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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ailway operators are doing a lot of researches and studies in order to apply reliability technologies 

to their maintenance tasks. The maintenance in the aviation and the munitions industry has been developed 

enough to be benchmarked with the high quality reliability technologies; however, railway industry is still 

situated in a rudimentary stage with insufficient & limited data. 5678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which has 17 year experience of the EMU maintenance and system development, has made a 

constant effort for appling 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to the maintenance for a few years. In 

this connection, the case study is to be introduced.

This paper is based on 'RCM Gateway to World Class Maintenance' by Anthony M. Smith". The reliability 

technology are applied to the specific EMU and its system by 7 stages; accordingly, applying SMRT's 

maintenance experience, a unique standard for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 & LTA(logical tree 

analysis) is established. Moreover, for reasonable and effective preventive maintenance tasks, the case 

considering an analysis of failure effects is selected in the final step 7. SMRT will develop reliability 

technologi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s to all the EMU systems.

1. 서  론

  항공분야에서 시작된 RCM은 사회 발전과 함께 최첨단 신기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 제품의 설계, 

생산보다는 신뢰성 개념을 도입한 생산기술의 보증측면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스템의 

기능 고장으로 인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산업에서는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다. 결국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정해진 

시간표대로 안전하게 영업운전하고 정비하는 전통적 유지보수 방법보단 예방정비와 같은 유지보수의 개

념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유지보수는 안전 측면과 비용 측면에서 상반되는 요소이나 안전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비용이 수반되어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유지보수를 이룬데 의의가 있다. 

최근 철도차량 운영기관에서는 신뢰성기술을 유지보수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개발을 시행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지보수 활동은 전통적 유지보수방법인 검수 규정집에 있는 주기에 따른 검수

정비로서 제품의 품질에 따른 신뢰도를 반영하지 않고 축적된 고장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져 응용, 활

용하는 측면에서 미진한 상태이다.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5678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17년 전동

차 유지관리 경험과 시스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몇 년 전 부터 전동차 유지관리 업무에 RCM(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nthony M. Smith의 “RCM Gateway to World Class Maintenance” 를 참고하였으

며, 적용대상은 전동차 중 특정 차종 및 특정 장치를 선정하여 각 단계별(7단계)로 RCM 논리를 적용하

였고, 단계별 분석작업시 각 유형별 고장 원인과 영향 분석((FMEA)과 결정논리 분석(LTA)은 전동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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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최종 7단계에서는 적용타당하고 효과적인 

예방정비업무 선정을 위해 고장영향에 따른 유지보수업무 선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에서는 이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5~8호선 모든 전동차에 적용하여 신뢰성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2. RCM 국내 현황

  RCM은 최초 미국 민간항공회사에서 시작되었고 주요 산업 시스템인 항공, 원자력, 군수 등에서 

적용하여 불필요한 Overhaul이나 정기검수는 지양하며 효율적인 PM(Preventive Maintenance) 정책을 

세우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육해공군 등에서 활발하게 

적용하여 학회나 세미나에서 많은 성공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 철도 산업에선 KTX를 시작으로 국내 

철도 운영기관에서 RCM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중이다. 왜냐하면 철도는 한 편성당 

수천명의 승객을 동시에 수송하는 대단위 교통수단으로서 안전이 유지되지 않으며 고장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 등 중대사고로 이어져 수송계획의 혼란과 사회적인 신용도 하락으로 공사설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가의 전동차를 고장이나 유지보수 때문에 장시간 영업을 

중지하게 되면 승객 불편은 물론이고, 차량운용상에서도 운영경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PM란 안전성과 경제성을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유지보수업무이다.

 

3. RCM 적용하기 위한 사전준비

  우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각 장치별 유지보수현황을 파악하여 검수방법 및 장치별 분류체계를 적

용한 BOM 체계 정리이다. 도시철도 유지보수 BOM 체계는 각 장치를 완전히 분해되는 단계까지 분류

하여 장치별 관리 및 부품관리를 통해 최적의 유지보수시스템으로 구성한 것이다. 기존의 장치별 BOM

은 5,6,7,8 호선마다 각각 장치의 기능은 같으나 명칭과 위치가 달라, 고장 이력관리 및 분석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그래서 각 기지의 자재담당자와 TF팀을 조직하여 그림 1과 같이 5678호선 장치별 

BOM 정리하고 완성된 12개 장치별 BOM을 가지고 재정리하여 7가지 기능별 BOM을 작성하였다. 

                                  

그림 1. 장치별 BOM과 기능별 BOM

4. RCM 적용 절차

  Anthony M. Smith의 “RCM Gateway to World Class Maintenance”는 유지보수 주기를 결정하기 위

한 방법론으로 다음과 같은 신뢰성유지보수 분석 절차를 제시하였다. 

