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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iability analysis-based maintenance system has the merit than elapsed time-based preventive maintenance 

system. First, it is possible to active handling of rolling stocks failures. In the past, Failure handling activities began 

when after increase failures rapidly. But if we can continuous manage of reliability than changing of failure 

tendency can know more quickly. Second, It is possible to using maintenance resources effectively. We can look 

forward to cost reduction to distributing of much less failures parts's maintenance resources.

  KORAIL builds reliability system called KTX-RCM for operating high-speed rolling stocks. But existing rolling 

stocks have not reliability system from the past. Fortunately, KORAIL started ERP system called KOVIS at 2007. 

KOVIS includes maintenance data for reliability analysis. So in this study analysis failure data for getting reliability 

number about existing passenger car. And we desire to maintenance connection plan.

문요약

신뢰성을 기반으로한 장치 심의 유지보수 체계는 과거의 경과기간 심의 방정비 체계보다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차량의 고장에 능동 으로 처가 가능하다는 이다. 과거에는 차량의 

고장이나 승객의 불만이 하게 늘어나는 상이 지속되고 나서야 고장 조치를 한 활동을 실시하

다. 하지만 신뢰도를 지속 으로 리 찰 할 수 있다면 고장 이나 승객 불편사항을 빨리 인지 하고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정비 자원의 효율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다. 고장이 은 부분의 

자원을 분배하여 고장이 많고 정비가 자주 필요한곳에 집 하므로서 비용 감소를 기 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신뢰성 리를 해 KTX-RCM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속열차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차량은 아직 기존 체계에 머물러 있다. 다행히 2007년부터 KOVIS라 불리는 ERP 시스템이 도입되어 

일반차량의 경우에도 유지보수 데이터 획득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일반객차 

KOVIS 고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치별 신뢰도를 분석하여 각 장치가 가진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유

지보수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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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도차량은 한 번의 운행으로 많은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이동을 한 용 선

로가 제한되어 단 도 가지고 있다. 철도차량의 운행  고장은 많은 승객에게 불편을 뿐만 아니라 제한

된 선로 조건상 후 열차의 통행까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운행과 도 고장방지를 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한 일환으로 철도차량의 유지보수는 고장이 발생한 후 정비를 실시하는 사후유

지보수가 아닌 고장발생 가능 개소를 미리 검하여 도 고장 최소화를 한 경과시간 기반의 사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과시간기반의 검수주기와 검수항목은 1980~90년  차량을 기 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차량제작기

술의 발 과 각 장치(부품)의 성능이 획기 으로 향상된 재 상황에서는 효율 이지 못하다. 재의 정기검

수는 차량 1량 는 1편성을 기 으로 차량의 상태나 장치의 종류에 계없이 모든 차량을 같은 체계로 

검하기 때문에 검수자원의 효과 인 분배가 어렵다. 특히 고장발생 측면에서 합하지 못한 차량의 유지보

수 주기는 검수를 규칙 으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정비 직후에 차량의 고장발생 비율이 높아진

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생각할 때 검수품질 향상과 고장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재의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 가장 실 인 방법은 [그림1]과 같은 로세스를 통해 장치의 수명을 

명확히 악하고 유지보수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구축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차량의 운행 환경 변화에 따른 수명변화를 능동 으로 처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그림1. 장치 심의 유지보수 체계 구축 로세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고 보다 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차종의 유지보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는 신뢰성을 기반으로한 유지보수 체계가 있다. 신뢰성 기반의 유지보수는 이력데이터를 통계 으로 분석하

는 것이므로 비용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원하는 때마다 신뢰도 수치를 산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

간으로 변화하는 고장경향을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와는 달리 신뢰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반객차를 상으로 구성장치의 신뢰도를 산출하고 유지보수 체계와의 연계방안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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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데이터의 수집  가공

  신뢰도 산출을 해서는 유지보수 이력데이터의 수집이 가장 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

철도공사에서 운 하고 있는 새마을, 무궁화 객차의 2010년 고장  유지보수 데이터로 ERP 시스템(KOVIS)

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 다. 다만 ERP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는 단순한 형태로 신뢰도 산출을 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기 해 스 드 시트를 이용하여 정렬, 분류 작업을 실

시 하 다. 신뢰성 기반의 유지보수 체계는 유지보수 이력 데이터를 통해 모든 결과를 추론하므로 데이터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문제 이 있지만 철도차량 유지보수 이력 데이터의 양이 많은편이

고(2010년 일반객차 데이터 약 7만건) 2007년부터 ERP 시스템을 운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계  분석

