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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ically Korea Railroad is executing the limited inspection and general inspection about passenger car by 
mileage and the time elapsed.(ex. one year, two years) These types of inspection system continue from the 
beginning of the railroad operation of the steam locomotive age to present. According to the rolling stocks 
modernized and improved, mileage and the time elapsed for periodical inspection has been expanded but the 
basic maintainability system of rolling stocks is not that different from the past. This fact needs verification 
that modern inspection method is right from various field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ata that we get the maintenance record from Korea railroad company about 
periodical inspection and failure. Next to considering the correlation of periodical inspection with failure based 
on analyzed data for watching periodical inspection effects. And we desire to need efficient rolling stock 
maintenance system better than fixed periodical inspection.

요 약

 한국철도의 객차 유지보수 체계는 기본적으로 주행거리를 충족하거나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정비를 시행

한다.(ex. 1년, 2년) 이 체계는 증기기관차를 운영하던 철도운영 초기부터 KTX, KTX-산천, 간선형전기동차

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차량이 현대화 됨과 동시에 예방검사에 필요한 주행거리와 주기 또

한 늘어났으나 기본적인 차량의 유지보수 체계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차량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검수체계가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다방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 기록되어 있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주기별 예방검수 현황

과 운행중 발생된 고장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객차의 예방검수와 고장발생과의 상관

관계를 확인해보고 중정비검수가 실제 고장예방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인 

주기위주의 예방검사보다 차량상태와 장치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서론

  1905년 경인선 개통과 함께 역사가 시작된 한국철도차량의 역사는 증기기관차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는 20종, 약 18500량(2010년 기준)의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차량의 유지보

수비도 함께 늘어났다. 특히 승객이 적은 산간,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유지보수비 관리에 어려움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운용주체인 한국철도공사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차량의 안전성,

† 김주원 :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E-mail : pazazatj@korail.com

*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차량기술단

1636



신뢰성은 유지하면서도 유지보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일반객차(무궁화

호, 새마을호)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체계중 대대적인 분해수선과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정기 중정비 

검수(GI-1, GI-2)를 대상으로 경과시간별 고장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철도차량 

유지보수체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일반객차의 정기검수 기본현황

  일반적으로 모든 철도차량은 주행거리를 충족하거나 회기한도에 도래할 경우 정기검수를 위해 차량기

지로 입고된다. 철도차량에서 일반객차는 새마을, 무궁화호를 지칭하며 일반객차에 대해 현재 한국철도

공사에서는 <표1>과 같은 정기 검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일반객차의 정기검수 약호표>

검수 종류 약호
검수기준

비고
주행거리 회기한도

반복검수 RS - - 사업전

기본검수 ES 3,500㎞ -

경수선3 LI-3 50,000㎞ 4개월

경수선5 LI-5 100,000㎞ 8개월

중수선1 GI-1 200,000㎞ 16개월

중수선2 GI-2 400,000㎞ 32개월

중수선9 GI-9 12년 12년 회기한도에 한함

임시검수 T - - 사업소 T1, 정비단 T2

특종검수 R - - 사업소 R1, 정비단 R2

  여기서 반복검수(RS)와 기본검수(ES)는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사항만을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 차량의 

대체적인 상태확인 및 기능작동 검사, 세척수 및 소모품 보충 정도의 일상검사 수준이다. 경수선3(LI-3)

은 대규모의 분해가 필요 없지만 마모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품들의 교환, 냉난방 장치의 점검, 주요 

윤활부위의 급유가 이루어진다. 반복검수, 기본검수, 경수선 정기검수 까지는 일반적으로 운행중 발생한 

문제점의 처리, 주요 구성부품들의 계측, 주요 마모부품들의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중수선(GI)의 경우에는 차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수 개념보다는 완벽한 차량상태 구현을 위해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대대적인 분해 수선을 실시하여 각 주요 부품들의 원형유지를 목표로 한다. 철

도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만큼 안전에 높은 신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정비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철도 차량 유지보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2 데이터의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일반객차의 GI-2 정비현황과 출고일자, 차량고장 발생현황이다. 한국철도

공사는 2006년 말부터 ERP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열차의 운행정보를 비롯하

여 차량의 정기검수 정보, 차량의 고장정보 등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된다.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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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 동안 ERP시스템에 입력된 검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해당기간동안 무궁화, 새마을호 차량을 대상으로 GI-2 점검을 마치고 경과기간 900

일 이하(회기율 약 94%), GI-1 점검을 마치고 경과기간 450일(회기율 약 94%) 이하인 일반객차 2391

량과 해당기간동안 발생한 차량고장 정보이다.

 2.3 데이터의 분석

  2.3.1 월별 출고차량 추세

  데이터 신뢰성을 위해 월별 차량출고차량을 확인해 보았다. 월별로 출고차량차이가 크다면 상대적

으로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수가 다르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차량고장 발생 특이점과 관계없이 고장

발생비율 또한 차량수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경향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8개월간 GI-2검수 후 출고된 차량은 총 2391량이고 월별 출고현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1. 기간별 GI-2검수출고 차량수>

  48개월간 월별 평균 출고차량은 약 50대이며 전체적으로 연말에 출고차량이 다소 증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출고차량 대수는 큰 변화 없이 월별 40~60대를 유지하고 있다.