 1) 1단계 RCM을 수행할 대상 시스템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

 2) 2단계 선정된 분석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스템의 기능 묘사 (시스템 흐름도)

 3) 3단계 선정된 시스템 설명 및 기능블록도 상세하게 작성

 4) 4단계 시스템의 모든 기능들을 정의하고 그 기능과 고장을 상세히 작성

 5) 5단계 기능의 고장과 부품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 실시

 6) 6단계 LTA(Logic Tree Analysis)를 통해 유지보수업무에 투입 할 우선순위 결정

 7) 7단계 각 고장에 따른 효율적인 PM(Preventive Maintenance)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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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5678호선 전동차 중 특정시스템을 선정하여 적용 연구하였다.

   

 4.1 시스템 선택과 정보 수집

    우리공사에선 4개 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전동차들을 17년동안   

  운영 및 유지보수하면서 각 호선마다 고장이 자주 나는 시스템들이 다르고, 그 고장에 대한 대책도   

  달라 RCM 대상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RCM 논리를 적용할 시스  

  템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지난 2년간의 가장 많은 유지보수 업무 건수를 차지하는 시스템

    지난 2년간의 가장 많은 운행정지를 차지하는 시스템

    지난 2년간의 가장 많은 고장건수를 차지하는 시스템

    지난 2년간의 가장 많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을 차지하는 시스템

   위에 언급된 사항 참고하여 우리공사 고장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지보수 업무 건수가 많고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5호선 제동시스템을 적용(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5호선 제동시스템에 관    

 련된 고장사례, 시스템 개략도 및 흐름도, 정비지침서, 작업절차서 등을 수집하여 RCM 단계별 수순    

 으로 시작한다.

 4.2 시스템 경계 정의

    시스템 크기에 따라, 복잡도에 따라 그리고 다른 특정 요소에 따라 시스템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분  

  리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5호선 제동시스템을 그림 2와 같이 보면 크게 공급부, 제어  

  부, 작동부 3가지로 나누어 시스템의 경계를 두고 IN-OUT 표시를 통해 주요 제동장치 부분(제어부,  

  작동부)과 부속 부분(공급부)으로 다음 단계인 기능블록선도 작성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 5호선 제동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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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시스템 설명과 기능 블록선도

    3단계에선 시스템의 전체 구성, 기능간의 연결 및 경계현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었고, 전단계에서   

  주요 제동장치부분(제어부, 작동부)으로 나눈 중심으로 기능 블록선도를 작성하였다. 우선, 기능 블   

  록선도를 보시면 제동시스템엔 다음과 같은 제동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 상용제동: 상용운전시 체결되는 제동 방식이며, 응하중 제어, 져크제한 및 일괄 교차제어 등을 

                 고려하여 제어 우선순위에 따라 제동을 체결한다. 

     ● 비상제동: 상용제동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체결되는 제동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체결된다.

                  ❶ ATC 비상제동 지령시 ❷ 주간제어기를 비상제동위치에 둘 경우

                  ❸ 운전실의 비상제동 스위치 작동 ❹ MR 압력이 낮은 경우 ❺ 열차분리시

     ● 보안제동: 인통지령선, 압력 공기공급을 상용제동 시스템 및 비상제동 시스템과 전혀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제동 시스템으로 상용제동과 비상제동이 둘 다 고장난 경우에 사용되는 제동 시스템

     ● 정차제동: 열차가 정차시 차량의 후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방식으로 모든 운전모드에서 작동

    ● 주차제동: 차내의 압력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제동으로 일반 제동장치 제동력 개념과는   

                 반대로 공기압력에 의한 완해, 스프링 장력에 의한 제동 체결 방식                    

그림 3. 5호선 제동시스템 기능블록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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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제동시스템은 전공변환변 작용방식으로 운전실의 제동지령을 제동제어장치(ECU)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 전공변환변에 비례하는 제동압력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ECU에선 PDI 제어로(온도, 압   

  력, 유량, 액위) 제어량을 통해 검출되는 목표값과 비교후 제어편차에 적당한 제어동작이 가능케 하는  

  비례 미적분 제어 방식이다. 각 량마다 설치된 ECU는 6종 PCB(TC/M차), 9종 PCB(T차)로 구성되며,  

  T차엔 활주방지 역할을 위해 3종 PCB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동작용장치부분에선 전공변환변에 의  

  한 상용 및 비상제동 제어부(전공변환변, 중계변), 비상전자변에 의한 비상제동 제어부(비상전자변,   

  응하중변, 중계변), 부속기기(압력측정부, 압력스위치, 압력변환기)로 구성되고 크게 3그룹으로 요    

  약된다. 또한, 각 제동지령에 따라 작동하는 보안전자변, 주차전자변, 감압변, 평균압밸브, 복식역지변,  

  오버플로우변, 평균압변, 활주방지변이 설치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동력이 전달되는 구  

  동대차의 답면 제동유니트와 부수대차의 디스크 제동유니트로 구성된다.

 4.4 시스템 기능과 기능고장

   이 단계에선 시스템 기능 설명, 기능 블록선도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서 장치별 기능과 기능   

  고장을 나열해 보는 것이다. 도표 1과 같이 제동제어유니트, 제동작용장치, 각종 밸브에 대한 기능  

  및 기능 고장에 대해 작성하였고 특히, 5호선 ECU 특성상 각 PCB별 기능이 달라 그에 따른 고장도   

  세세히 적어보았다.  

