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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전동차의 RCM 적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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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the rolling stocks are gradually complicated in respect with design and production to improve the 
safety and reliability. Also, the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corresponding with system specification or 
technical requirements is needed to meet the higher quality in railway service.
In present, each railway authorities are collecting the failure's data using information system, applying those 
for maintenance works. However, this system has not established with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This paper represents the existing activities and plans for RCM management system for AREX's EMU.
------------------------------------------------------------------------------------

1. 서 론

  최근 철도차량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점차 복잡하게 설계․제작되고, 차량 품질에 대한 

기대와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몇몇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는 철도차량 발주시 일부의 신뢰성 

요구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 제작사에서는 신뢰성 높은 차량 시스템 제작하고, 운영사에

서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차량시스템 사양의 요구 조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성 중심

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신뢰성 중심의 유지보수는 시스템의 신뢰성․가용성․정비성․안전성의 향상과 유

지보수 비용의 절감, 운용성의 향상이며, 결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각 철도운영기관에서는 차량 유지보수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고장, 유지보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체계적, 과학적인 기법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공항철도에서는 차량 운행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요구수준의 안전성, 가용성 달성 및 유

지보수비용을 절감하는 차량 관리를 위하여 이를 지원하는 신뢰성 기반의 유지보수시스템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최적의 예방정비를 시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공항철도에서 운영되는 차량의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RCM; Reliability Centred 

Maintenance) 적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1단계 구축내용 및 운영활동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활동

2.1 정보시스템의 구축

  차량의 신뢰성 중심 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차량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데이터는 신뢰성 및 가용성 평가, 유지보

수 방법결정 등 중요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분석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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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에서는 차량 운행정보, 고장정보, 유지보수정보 등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통합정보

시스템 내에 검수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정량화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별 분류

체계 수립, 각종 지표산출을 위한 연계체계를 수립하여 영업개시와 함께 운용하고 있다.

2.1.1 LBS 구성 체계

  차량 시스템 내의 장치의 고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관점에 따른 

분류 즉, LBS(Logistic Breakdown System) 수립이 필요하다. 공항철도의 LBS는 "시스템(차량) > 서브시

스템 > 장치 3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재정보와 상호 연계시켜서 구축하였다. 정의된 3단계의 분류

를 최대 5단계로 확장하여 세분화할 수 있으며, 장치의 변경 및 새로운 장치가 추가될 경우에도 신규 

LBS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관리상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표1. 은 서브시스템(13개 시스템), 장치(57개 장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LBS 구성 체계를 나타낸다.

표 1. LBS의 구성

System Sub System Equipment

계 13 57

전동차 전기추진장치 견인전동기, 주변환장치, 주변압기 등(11개 장치)

보조전원장치 보조전원장치, 축전지 (2개 장치)

공기조화장치 냉․난방장치 등 3개 장치

출입문 설비 객실 출입문 등 2개 장치

등구류 객실등 등 3개 장치

운전실 설비 운전제어장치 등 2개 장치

객실 설비 객실의자 등 6개 장치

방송 및 표시기 장치 방송장치 등 2개 장치

연결장치 및 연결기 연결기 등 3개 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열차제어컴퓨터 등 3개 장치

주행장치 윤축 등 12개 장치

제동장치 제동작용장치 등 6개 장치

상자접속함 및 점퍼 상자점속함 등 2개 장치

2.1.2 고장코드 체계

  고장코드는 고장계통, 고장유형, 고장원인, 고장위험, 고장검출, 고장조치 등 7개 항목, 16자리 숫

자로 조합하여 코드체계를 구성하였다. 고장코드 체계 역시 새로운 고장 발생시 계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장유형은 LBS에 따라 분류된 각 장치의 고유 기능을 파악하여 해당 고유 기능이 정

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를 정의 하였으며, 고장원인은 고장유형과 연동하여 해당 고장현상이 인

지되었을 때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정의한 것이다. 

표 2. 고장코드 구성 체계

항목 시스템명
서브

시스템명
장치명 고장유형 고장원인 고장영향 고장위험 고장검출 고장조치

코드자리 2 2 2 2 2 1 1 2 2

예) 전동차 제동장치
제    동

작용장치
제동불완해 ECU고장

운행장애

기능장애

단순고장

위험고장

인명사고

대물사고

환경사고

시각

청각

TCMS정보

교체

수리

조정

리셋

비상제동

검    지

비상전자

밸브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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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FRACAS 프로세스 구축

  일련의 고장에 대한 접수정보, 분석정보, 조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FRACAS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다. FRACAS에 축적된 고장정보는 유지보수 활동의 분석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RAMS 지표를 

산출하는데 연계된다. 

