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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built or remodeled in every year train maintenance centers including subways.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to measure exact capacity. In today, most of criteria is referenced on Japanese.
In general, we can standardize the process for 'Train Overhaul Maintenance' because its processes are similar or 
same patterns. The processes can be the base standard of train maintenance after being classified in detail and 
validating it.
This study is adapt BPR methodology to present standardizes processes and the processes are mapping to layout 
drawing to constraint from the real world, and then evaluate the capacity using simulation. To guarantee 
objectivity of input data, we use research data by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and Association of 
Japanese Railway Engineering. Using these data to simulation, we compare to the 'Allowances' and evaluate its 
adequacy.
--------------------------------------------------------------------------------------------------------------------------------------- 

국문요약
 
전동차의 유지보수를 위한 철도차량기지는 신선 건설시 계획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하지
만, 차량기지를 건설할 때 검수시설 규모를 산정하는데 검수규정에 의해 설계를 하고 있으나 명
확한 기준이나 표준방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차량기지의 설계규모 산정 시 설계기준이나 규모
산정의 여유율 등은 대부분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설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검수공
정은 그 프로세스가 정형화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보다 세분화하고  검증이 이루
어진다면  표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형화되어 있는 검수 프로세스를 BPR기법을 적용하여 Modeling하고, 실제 국내 철도
차량기지의 중수선공장의 검수공정 Layout을 토대로 공정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하여 검수
용량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존에 사용하였던 여
유율(파동율)의 적정수준 및 적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책임저자 : 정회원, 서울산업대 철도전문대학원, 차량시스템공학과
 E-mail : csh0348@dweng.co.kr
 TEL : (031)738-0165   FAX : (031)738-0274
**  정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정회원, 서울산업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비회원, Siemens PLM Software Korea Ltd. 전문위원



1. 서론
 
철도는 국가 기간망으로서 수도권 및 일대의 
교통과 물류운송 수단으로 신도시 건설이 확
장됨에 따라 그 역할이 갈 수록 크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라인의 전철화 사업과 수송능력의 확충
에 따라 철도차량 검수를 위한 차량기지와 
이에 따른 검수업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운영중인 전동차사무소와 정비본
부 등에서는 냉방기기 수선이나 도장 등 단
일작업공정에 대한 외주를 통하여 합리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전동차의 일상운영과 직접
적인 경정비 보다는 중정비부분을 외주화하
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3].

본 연구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보완하여 신설운영될 철도차량기지의 
표준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자 한다.
현재 진행중인 철도차량기지의 공정흐름을 
BPR Software인 IDS Scheer사의 ARIS Toolkit으
로 표현을 하고, Siemens사의 Plant Simulation

을 이용하여 철도차량기지의 표준 라이브러
리를 구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뿐만 아
니라 향후의 분석에서도 재사용하고자 한다.
 
2. 본론
 
정성용 외[7]의 연구에서와 같이 철도차량기
지 자체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사례는 많
지가 않으며, 특히 분석대상을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
던 작업소요시간을 다양한 분포로 추정을 하
여 적용하고 논리적인 프로세스에 차량기지
의 Layout도 동시에 고려하므로서 보다 신뢰
성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철도차량기지의 선수결정을 위한 
산정식에서 적용되는 중정비의 20% 파동률
[5]에 대한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그림 1] 중수선 설비배치도
 
2.1. 중수선공장의 시설계획
 
일반적으로 중수선공장의 시설계획방향은 다
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5]:

·  수선장의 집중화를 통한 검수효율 증대
·  차량입환의 용이성과 작업동선의 최소화
·  각 작업장간 유기적 기능을 고려한 배치
·  친환경적인 검수장비계획

 
따라서, 위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부지활용과 재장량 및 재장일수에 따른 차량
의 입출장 빈도를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
한다.
하지만, 기존의 철도차량기지의 용량을 산정
하는 방법은 첫번째로기존설비의 실적에서 
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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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설비가동률 (일반적으로 60~70%),
η : 도착한 철차가 대기가능한 대기선수, 
t : 개별 차량당 대기시간,
두번째로는 수리적인 확정적 방법을 사용하
고 있으며 대기행렬 이론을 적용하여 λ가 단
위시간당 도착하는 차량댓수이고 μ는 단위시
간당 처리하는 차량댓수일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1,2].