도표 1. 제동시스템 기능 및 기능고장 설명

 

 4.5 고장유형별 영향분석(FMEA)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는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잠재된 고장의 원인을 추정  

  해내고 예측되어지는 잠재적 고장 유형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여 시스템이나 장치들이 작동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법   

  이다. 따라서 제동시스템의 고장유형 및 그에 따른 유지보수 작업 내용을 우리공사 전산 시스템      

  (ITMS)을 통해 엑셀로 데이터 산출하여 FMEA 수행 사전 준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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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동장치관련 고장 데이터

  하지만, 산출된 자료들의 내용은 자세한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 코드에 맞게 입력되어 많은 고장   

   현상 및 고장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고장유형과 고장원인을 전산시스템  

   코드로 저장된 상태라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5호선 전동차를 유지보  

   수하는 고덕, 방화 기지에서 제동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현장 전문가들과 TF팀을 결성하여 효과적  

   인 FMEA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작성 양식은 Anthony M. Smith를 참고하였다. 

  

       그림 5. 제동시스템 FMEA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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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결정논리분석(LTA)

    LTA는 각 고장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기법으로 안전성(A), 운영적 영향(B,C),  

   고객서비스 영향(D,E), 숨겨진 고장(F)으로 나눠 우리공사에 맞게 트리구조로 개발하였고 그림 6과  

   같은 LTA 과정이 완료되면 A, B, C , D ,E , F/A, F/B, F/C, F/D, F/E 중 한가지로 분류된다. 그리  

   고 결정된 하나는 FMEA 양식지 LTA항목에 기입하며, 이를 통해 PM 우선순위 작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림 6. LTA 트리구조 와 결정된 LTA 항목 기입

 4.7 PM업무 선정  

   마지막 단계는 FMEA와 LTA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고장유형에 대한 효과적인    

  PM(Preventive Maintenance)을 도출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선 선정가능한 PM업무는 고장    

  예방, 완화, 고장의 징후 검출, 숨겨진 고장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만의 판단으로 결      

  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작업자, 신뢰성전문가, 경영진이 서로 의견 조정을 하면서 어떤 업무   

  선택이 효율성과 경제성을 줄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도 LTA와 마찬가지로 업무  

  선정 트리구조로 우리가 작업해야 업무 선정은 그림 7와 같이 고장 유형에 따른 질문 사항 하나하나  

  에 YES/NO로 답을 하면서 내려가면 TD(Time Directed), CD(Condition Directed), FF(Failure         

  Finding), 재설계, RTF(Run To  Failure)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제동시스템 중에 답면제동을  

  담당하는 브레이크 슈는 전동차 운행거리, 기관사 운행스타일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브레이크 슈 마모량의 차이  

  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나 거리에 교체(TD)보단 대차 점검시 확인하여 교환기준 19mm에 다다르면 새  

  로운 브레이크 슈로 교체(CD)가 효율적인 PM업무로 결정하였다.

도표2. PM업무 종류

    

사전정비

예방정비
(사용연한과 연관)

일정한 시기 교체 작업 (TD:Time Directed)
→오일, 그리스, 필터류 등

예측정비
(사용연한과 무관)

상태 기반 작업(CD:Conditoin Diredcted)
→모니터링을 통한 교체 

기본정비
(효과적인 사전정비를 적용할수 없는 경우)

고장발견 (FF:Failure Finding)
→ Spare 개념 (이중계 시스템, 바이패스스위치 등)

재설계

예정되지 않은 유지보수 (RTF:Run To Failure)
→등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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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M업무 선정 논리 트리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5호선 제동시스템을 RCM 논리에 맞춰 한 단계씩 밟아가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BOM  

 체계서부터 TF팀을 구성하고 1~7단계 각 단계마다 많은 인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우리공사 유지  

 보수 상황과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RCM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심사숙고하여 우리공사만의   

 RCM 논리 과정을 보여주었다. 5호선 제동제어장치(ECU)는 다른 호선 전동차 제동제어장치보다 다양  

 한 PCB로 구성되어 각 PCB별 기능과 기능고장에 따른 고장 유형 및 원인들이 도출될 수 있었다. 해  

 당장치에서 도출된 고장유형과 원인들의 영향분석에 따른 결과를 안전성, 경제성, 고객서비스로 나누어  

 진 LTA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 사람만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면서 결정하느    

 라 많은 시간이 걸렸었다. 최종단계인 PM업무선정은 현재 유지보수 업무와 비교를 하니까 공통된 업  

 무가 대부분이었지만, 차이점이 보이는 부분에선 경영자, 실무자, 신뢰성 전문가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 안전성, 경제성, 상호의존성이 모두 담  

 긴 정책 기반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논문을 통해 향후 5~8호선 모든 전동차로 확대 및 적용하고 각 호선별 각 장치의 특성에 적합   

 한 RCM 논리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최적의 유지보수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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