을 수행하기 한 기  데이터로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2.2 데이터의 분석조건

  신뢰도 수치의 비교를 해서는 수치 산출을 한 기본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하다. 철도차량장치

의 경우 일반 인 공산품과는 달리 사용년한이 길어 신조차량을 도입한 후 폐차시까지의 모든 유지보수 기

록을 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완  분해조립이 이루어지는 오버홀 개념

의 정비 시행(한국철도공사 GI-2검수)일을 기 으로 정하고 신뢰도를 산출 하 다. 한 철도차량장치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MTTF(Mean Time To Failure)를 장치

의 잠재수명보다는 총  고장발생이 63.2%가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된 정비활동외에 추가 으로 투입된 모든 정비활동을 고장이라 단하고 복구 가능한 시스템 분석법을 

통해 고장발생에 따른 장치의 신뢰도를 측정하 다. 데이터의 분석을 해서는 신뢰성/생존 분석을 한 통

계소 트웨어로 리 사용되고 있는 Minitab을 사용하 다. 분석을 한 장치 분류는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

정비단의 장치 분류법에 따라 17개 장치로 구분하 다.

표1. 신뢰도 분석을 한 조건표

구분 항목 내용 비고

데이터

처리

기본 데이터 수집 KOVIS 시스템 유지보수 이력조회

장치구분 철도차량정비단 장치분류기 에 의한 17개장치

Overhaul주기 2010년 운행차량의 평균 Overhaul 주기 734일

고장일 산정 기
차호별 장치별 최근 Overhaul 실시일로 부터 고장발생

일까지 경과기간

신뢰도

산출

분포분석 모수분포분석

은퇴일 734일 이후 시간 측 단 시스템
차호별

구분

성장곡선 추정방법 최 우도법

신뢰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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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신뢰도 분석을 한 장비 분류표

분류 장치명 세부장치  정비내용 비고

냉난방 장치 냉방기, 난방기, 송풍기, 온도센서, 온도조 기

골격 장치 벽면  천장, 창문틀, 통로, 도색

수장치 수탱크, 수배 , 수, 배수

차장치 차, 퍼, 센터 이트, 제동량, 벨링벨 , 차소음

문비장치 도어엔진, 승강문발 , 총 제어변, 도어핸들

방송장치 마이크, 스피커, 모니터, GPS, 자동방송기

공기배 장치 주공기 , 제동 , 압력계, 공기 출

배 반 스 치, 손잡이  쇄정장치, 배 반내 공기 출

제동장치 제동불량, 완해불량, 활주방지장치 고장, BOU부품 불량

연결기장치 연결기, 완충기, 연결부 간극과다, 소음

오물처리장치 변기, 수, 압력불량, 막힘, 동결, 역류

윤축조립체 차륜, 차축, 답면찰상ㆍ박리

의자 등받이, 발받침 , 그물망, 팔걸이, 회

조명장치 형 등  각종 등

창문장치 각 부 창문 시야불량  손

통로문장치 객실내 출입문, 도어체크, 가이드롤러, 자동스 치

차내설비 자 기, 커튼, 냉장고, PC, 휴지통, 장애인리 트

2.3 장치별 분석내용

  앞에서 수집해 분류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통계 소 트웨어를 사용해 장치의 각종 신뢰도 수치를 비교하

다. 분포분석 식으로는 상 계수가 가장 좋은 것으로 산출된 3-모수 Weibull 분포를 사용하 으며 비교한 항

목은 고장수 63.2%를 의미하는 MTTF와 고장 집 도를 알기 한 고장수 평균 기 으로 50% 고장이 발

생하는 기간인 IQR(Inter Quartile Range), 수리가능 시스템에서의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시간

에 따른 고장률 추세를 알 수 있는 형상모수 등 이다.

그림2. 체 고장수 비 장치별 고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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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별 신뢰도 분석에 앞서 [그림2]에서 체 고장 비 각 장치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고장 

비율은 승객에게 직 인 불편을 래할 수 있는 서비스장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고장이 많

은 오물처리장치의 고장비율은 17%이고 고장상  5개장치(오물처리장치, 문비장치, 방송장치, 냉난방장치, 의

자)가 체 고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 다. 특히 오물처리장치의 고장비율이 높은 것은 여겨볼 사

