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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ling stock needs many maintenance works because of its long service life. The maintenance of 
rolling stock has periodic preventive maintenance system. This periodic preventive maintenance 
system can'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very part. The condition-based maintenance system which 
reflects the functional condition of every part prevents breakdown and reduces maintenance cost. 
This study will analyze the records of every part by unreasonable examples of time-based 
preventive maintenance and reliability management activities, and discuss the necessity of 
maintenance system reflected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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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도차량은 사용연한이 길어 폐차될 때까지 많은 정비를 하게 된다. 현재 철도차량의 정비는 시간중

심의 주기적인 예방정비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기적인 예방정비는 차량의 각 장치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차량 각 장치 및 부품의 기능 상태를 반영한 상태기준의 정비체계가 고장을 예방

하고 정비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기준의 예방정비의 불합리한 사례분석과 신뢰성관리 

활동을 통해 각 장치별 부품별 이력이 관리되고 분석되어 그 결과가 반영된 정비체계가 필요함을 논하

고자 한다.   

철도차량과 같이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시스템은 설계가 완료되면 LCC의 75%는 결정되고, 실제 운영

유지보수 단계에서의 비용절감은 LCC의 약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1] 

그림 1의 시스템엔지니어링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용 8%가 전체 LCC의 80%를 좌우한다고 

제시하고 있다.[2] LCC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무보수 개념이 적용된 차량이 제작되

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운영자 입장에서 제작요구서(Requirement)에 무보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운영유지보수단계에서 획득되어 축적된 엔지니어링 RAMS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철도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간중심의 주기적인 유지보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철도차량 제작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비체계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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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계단계가 LCC에 미치는 영향

2. 철도차량을 사례로 본 정비주기 

 2.1 철도차량 종류별 정비주기  

    철도차량의 정비주기는 차량제작 시에 차량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비기준을 따르게 된다. 차량운영

사에서는 자체 정비규정 및 지침에서 정비항목과 주기를 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새로운 차종의 도입 시

에는 차량제작사에서 제공한 기준을 근거로 자체 정비지침에 반영하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차종별 정비기준은 표 1과 같다.  

검수종별 약 호
KTX 

검수종류 약 호
디잴기관차

검수종류 약 호
전기기관차

주행키로 회기한도 주행키로 회기한도 주행키로 회기한도

기본검수 ES 5,000km - 반복검수 RS 1일 1회 - 반복검수 RS 2일  -

실내설비검수 CE 20,000km 14일 기본검수 ES 1,200km - 기본검수 ES 5,000km  -

주행기어검수 RGI 20,000km 14일 경수선1 LI-1 16,000km  1개월 경수선3 LI-3 40,000㎞  4개월

체계검수 SWT 50,000
~55,000km - 경수선3 LI-3 48,000km  3개월 경수선6 LI-6 240,000㎞ 22개월

제한검수 LI 150,000
∼165,000km  4개월 경수선5 LI-5 9 6,00 0km  6개월 중수선3 GI-3 480,000㎞  42개월

일반검수 GI 300,000
∼330,000km  8개월 중수선1 GI-1 192,000km  1년 중수선6 GI-6 960,000㎞  7년

전반검수 FGI 600,000
∼660,000km  16개월 중수선2 GI-2 384,000km  2년 중수선9 GI-9 1,920,000㎞ 14년

