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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RAM performance and efficient operation plan and maintenance equipment and policies are needed for 
improving the system availability performance such as punctuality and schedule adherence while reducing life 
cycle cost. Because railway systems are repairable, complex and have multi-echelon maintenance support 
structure, it is much complicated to set RAM performance targets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plan. It is 
not easy to solve these problem by mathematical method and simulation can be consider for them. This 
article suggests the conceptual simulation model for analysing availability of railway system which has 
complex system structure and operation/maintenance environment.

1. 개요

철도시스템의 정시성  스 쥴 수도와 같은 시스템 가용성능을 높이면서 수명주기비용을 낮추기 해서

는 높은 시스템의 RAM 성능과 효과 인 운 계획  유지보수 지원 설비  정책이 필요하다. 

철도시스템은 수리가능하며, 시스템의 구조가 복잡하며, 유지보수 지원구조가 다계층으로 (경수선, 

수선, 외주 등) 이루어져 의 정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아주 정 한 공학 /경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분석  방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철도 운 환경,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  신뢰성 

특성, 각 요소들간의 상 계를 정확히 고려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뮬 이션은 하나의 

유용한 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련된 기존의 시뮬 이션 시스템들로는 SIMLOX, BlockSim, AvSim, OpSim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들은 다수의 철도시스템이 주어진 운행일정에 따라 운행되고 유지보수 되는 환경을 묘사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철도시스템의 특징에 합한 시스템 가용성능 시뮬 이션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

다. 김종운 등[1]은 철도시스템 가용성능 시뮬 이션 시스템의 개발을 한 시스템 개발 개념과 요구조

건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김종운 등[1]에서 제시한 요구조건을 달성하기 한 시뮬 이션 개념모

형을 제시한다.

2. 시뮬레이션 개념 모형

2.1 운행노선 특성 모형

○ 체 운행 철도 네트워크의 모형화 

- 역은 노드로 표 하고 역간 노선은 아크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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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아크)의 연결은 임의의 두 역을 상으로 연결할 수 있다.

- 노선(아크)으로 연결되지 않은 ( 간역 경우 포함) 두 역은 열차가 운행할 수 없다.

○ 운행노선 생성

- 노선의 생성은 시작역, 종착역을 먼  생성하고, 시작역과 아크로 연결되는 노드(역) 들  하나를 

간역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그 다음 간역은 선택된 간역과 연결된 노드(역)들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반복한다.

2.2 철도서비스 운행계획 모형

- 생성된 운행 노선별로 운행계획을 입력한다.

- 입력 상 노선에 해서는 왕복노선에 해 모두 입력한다.

- 상세 운행계획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력한다.

․먼  하나의 노선을 선택한다.

․먼  입력년도를 선택한다.

․선택한 년도에 해서 ‘월’을 다시 선택한다.

․선택된 월에 해서 ‘일자’  ‘요일’을 보여주고, 하나의 일자를 선택한다. 

․선택된 일자에 해 상행 는 하행을 선택하고 운행계획을 입력한다.

․운행계획의 입력은 시작역은 출발시간을 그 외 경유역  종착역은 도착시간을 입력한다.

2.3 시스템의 유지보수 체계 모형

○ 유지보수 업무 벨 설정

- 유지보수 업무 벨은 시스템별로 지정한다. 즉 시스템별로 유지보수 계단은 달라질 수 있다.

- 아이템의 유지보수 업무 벨( 는 종류)의 수를 설정한다.

- 아이템의 교환, 직 수리, 수리, 방정비 업무에 한 업무 벨을 선택한다.

○ 유지보수 기지 속성 설정

- 철도 네트워크에 유지보수 기지를 설정한다.

- 유지보수 기지별 연결 계를 설정한다.

- 유지보수 기지별 각 시스템에 해 수행 가능한 유지보수 업무계단을 설정한다.

- 유지보수 기지별 이동시간(행정지연시간 포함)을 입력한다.