·  관련 모수들이 지수분포를 따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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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모수들이 일반분포를 따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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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리적인 분석은 그 결과가 정확한 
해를 제시하지만, 고려될 공정의 갯수가 3개 
이상이 될 경우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여 현실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표 1] 검수량 산정 기준: 경수선 사례
 

[표 2] 검수량 산정 방식: 경수선 사례
 

[표 3] 검수량 산정 결과: 경수선 사례
 
위의 도표에서와 같이 검수량의 산정기준[*]
에 따른 산정결과는 파동률의 유무에 따라 
재장량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리적인 부분이 고려
되어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중수선
의 파동률 20%(경수건의 경우는 10%)를 기반

으로 산정된 재장량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
해서 검정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수행방법은 Bank 외[8]에
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반복수행하여 실험설
계를 수행하여 통계분석[6,9]을 수행하였다.
 
2.2. 중수선공장의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중수선공장의 시뮬레이션 입력자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차량의 물리적인 이동경
로를 표현하는 공정흐름도[그림2]와 논리적인 
흐름을 표시하는 작업흐름도[그림3]를 모형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림 2] 중수선 공정흐름도
 
시뮬레이션의 입력자료로는 각 공정별 작업
시간을 전동차 중정비를 기준[4]으로 참조하
였다. 편성당 작업시간과 검수주기, 그리고 
검수별 일일작업일정은 아래의 도표 4번, 5번 
및 6번과 같다.
단, 공정별 작업인원은 제약을 두지않고 필요
인원이 항상 가용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 편성당 작업시간



[표 5] 편성당 검수주기
 

[표 6] 검수별 일일작업시간
 

또한, 참고자료의 작업시간은 측정치의 단순 
평균만을 제사하고 있어서, 그 값들을 평균으
로 하여 정규분포일 경우는 평균값의 10%를 
표준편차로 가정하여 입력하였다.
 
2.3. 시뮬레이션 모형
 
중수선의 시뮬레이션 모형은 [그림 1]의 
Layout도면과 [그림 2]의 공정상 차량의 흐름
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준의 
사건중심의 시뮬레이션에 아래의 [그림 3]과 
같은 실제의 물류동선이 고려된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3] 중수선 시뮬레이션 모형
 
뿐만 아니라, 작업흐름도[그림 4]를 별도의 

프로그래밍 언어나 스크립트의 사용을 지양
하여 그 자체를 시뮬레이션 모형에 표현되도
록 하였다.
 

[그림 4] 중수선 작업흐름도
 

따라서, 작업흐름도를 더욱 상세히 표현할 경
우에 이를 관련 Toolkit인 ARIS로 표현하여 
시뮬레이션 모형과 연동하므로써 보다 상세
하고 신뢰성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중수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설비관련 요소
들은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추
가, 삭제 및 수정이 용이하여 향후의 유사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5] 중수선 작업의 ARIS 모형
 
2.4. 시뮬레이션 결과
 
위의 입력자료를 통하여 관련분포의 난수를 
변경하여 각각 21번의 실험을 수행(자유도 
20)하였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t-검정을 통하여 유의
수준 0.025(신뢰도 95%)으로 분석하였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상한 하한
확정적 0.220 ∙ ∙ ∙
정규분포 0.272 0.025 0.297 0.247
지수분포 0.260 0.031 0.291 0.229

[표 7] 시뮬레이션 결과분석표: 단위 (량/일)
 
위 도표에서와 같이 일괄적인 파동률 20%를 
적용한 [표 5] 편성당 검수주기의 일일 0.22
대의 차량 정비보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
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파동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
여 중수선 차량기지의 능력을 산정하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및 향후과제
 
철도차량기지의 능력산정에 있어서 가장 주
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파동률은 일본의 자료
를 근거로하여 책정되었다. 하지만, 이 자료
는 1984년도 기준을 고찰없이 일괄적으로 적
용하여 현재의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련 입력자료 또한 1996년도의 실측치

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작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시뮬레이
션 기법과 BPR기법을 이용하여 철도차량기
지의 분석을 위한 표준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오래전의 추정 혹은 측
정치를 기준으로하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자의 유한요소를 고려하지 못하여 
다소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하고 신뢰성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철도차량기지의 용량분석을 위한 
표준방안을 시뮬레이션 기법과 BPR기법을 
연계하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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