부품교환 검수 RBO - 중수선3 GI-3 576,000km  3년 중수선10 GI-10  2,880,000㎞  22년

부품분해검수 ECO - 중수선4 GI-4 768,000km  4년

미적대수선 CEO 8년  - 중수선6 GI-6 1,152,000km  6년

반수명대수선 HLO 15년  - 중수선9 GI-9 2,304,000km  12년

검수종류
약 호 전동차 

비 고 검수종류 약 호
객차 

검수종류 약 호
화차

주행키로 주행거리 회기한도 주행거리 회기한도

기본검수 ES
1,500㎞ 반복검수 RS 1일 1회 - 기본검수 ES 1,600km 2주

2,500㎞  '09신조 기본검수 ES 3,500㎞ - 경수선5 LI-5 40,000㎞ 12개월

경수선3 LI-3 45,000㎞ 경수선3 LI-3 50,000㎞  4개월 경수선6 LI-6 80,000㎞ 24개월

경수선4 LI-4 60,000㎞  '09신조 경수선5 LI-5 100,000㎞ 8개월 중수선2 GI-2 160,000㎞ 48개월

중수선3 GI-3 540,000㎞ 중수선1 GI-1 200,000㎞ 16개월 중수선4 GI-4 320,000㎞ 48개월

중수선4 GI-4 720,000㎞  '09신조 중수선2 GI-2 400,000㎞ 32개월 중수선8 GI-7 640,000㎞ 96개월

중수선6 GI-6 1,080,000㎞ 중수선9 GI-9 12년  12년 중수선9 GI-9 12년 12년

중수선7 GI-7 1,440,000㎞  '09신조

표 1 차종별 정비주기

    

코레일의 철도차량은 고속차량인 KTX와 KTX-산천,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전동차, 디젤동차, 객

차, 화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의 종류별로 정기검수의 주기가 유사

하거나 많은 차이를 보이거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KTX는 프랑스에서 도입되어 정비주기 및 방식이 

유럽방식을 따르고 있다. 기존의 일반차량과 다른 점은 정비형태를 레벨1에서 레벨 5까지 5단계로 구분

하며, 레벨3까지는 경정비에 해당하며 레벨4가 중정비를 의미한다. 레벨5는 차량의 반수명검수에 해당

하는 차량의 개조개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수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벨4에 해당하는 중정비도 부

품 및 장치중심의 정비가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전반검수에 해당하는 FGI검수에서 해당 부품이 

교환되면 교환된 장치의 정비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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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비형태의 변천과정

그림 3 일반적인 정비형태 분류

일반차량 중 디젤기관차는 1951년 6.25사변 당시 전시물자 수송을 위해 최초로 운행을 시작하여 최

근에 친환경 에너지원인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기관차로 대체되고 있으나 한국철도공사 동력차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디젤기관차의 정기검수 주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6년, 

12년의 많은 종류로 구분되어 시행하고 있다. 많은 종류로 구분된 디젤기관차의 정기검수 시행시기가 

고장발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2.2 정비형태의 종류 및 방향

과거 호미, 괭이와 같이 단순한 공구는 고장이 나면 폐기하였고, 비교적 단순한 부품이나 제품을 사용

하던 시기에는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하여 사용하였다. 어느 시기부터는 제품이나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

면 손해가 크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정비를 하게 되었다.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

란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TPM에서는 “설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상정비, 열화를 측정하기 위한 정기

진단 또는 설비진단, 열화를 조기에 복원시키기 위한 정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방정비의 시점에 관해서는 이전에는 일정한 주기에 의하는 이른바 시간기준정비(Time Based 

Maintenance, TBM)가 일반적이었으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설비나 시스템의 상태에 구애받지 않

고 정해진 분해검수 등의 정비를 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전에 항공기, 화학플랜트 등에서 

획일적인 시간기준의 정비를 하는 것보다 상태에 따라 정비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상태기준 정비(Condition Based Maintenance, CBM)를 시작하였다. 상태기준정비는 열화상태의 

측정 데이터와 그 해석 데이터의 경향을 관리하거나 온라인으로 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감시시스템이 있

는 등 시간기준 정비에 비해 고도의 정비기술이나 정비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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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시행하는 목적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고장이라 함은 ‘기대 

또는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모자라는 것’ 이라고 정의되나 공학적 관점에서는 고장을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 따라서 고장은 불만족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수효과를 초래하는 제품의 작동 또는 

운용을 포함하게 된다. 고장이 발생하면 그 고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의 심각도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고장발생의 형태는 초기고장, 우발고장, 마모고장의 3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대부분의 고장은 

이 3단계의 욕조곡선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

장의 발생형태는 다양화되었고,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3단계 욕조곡선 형태는 10%이내이고, 전체 

고장형태는 6 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다. 항공기와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68%가 F형태와 같이 초기

고장이 발생되다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NASA1)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림 4  욕조곡선과 고장의 6가지 형태 

 

1960년대 초 미국의 화력발전소에서 조사한 결과 58%이상의 고장이 정기정비 후 일주일 동안에 집중

되어 발생하였다. 또한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가 대수리 후 1개월 정도 만에 다시 고장이 발생