항이다. 문비장치는 1량당 2~4개, 의자장치는 45~72개가 존재함에도 고장순 는 2번째 5번째 이었지만 화장

실 고장이 부분인 오물처리장치는 객차마다 2개이고 소변기는 고장이 잘 나지 않는 단순한 구조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고장이 유난히 잦은 것으로 단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승객의 서비스 요구 수 은 높아지고 최

고수 의 철도 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장치의 정비품질을 높이기 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2.3.1 분포분석

  분포분석은 고장률을 분석한 것으로 주요 산출 수치는 MTTF와 IQR이다. 분포분석은 데이터 입력 조

건상 차호구분없이 고장건수와 고장일을 산출하여 수행하 다. [그림3]은 각수치를 장치별로 비교한 그래

이다. MTTF는 일부 장치를 제외하고 체 으로 앞 에서 살펴본 고장건수에 반비례하여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체고장건수 비 MTTF비교를 통해 상 으로 기에 고장이 많은지 후기에 고장이 많은지 단이 

가능하다. MTTF는 오버홀 수행일을 기 으로 63.2%의 고장 발생까지 경과기간이고 IQR은 체고장 평

균일을 기 으로 50% 고장일을 의미하므로 IQR이 MTTF보다 작은 창문장치와 윤축장치는 고장이 상

으로 집 되어 있다고 단 할 수 있다.

그림3. 장치별 MTTF, IQR 비교 그래

2.3.2 수리가능 시스템에서의 신뢰도 분석

  수리가능 시스템에서의 신뢰도는 MTBF와 형상모수를 산출하 다. MTTF 산출시엔 고장수리 조건을 반

하지 못한다는 문제 이 있지만 수리가능 시스템 분석에서는 차호별로 ID를 부여하고 고장 간격을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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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할 수 있다. MTBF를 산출하기 한 시스템 고장률은 산출된 ROCOF(Rate of Occurrence of Failure)  

가장 험도가 높은 시간을 기 으로 하 다. [그림4]의 MTBF는 각 차량별로 고장이 1번씩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가장 고장건수가 많았던 오물처리장치의 경우 MTBF는 45.8일로 약 46일 마다 고장이 

1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체 으로 고장건수에 반비례하여 MTBF 기간이 길게 확인되었으며 

창문장치와 윤축장치가 그래  상에서 경향에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문장치와 윤축장치의 경

우에는 [그림3]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고장건수는 통로문장치보다 으나 IQR이 작고 고장형태가 다른 

장치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4. 장치별 MTBF 그래

  [그림5]는 각 장치의 형상모수이다. 형상모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고장경향을 알 수 있는 수치로 형상모

수가 1일 경우 시간에 따른 고장패턴은 일정하며 1미만일 경우엔 시간에 경과함에 따라 고장이 감소하는 패

턴, 1 과일 경우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장이 증가하는 패턴임을 의미한다. 차호별 형상모수는 차호별ID 

부여후 ID별 형상모수를 산출한 것이고 장치별 형상모수는 장치 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정한 것이다.

그림5. 장치별 형상모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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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호별 형상모수에서는 차장치를 제외한 모든 장치가 1을 과하여 고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장치별 형상모수에서는 10개장치가 1 과 7개 장치가 1미만이었다. 창문장치와 윤축장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장 증가률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었고 차장치는 반 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장 발

생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나머지 장치는 0.9~1.4 사이의 형상모수로 고장패턴이 비교  일정한 가

운데 미미한 증가, 미미한 감소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차호별 형상모수와 장치별 형상모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고장집 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일반 으로 고장발생은 모든 차량에서 일정하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

라 과거에 고장이 발생한 차량에 다시 고장날 확률이 높다.

2.3.3 고장집 도 분석

  장치별로 고장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확인하기 해 고장집 도를 분석하 다. 고장집 도는 고장건수를  

장치 고장이 발생한 차량수로 나  수치와 차호별로 복고장건수의 표 편차를 [그림6]에 산출하 다. 고장

집 에 비해 표 편차가 큰 경우에는 장치별로 고장집 이 심하고 반 의 경우에는 고르게 분포한다고 단

할 수 있다. 문비장치, 방송장치, 창문장치는 고장집 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기존 정비방법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체 으로는 고장 건수가 을수록 고장집 상이 덜한것으로 단된다.