- 역과 직 으로 연결된 유지보수 기지에 해선 소속된 차량의 종류별 수를 설정한다. 

2.4 시스템 구성 체계 모형

○ 시스템 구성 체계 

- 시스템-아이템의 순서로 LBS(Logistic Breakdown Structure)형태로 생성한다.

- 아이템의 유형은 어셈블리, LRU(Line Replaceable Unit), SRU(Shop Replaceable Unit)로 구분한

다.

○ 시스템/아이템 입력 정보

- 시스템  어셈블리가  최하 아이템인 경우 고장시간  (직 )수리시간 정보만을 입력한다.

- 어셈블리는 수량  단가를 입력한다.

- 아이템의 교환비율  직 수리비율을 정의한다.(교환비율 + 직 수리비율 = 1)

- LRU, SRU의 고장정보를 입력한다. 

- LRU, SRU의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  자원을 입력한다.

- 해당 LRU, SRU와 동시에 교환되는 품목을 선택한다.

- LRU, SRU를 교환하지 않고 수리하는 “직 수리”에 한 정보를 입력한다. 

- LRU, SRU를 교환한 후 수리하는 경우에 한 “아이템 수리”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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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뢰성 특성 모형

○ 로지스틱 고장 모형

- 최하  아이템에 해서만 로지스틱 고장 모형을 입력한다.

- 로지스틱 고장 시간의 분포를 입력한다. : 지수분포, 와이블분포, 정규분포, 수정규분포

- 유지보수 후 다음 고장시간은 비완  유지보수 효과를 고려한 고장강도함수 모형을 용한다.

○ 안 성/서비스 고장 모형 

- 다수의 안 성/서비스 고장 사건을 정의한다.

- 안 성/서비스 고장사건이 일어나는 모형을 FT(Fault Tree)로 모델링한다.

- FT의 간사상은 아이템이 선택될 수 없다.

- FT의 최하 사상은 시스템, 아이템  하나가 선택되어야 한다.

- 안 성/서비스 고장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비스 지연시간 분포를 정의한다.

- 안정성/서비스 고장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입력한다.

2.6 보수정비 특성 모형

○ 직 수리정보 정의

- 시스템  어셈블리가 최하 아이템인 경우에는 정의한다. 

- 아이템은 직 수리비율이 0 이상인 경우에 해서만 입력한다.

- 직 수리시간의 분포를 입력한다.

- 직 수리되는 유지보수 벨을 결정한다.

- 수리효과의 형태를 결정한다.

- 수리효과가 불완 수리일 경우 모형을 결정하고 효과를 입력한다.

- 수리에 필요한 인력에 한 소요인력 수와 인시, 설비의 사용량과 사용시간, 소모품의 소요량을 정

의한다.

- 수리 시 동시에 교환되는 품목을 선택한다.

○ 아이템 교환 후 수리정보 정의

- 아이템의 수리가능비율이 0 이상인 경우에 해서만 입력한다.

- 수리시간의 분포를 입력한다.

- 수리되는 유지보수 벨을 결정한다.

- 수리효과의 형태를 결정한다.

- 해당 아이템 수리효과가 불완 수리일 경우 모형을 결정하고 효과를 입력한다.

- 수리에 필요한 인력에 한 소요인력 수와 인시, 설비의 소요량과 사용시간, 소모품의 소요량을 정

의한다.

- 아이템 수리 시에는 동시에 교환되는 품목은 없다.

2.7 방정비 특성 모형

○ 방정비 특성

- 방정비 명칭을 정의하고 해당 유지보수 벨을 결정한다.

- 첫 방정비의 방정비 시작 시간과 편성 수, 정비 간 간격을 정의한다.

- 방정비 시기가 도래한 후에 방정비가 지연되는 경우 운행을 할 수 없다.

- 방정비가 수행되는 시간에 한 확률분포를 입력한다. 

- 방정비에 의해 시스템 유휴시간에 한 확률분포를 입력한다.