하기 시작하였고.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정비가 거꾸로 고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 NASA의 MSG2)는 항공기용 기계부품의 열화특성 조사를 실

시하였는데, 실제로 89%이상의 항공기용 기계부품의 열화가 시간 의존형이 아니어서 종래의 시간기준 

예방정비는 이론적으로 적용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89% 이상의 기계부품의 열화는 시간

에 의존하지 않고 주기적인 예방정비는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고전적인 예방정비 이론에 의하

면 그림 4의 곡선 F에 해당하는 68%의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최적의 정비정책은 정비를 하지 않는 것'

이고 실제로 89%이상의 기계부품은 주기적인 시간기준의 예방정비는 효과가 없는 것을 알게 된다.  

3. 디젤기관차 정기검수와 고장발생과의 관계분석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5년간 한국철도공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젤기관차 운행 

중 발생된 장애 및 고장 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실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것을 소수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료는 신뢰성분석을 위한 것으로 차량 운행장애와 관련 없이 관리되고 있는 

자료임을 밝혀둔다. 자료의 분석은 정기검수 중 상위검수에 해당하는 12Y검수, 6Y검수, 4Y검수 시행 

이후 고장이 발생한 기간을 분석하였다. 검종별 분석대상은 디젤기관차 전기장치에 한정하였고, 해당검

수 시행과 관련되어 발생된 건수는 60건, 33건, 38건이 해당되었다. 그림 5,6,7은 디젤기관차 12Y(GI 

9), 6Y(GI 6), 4Y(GI 4) 검수 시행 후 고장이 발생한 경과일을 분석한 것이다.

1) 미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2) Maintenance Steering Group : 정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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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L 12Y검수 후 

고장발생현황

그림 6  DL 6Y검수 후 

고장발생현황

그림 7 DL 4Y검수 후 

고장발생현황

디젤기관차 전기장치 불량건수 중 12Y검수의 경우 60건 중 1년 이내에 발생된 것이 26건으로 43%, 

6Y검수 후 1년 이내 발생된 것이 33건 중 16건으로 48%, 4Y검수 후 1년 이내에 발생된 것이 38건 중 

26건으로 68%를 차지하여 정기검수 후 1년 이내에 약 50%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년 이내에 대부분의 고장 및 불량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검수직후 많이 발

생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디젤기관차 전기장치에 있어서는 

하위검수 또한 상위 검종과 같이 검수직후 고장 및 불량이 많이 발생하고 경과일이 지남에 따라 고장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디젤기관차의 기계장치 및 전기장치 중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전기장

치의 분석을 다루었으나 실제 모든 차량의 대부분의 장치에서 많은 부분 주기적인 예방정비가 위의 전

기장치 고장형태와 같이 정기검수 직후 고장 및 불량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철도차량의 정기검수 주기는 차량제작 시에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차량 

운영사에서 경험이 반영되어 지침 및 매뉴얼로 정해지게 된다. 차종별 정기검수의 종류는 유사하거나 

서로 상이하다. 각 차종별 특성이 반영된 부분과 차량제작사가 서로 다른 것도 큰 이유이다. 철도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예방정비를 시행하는 것은 운행 중 고장을 방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

이다. 1960년대 미 항공우주국 NASA에서 이미 예방정비가 많은 부분 현실적이지 못하여 고장을 예방

하지 못한다고 입증하였고, 한국철도공사 디젤기관차 정기검수 시행일과 장애 및 불량발생과의 관련성 

분석에서도 예방정비 직후 고장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철도차량의 예방정비는 

획일적인 시간중심의 주기적인 예방정비에서 탈피하여 각 장치 및 부품의 상태를 반영한 상태기준정비

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고장내역, 부품교환내역, 정비

내역 등 기초자료가 정확히 관리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리된 데이터는 장치별 또는 부품별로 신

뢰성분석이 시행되어 분석된 결과가 반영된 정비주기 및 방법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

와 신뢰성분석 활동에 의해 정해진 정비주기 및 방법은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최적화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정비시스템이 RCM3)이론이다. 또한 차량운영에서 얻어진 신뢰성 기준이 차량설계에 반영되어야 

정비에 소요되는 LCC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차량의 각 상태가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인 시간중심의 주

기적인 예방정비는 철도차량과 같은 복합시스템에는 효율적이 않다. 

 

 

3)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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