Repair Recom. stock Achieved 

NSP 

3.1 Rx/Tx system COMM001 77.8393 1 1 Organizational Intermediate 10 0.913846 

3.2 Control Unit Control Unit 75.4953 1 1 Organizational Intermediate 10 0.926643 

3.4 Pedestal PD001 11.3265 1 1 Organizational Intermediate 2 0.921127 

3.1.1 Main Switch SW888 8.7282 2 2 Intermediate Depot 2 0.957532 

3.1.2 Receiver Type 1 RC004 60.4354 10 10 Intermediate Depot 8 0.911005 

3.1.3 Transmitter type 2 TR987-001 0.3257 1 1 Intermediate Depot 1 0.999601 

3.1.4 Power Supply Power Supply 8.3500 1 1 Intermediate Discard 2 0.961919 

3.1.1.1 M. 8086A 0.4884 1 2 Depot Discard 1 0.999110 

3.1.1.2 M. 80C88 0.5357 1 2 Depot Discard 1 0.99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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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신뢰성 블록도 모듈 

 

 

그림 4-6. 마코프 분석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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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FMECA 모듈 

 

 

그림 4-8. Fault Tree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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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Event Tree 모듈 

 

 

그림 4-10. 프로세스 FMEA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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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설계 FMEA 모듈 

 

 

그림 4-12. 안전성 평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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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AM Commander 적용 사례 

RAM Commander는 발전소, 철도, 항공, 플랜트 산업 등의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철도 분야를 예를 들면 그림 4-13과 같이 전체 수명주기 단계 동안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4-13. 철도 수명주기 단계 

 

철도 분야의 주요 고객 및 적용 모듈/분석 기법에 대한 적용사례는 표 4-4와 같다. 

 

표 4-4. 주요 고객 적용 사례 

고객 및 적용 모듈/분석 기법 고객사 

ALSTOM Transport - Worldwide 

Reliability & Safety Engineering 

Solutions Risk Analysis - FMECA 

Failure Analysis, FRACAS 

 

 
 

THALES Transport - Worldwide 
Reliability & Safety Engineering Analysis 

Failure Collection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Rail Lines: Hyderabad, Ottawa, 

Wuham 

 

 

 

Deutsche Bahn, Germany 

Reliability, Safety, Availability and 

LCC Engineering Solutions 

 

 

SNCF, France 

Comprehensive Reliability & Safety 

Engineering Solutions 

 

 

Ansaldo STS, France 

Comprehensive reliability and safet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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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및 적용 모듈/분석 기법 고객사 

Chennai Metro , India 

Reliability & Safety Engineering Analysis 

 

 

Melbourne Train Metro, Australia 

Reliability & Safety Engineering 

Analysis (Software & Services), 

Availability Analysis  

In Services RAMS performance analysis 

 

 

 

UIC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10 European Countries 

Reliability, Safety and LCC engineering 

solutions as part of Innotrack Initiative 

covering 10 member states 

 

 

 

RATP, France 

Comprehensive reliability and safety analysis 

for Line 13 

 

 

Tel-Aviv, Light Rail (Red Line), Israel 

Reliability & Safety Engineering Analysis on 

Behalf of IBI Group 

 

 

Jerusalem High Speed Rail (A1 Project), 

Israel Reliability & Safety Engineering Analysis 

on behalf of the project Prime Contractor - 

Electra Construction Group 

 

Russian Railway , Russia 

Reliability and Safet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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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지금까지 RAMS 업무에 관련된 주요 활동 및 기법, 철도분야 RAMS 활동 범위 그리고 RAMS 

분석 전용 상용 소프트웨어인 RAM Commander의 모듈 구성이나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산업 분야별 기능안전 관련 규격에서는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 단계별로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설계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신뢰성 및 안전성 

관련 요구사항을 포괄적이면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RAMS 업무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과거에는 단순히 정량적인 

수치나 정성적인 요구사항만을 맞춰주면 되는 서류작업 정도로 취급을 받았지만 요즘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가 체계를 잡아가면서 필수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 단계에서 RAMS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에 반영하고 

검증하는 활동이 결국에는 시스템 가용성을 증가시키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RAMS 활동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요즘 한창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여러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지정비 관련 기술은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의 가용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 중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이전에 수행하는 RAMS 

활동의 결과물은 운영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지정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기반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명주기 단계별 RAMS 활동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