- 시스템은 유휴시간이 지난 후에 정상상태가 되어 운행할 수 있다.

- 방정비 주기를 입력한다.

- 방정비 후의 수리효과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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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비 소요

- 해당 방정비에 소요되는 인력의 수를 입력한다.

- 설비의 소요량과 사용시간을 입력한다.

- 소모품과 아이템 비품의 소요량을 입력한다.

2.8 유지보수 기지의 특성 모형

○ 차량시스템 유지보수 기지 속성 설정

- 유지보수 기지별 각 차량시스템에 해 수행 가능한 유지보수 업무계단을 설정한다.

- 유지보수 기지별 이동시간(행정지연시간 포함)을 입력한다.

- 역과 직 으로 연결된 유지보수 기지에 해선 소속된 차량의 종류별 수를 설정한다.

- 기지 비용 정보를 설정한다.

○ 차량외시스템의 유지보수 기지 속성 설정

- 철도 네트워크에 유지보수 기지를 설정한다.

- 유지보수 기지별 연결 계를 설정한다.

- 유지보수 기지별 각 시스템, 구간에 해 수행 가능한 유지보수 업무 벨을 설정한다.

- 유지보수 기지별 이동시간(행정지연시간 포함)을 입력한다.

- 기지 비용 정보를 설정한다.

2.9 로지스틱 자원의 특성 모형

○ 인력 특성 정의

- 인력 그룹을 정의한다. 

- 인력 그룹별 시간당 인건비를 정의한다.

○ 유지보수 자재(수리순환품, 소모품)의 특성

- 자재의 수명을 정의한다.

- 자재의 외부 공 에 소요되는 시간의 분포를 정의한다.

- 유지보수 자재의 단가를 정의한다.

- 유지보수 자재의 연간 단  재고유지비용을 정의한다.

○ 유지보수 설비의 특성을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설비의 수명을 정의한다.

- 설비의 단  구입비용을 정의한다.

- 설비의 연간 운용  유지보수 비용을 정의한다.

2.10 철도시스템  자산의 배치/보유 계획 모형

○ 차량  차량외시스템 

- 노선별 철도차량의 보유 황  배치계획을 정의한다.

○ 로지스틱 자원의 보유 황

- 유지보수 기지별 인력 그룹별 보유 인력수를 정의한다.

- 유지보수 기지별 유지보수 자재의 재고 리 정책을 정의한다.

- 유지보수 기지별 설비의 종류  보유 수를 정의한다.

- 자원의 투입일자  보유 황을 정의한다.

2.11 시뮬 이션 출력값 모형

○ 철도시스템  서비스의 성능에 한 결과값을 산출한다.

- 철도서비스의 정시성 결과값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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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 성능 결과값을 산출한다.

- 철도시스템의 신뢰도를 산출한다.

- 철도시스템의 가용도를 산출한다.

- 철도시스템의 작동/고장/ 기/유휴 시간을 산출한다.

○ 로지스틱 자원의 효율에 한 결과값을 산출한다.

- 로지스틱 자원의 부족회수  시간을 산출한다.

- 로지스틱 자원의 평균  최  자원 소요 수를 산출한다.

- 로지스틱 자원의 유휴시간을 산출한다.

○ 비용 결과값을 산출한다.

- 총 수명주기비용을 산출한다.

- 기투자비용을 산출한다.

- 운 비용을 산출한다.

-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한다.

- 서비스 지연 비용을 산출한다.

- 자재 구입  리비용을 산출한다.

- 설비 구입  리 비용을 산출한다.

- 인건비용을 산출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시스템의 가용성능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개념모형을 제
시하였다. 현재 제시된 시뮬레이션 개념모형을 바탕으로 철도시스템 가용성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철도시스템의 실제 현상을 잘 반영하는 가용성능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개발된다
면, 철도시스템의 운영개념과 유지보수 정책, 시스템 RAMS 성능 설계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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