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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enchmarking methodologi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ailway 
electricity maintenance management - preventive maintenance, corrective maintenance, upgrade maintenance. 
This article also compares the Korean railway electricity maintenance management with the results mentioned 
above and analyses the situations of each country - France, Germany, Japan. Lastly this article tries to find 
the comparative position of the Korean railway infrastructure costs and discusses the direction of cost 
reduction in railway electricity maintenance management.

1. 서론

 우리의 철도가 해외로 진출함에 있어 고속철도뿐만이 아니라 일반철도에 대해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이 

요구되고 있어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중인 기존철도망에서 전철전력분야의 점검주기 및 개량주기에 대해 현실성을 고

려하여 유지보수의 최적화 및 과학화된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외 철도선진국의 점검주기 및 개량주기 

사례 조사 및 체계적인 자료구축을 통한 과학적인 유지보수 점검주기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국내철도 현

황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타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 철도전기시설물의 유지보수기준은 

점검주기 및 개량주기가 노선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의 최적화 및 과학화를 통한 

유지보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조사, 분석하여 새로운 점검주기의 제시가 필요하다.

 향후 신뢰성분석을 위한 체계화를 통한 설비진단의 자동화를 위해 우리나라 철도의 시설유지보수주기

와 현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비교분석 한 사례를 제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 본론

2.1 생애주기비용 분석  

시설유지보수비용을 분석함에 있어 권고되고 있는 것이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이다.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수학적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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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선로의 수동 마모 측정 테스트 지역 1년마다

가공선로의 자동 마모 측정 보류

장력기 4년마다

도체 장력과 외형구조 1년마다

기간 메인선로 측선

기능검사

 - 전차선교차지점

 - 전차선 편위

 - 전차선 높이

 - 이격거리

 - 전차선 직경

 - 팬터그래프 통과 관찰

6-12개월

12개월

24개월

24개월

12-84개월

6-24개월 > 120 Km/h

24개월(수동)

24개월

12-84개월

 또한 이러한 생애주기비용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정의 부분, LCC 

모형(PBS/CBS) 구축 부분, 계산 및 민감도분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LCC 모형(PBS/CBS) 구축 부

분은 기술적인 자료 입력(RAM inputs), 즉 유지보수주기의 신뢰성(Reliability), 획득가능성

(Availability), 유지가능성(Maintainability)에 대한 추정, 비용자료의 입력, 활동분류구조 

(Product/Work breakdown structure, PBS) 및 비용분류구조(Cost breakdown structure, CBS)에 따

른 LCC 비용 매트릭스 구축으로 구성된다. LCC 모형 구축 및 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2 해외기관의 유지보수 현황 비교

2.2.1 프랑스

예방 보수, 사고복구, 개량보수로 구분하여 분류되어 있으며, 예방보수는 전차선로의 고장 및 기능저

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시(순회), 점검, 서비스 제공(윤활유 주입과 같은) 및 부분적 조정, 

교체작업 등의 단위활동을 포함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말한다. 사고복구는 고장발생후 가능하면 빠른시

간 내에 운행이 허용되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개량보수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비를 

대규모로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위항목 중에서 예방보수활동은 정기예방보수, 조건예방보수, 예측예방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2.2.2 독일

2.2.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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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국내 프랑스 독일 일본

유지보수

를 위한 

점검주기

의 산정 

비교검토

*점검주기의 구성은 일일,월간,

 분기,년간,3년으로 구분됨

*점검주기항목은 장치단위로

  구분

*지하철 위주의 시스템 설비를

  기준으로 함

*한전의 경우 도보/순시/예방/

 정밀 등 여러단계로 구분됨

*정기예방보수

*조건예방보수

*예측예방보수

 -열차운행 횟수

  및 속도에 따른

  점검주기 반영 

*DB유지보수체계

 -열차운행횟수

  및 속도에 따른

  점검주기 반영

*전철전력설비의

 점검체계

 -보전설비

 -설비검사

 -조정수선

 -보전계약

 -전기궤도시험차

2.3 국내외 철도유관기관 점검주기 비교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점검주기는 각 나라별 특징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프랑스와 독일은 열차속도

에 따라 점검주기를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나, 일본은 환경적 특

성을 고려하여 점검주기를 검토하고 있다.

2.4 검측차 현황

전차선로의 시설물상태를 자동 검측장비를 이용하여 유지보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검측결과를 유지

보수에 직접 활용한다.

- 검측장비별 운행구간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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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검측차의 구성 검측항목

일본

- 신간선시험차 : 7량편성

- 신간선전구간 : 월3회, 1회2일 측정

- 궤도회로기능검사장비

- 각종 지상자 기능검사장비

 - ATC궤도회로 주파수, 전류, 신호현시 측정

 - 전차선전류불평형, 첨선궤도전류측정

 - 무절연 궤도회로 주파수, 전류측정

 - 지상자주파수, 열차검지전류 측정

프랑스

- 고속선시험차 : 2량편성

- 고속선측정 : 저녁 또는 야간측정

- 지상설비 측정장비

- 전원설비 및 검사자 공간

 - 지상과 차상간의 주파수 측정

 - 이상주파수의 고장 측정

 - 주파수의 응동속도 측정

 - 현장에서 기준에 따른 분석가능

국내

- 경부고속철도용 : KTX36

- 집전장치 화상감시장치

- 차상신호검측장치

- 열차무선 전파변경 검지장치

 - 연속·불연속정보메시지 전송레벨 측정

 - 보상콘덴서 측정

 - ATS지상장치 주파수 측정

 - ATS 지상장치의 응동속도 측정

-검측차의 비교   

2.5 최적 유지보수 체계 검토

최적유지보수의 기본개념은 시스템 정비가 아니라 기능정비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널

리 상용되는 기본적인 설비의 열화와 마모만을 고려한 정비관리 기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부품의 여러 

가지 고장률 형태에 따라 정비방식을 선정하게 되며 시간에 따라 고장률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 설비

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비의 중요성을 나눈다. 고장에 따른 결과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적용 가능한 

예방정비 업무를 찾지 못하거나, 자주사용하지 않는 설비, 경제적으로 무의미한 고장유형 등에 대해서는 

예방정비를 하지 않으며, 고장의 결과에 따른 영향이 크거나 긴급정비를 요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가능

한 점검을 실시하는 유연한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1> 최적유지보수기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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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FMEA표 양식

          <그림2> FMEA 절차

          <표2> 설비고장 원인분석 및 대책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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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항목추가에 따른 설비고장 원인분석 및 대책기록부

3. 결론

운영중인 기존철도망에서 전철전력분야의 점검주기 및 개량주기를 현실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의 향상 

및 과학화된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내 및 국외 철도선진국의 점검주기 및 개량주기 사례 조사와 체계

적인 자료구축을 통한 과학적인 유지보수 점검주기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는 철

도전기시설물 점검주기 및 개량주기가 노선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의 최적화 및 

과학화를 통한 유지보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조사, 분석하여 새로운 점검주기를 

제시해야 한다. 설비고장의 원인분석 및 대책기록부의 작성 항목중 내용분석에서는 장애종류의 초기, 품

질, 마모의 세가지 항목중 선별하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환경도 일반, 염해, 공해의 세가지 항목중 

선별하여 분류하도록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신뢰성분석을 위한 체계화를 위해 장애설비의 노후

도 분석기록, 점검업무 조치사항의 전산화 체계구축, 개량주기 체계화 연구,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설

비진단의 자동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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