그림6. 장치별 고장집 비율 그래

2.4 유지보수 연계방안

  검수 장에서는 정비품질 향상을 해 수치화된 목표를 정하고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목표로 

하고 있는 수치는 가령‘지난해 비 고장건수 몇% 감소’와 같이 숫자로는 정확하지만 평가 기 으로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계속해서 새로운 차량이 도입되고 폐차되며 차령이 늘어나고 검사방법과 검사설비가 

달라지고 부품의 제작사도 바 고 주행선로가 바 고 검수주기도 변경될 수 있는 등 환경 인 변화가 심한

데도 고장건수만을 평가기 으로 삼는 것은 효과 이지 못하다.  승객 만족도 향상과 직 인 비용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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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서는 운행에 지장되는  고장뿐 아니라 주기성 소모품 교환을 제외한 비정기 인 정비활동이 필

요한 모든 경우를 요고장으로 생각하고 리하여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해 지 까지 사용되어온 고장

발생 건수 주의 험도 평가방식에 신뢰도 지수를 이용한 평가방식을 더하여야 한다. 과거의 방식은 장치

의 정비품질을 평가함에 있어 불합리한 이 많고 평가 자체도 기 이 모호하여 단이 어렵다. 부품의 제

작사나 품질이 변경되었다고 의심될 때 정비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재로선 작업자의 의견 청취와 

부품의 사용실 , 고장 황 뿐으로 객 이라 보기는 어렵다.  화장실과 의자같이 고객만족도 측면에서 

요한 부품들의 경우도 막연하게 고객의 불만을 듣고 보수하는 방식을 떠나 고객이 만족할만한 수 의 신

뢰도 수치(MTTF나 MTBF 등)를 결정하고 일상검사 에 발생하는 정비내용을 계속 모니터링 하여 일정한 

리수 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만발생 증가 에 원인을 악하고 집 정비를 행하는것이 보다 효과

일 것이다. 한 지속 으로 장치별 고장률을 리한다면 다양한 유지보수 환경변화에 따른 효과유무를 

악할 때도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평가를 가능토록 하

기 해서는 구체화되고 무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별 신뢰도 측정기 을 제시하고 그 방법에 따라 분

석된 결과를 주기 으로 업 부서에 통보해주고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정한 기 을 

명확히 단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표3]은 이런 방법의 시이다.

표3. 신뢰성기 에 의한 유지보수 방법개선 시

장치명
기존방식

(개선 항목)
신뢰성기  방식 시

윤축장치
3년마다 차축베어링 분해검수

(검수주기 산정)

MTTF 1500일 이하일 경우 2년

MTTF 1500~3000일 경우 4년

제동장치
고장건수가 많을 경우 특별 검실시

(특별 검 실시)

고장집 도에 의한 표 편차가 3이상시 

체 제동장치 특별 검 실시

창문장치
시야불량시 해당 창문 교환

(검수방법 개선)

MTTF가 300이고 형상모수가 높으므로

300일 경과후 고장발생시 일  교환

3. 결론

  신뢰성에 기반을 둔 유지보수 체계는 유지보수 활동 최 화를 통한 비용 감 보다도 차량의 고장을 과학

으로 이해하고 최 의 방법으로 처하여 고장발생을 일 수 있다는데 더 큰 장 이 있다. 고장의 감소

는 차량의 가용도 향상은 물론 정비비용 감 등 유형효과를 비롯하여 빠르고 안 하고 쾌 한 철도 이미지

를 고객에게 각인시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정확한 유지보수이력데이터 취득의 어려움, 신뢰도 

수치의 기 마련 부재 등 실 인 어려움 때문에 바로 장에 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계속해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 번째는 다양한 차종을 같은 유지보수 방법으로 리하는 것은 비효율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

으로도 새로운 차종이 계속 도입될 것이고 새로운 차종은 기존의 차종과 다른 유지보수 특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발 된 검수방법과 컴퓨터를 활용한 신뢰성 산출이 가능한데도 새로운 차종을 기존의 방법

에 맞추어 유지보수 하려 한다면 효율이 감소 할 수밖에 없고 철도차량이 존재하는 한 유지보수는 계속 필

요하므로 언젠가는 신뢰성에 기반을 둔 최 의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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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철도차량의 경제성과 유용성을 객 /자체 으로 평가하기 한 기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

로 도입하는 차량과 장치들은 최근 강화된 품질기 에 맞춰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 측에서 제시하는 RAMS 사항이 실제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가

지는지 객 으로 평가하고 어떤 차종과 장치를 도입했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효과를  것인가 측하기 

해서는 기존 차량의 신뢰도 값을 정확히 산출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력 리방법의 개선, 국내의 철도차량 유지보수 모델에 합한 신뢰 평가

도구의 개발 등 꾸 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된다면 해외 선진국을 뛰어넘는 차량 유지보수 운 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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