  2.3.2 차량 경과시간별 고장발생 비율

  차량이 정비기지에서 출고된 후 경과기간에 따라 고장발생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예

를 들어 1월중에 출고한 차량이 6월중에 고장으로 재입고가 되었으면 7개월째 고장이 발생했다고 기

록한다. 전체 고장발생건수에서 월간 가장 고장이 많이 발생한 건수를 100%로 봤을 때 기간이 지남에 

따른 상대적인 고장 발생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2>는 GI-2 출고후 고장발생 비율을 출

고후부터 30개월경과 후까지 월별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정비와 고장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비 후

에 가장 고장이 적고 점차 시간이 지나며 고장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분석된 자료를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차량의 출고 시점으로 부터 3개월째에 가장 높은 고장발생율을 보이고 이후로 꾸준하

게 고장발생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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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기간별 GI-2 경과기간별 고장발생 비율>

  <그림-3>에선서는 조사한 GI-2 대상 차량중 GI-1출고 이후에는 고장 발생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GI-2는 검사 주기가 30개월 내외이며 GI-1은 검사주기가 15개월 내외이다. GI-2에 비해서 검사항목이 

적지만 LI-5검사보다는 많은 부분을 분해검수 한다.

<그림-3. 기간별 GI-1 경과기간별 고장발생 비율>

  <그림2,3> 모두 차량이 차량기지에서 출고된 후 고장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분석은 어렵지만 고장발생 내용과 철도차량 의 특수

성을 고려해 보면 크게 두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첫번째로 철도차량 부품의 공급특수성이다. 철도차량은 운영 특성상 운영초기에 여객수요에 맞추어 

대부분의 차량을 도입하고 그 이후에는 동일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 조립생산시 사용된 부품의 

수요 또한 도입기가 끝나면 급격히 줄어든다. 부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수요가 적고 최저가입찰로 부

품을 조달하는 공급시스템에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 부족하고 따라서 과거와 동일

한 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는 특히 일반객차와 화차에서 심각한데 제작사가 각각인 차량과 차령

이 높은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부품도면은 같아도 제작사마다 완벽히 동일한 규격을 가지기 어렵고 차

령이 높으면 부품교환중에 여러 제작사의 부품이 섞이기 때문이다. 소량생산 제품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기 어려울뿐더러 공급업체의 잦은 교체도 동일한 규격의 부품을 수급하는데 문제가 된다.

 두번째로 출고전 최종검사상의 문제점이다. 분해검수가 완료된 각부품은 최종적으로 원상태로 조립된

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 검수가 완료된 모든 차량은 출고전 시험장에서 차륜, 대차, 제동과 관련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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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친다. 하지만 고객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냉난방, 좌석, 화장실, 소음, 진동, 기타 편의장치의 

고장은 외관검사와 1~2회 기능검사 외에 현실적으로 내구성을 확보를 위한 검사에 한계가 있다. 이러

한 문제들이 출고 초반 고장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예측된다.

  2.3.3 월별 차량고장 발생비율

  차량고장 발생과 계절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별 

고장 발생 비율을 <그림-4>와 <그림-5>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혹한기, 혹서기에 차량 부

품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4. 2007,2008년 월별 고장발생 비율>

  

<그림-5. 2009,2010년 월별 고장발생 비율>

  하지만 연간 고장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상호간에 유사점을 크게 찾아볼 수 없었다. 2008년을 제외하

고는 4~6월 달에 고장발생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정도이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고장내용을 고려

하면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4~6월은 냉방장치를 막 가동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물론 GI검사에서

도 냉난방장치를 검사하지만 검수 스케줄상 오랜 시간동안 부하검사를 할 수 없다. 겨울동안 쓰지 않던 

냉방기기의 부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늦봄, 초여름엔 냉방기기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겨울에 가동하는 난방장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냉방장치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

에 고장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행, 제동장치와 같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치들에 대해서는 혹서기, 혹한기에 별도의 경보시스템과 강화된 일상검수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

고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특별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4년간의 데이터를 월별로 취합한 <그림

-6>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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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최근 4년간 월별 고장발생 비율>

  앞서 살펴본 대로 월중 고장발생 비율은 냉방장치의 고장이 많은 4~6월에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점차 

하락하다가 12월, 1월 들어 약간 증가한 후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는 혹서기, 혹한기 주행, 제동장치 특별점검 활동뿐 아니라 환절기에 냉난방 장치 특별점검과 같은 활동

도 일상검사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특별점검으로 고장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결론

  중정비검수와 고장발생과의 상관관계를 경과시간과 월별로 분석해보았다. 거의 대부분의 고장은 운행

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고객민원 성격의 고장 이였으나 감성품질에 관계된 작은고장에 대해서도 철저

히 대비하는것은 최고수준의 철도 서비스 구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일 것이다. 다만 도중고

장 예방을 위한 사전정비 개념을 생각할 때 중정비출고 후 초반에 고장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은 공급부품의 품질문제와 출고전 최종 차량검사에서 고객 편의시설검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따라서 앞서 말한 부품 조달상의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사용자 입장에서도 납품된 부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초기불량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있다. 또 출고후 검사방법 개선하여 

초기발생고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특히 고장 비율이 높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집

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신뢰성 기반의 검수시스템으로의 개선도 필요하다. 여기에 최신 트렌드에 맞

추어 감성품질 만족을 위해 기존의 방법보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검수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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