고장으로 관리되는 범위는 운행 중 발생한 고장뿐만 아니라, 예방정비 중 불량사항 발견으로 유지보수

를 요하는 사항 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고장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제외될 수 있다. 전체고장은 운행

장애, 기능장애, 단순고장 모두를 포함한다. 그림3과 표 3.은  FRACAS 프로세스 체계 및 축적되는 고장

정보를 나타낸다.

그림 1. FRACAS 프로세스 체계

표 3. FRACAS 고장정보

구   분 주요 내용

고장접수정보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고장대상  • 고장내용  • 현장조치사항

• 운행지연 및 차량교환여부  • 온도 등 날씨 정보

고장분석정보 • 고장유형 및 원인  • 고장영향 및 조치

고장조치정보 • 조치일시  • 조치사항  • 조치인원 및 시간

2.1.4 운영 절차의 수립

 공항철도에서는 RAMS 운영조직의 담당업무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용,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한 유지보

수 반영사항 등에 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였으며 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4와 같다.

보수실적보수실적 등록등록

갱신갱신

신뢰성신뢰성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예방정비

고장접수

점검보수

교체

유지보수활동

장애조치

사후정비

점검불량

통합정보시스템

고장 접수

고장 분석

고장 조치

지표 산출

분석 취약개소 파악

유지보수 규정
지침, 절차 검토

유지보수계획

-점검 주기 -점검 항목
-점검 방법 -투입 인원
-소요 자재

수리

-신뢰도 지표, 정비도 지표
-가용도 지표, 안전도 지표

-차량검수정보

중점정비

-대상/시간/장소/내용

-고장유형/원인 파악

-조치시간, 교체부품

교체수리

(목표수립 및 유지보수규정 심의)

보수실적보수실적 등록등록

갱신갱신

신뢰성신뢰성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예방정비

고장접수

점검보수

교체

유지보수활동

장애조치

사후정비

점검불량

통합정보시스템

고장 접수

고장 분석

고장 조치

지표 산출

분석 취약개소 파악

유지보수 규정
지침, 절차 검토

유지보수계획

-점검 주기 -점검 항목
-점검 방법 -투입 인원
-소요 자재

수리

-신뢰도 지표, 정비도 지표
-가용도 지표, 안전도 지표

-차량검수정보

중점정비

-대상/시간/장소/내용

-고장유형/원인 파악

-조치시간, 교체부품

교체수리

(목표수립 및 유지보수규정 심의)

그림 2. 운영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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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MS 지표 산출 및 분석

3.1 RAMS 지표 산출 기준

  고장 정보를 통하여, 차량의 신뢰성, 정비성, 가용성 그리고 안전성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와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뢰도 지표

  고장 정보 중 대상물 및 발생일시를 통하여, 식(1)을 이용하여 해당 시스템의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을 산출하며, 식(2)를 통하여 MKBF(Mean Kilometer Between Failure)도 함께 산출하

여 신뢰도 지표를 평가한다.

MTBF = 총운영시간 / 총고장건수  [Hr]                                  (1)

MKBF = 총운행거리 / 총고장건수  [Km]                                  (2)

② 정비도 지표

  고장 정보 중 고장조치에 소요된 시간을 통하여, 식(3)을 이용하여 해당 시스템의 MTTR(Mean Time 

To Repair)을 산출하게 되며, 특히 고장으로 인한 열차운행지연의 심각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식(4)를 

통하여 MTTRS(Mean Time To ReStore)를 산출한다.

MTTR  = 총조치시간 / 총고장건수  [Hr]                                (3)

MTTRS = 총운행지연시간 / 총운행장애건수 [Hr]                         (4)

③ 가용도 지표

  산출된 MTBF와 MTTR 를 이용하여, 식(5)의 시스템 가용도(System Availability)를 산출하며, 고장으

로 인하여 수리 상태에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특히, 고장으로 인한 열차 지연의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식(6)을 통하여 운행 가용도(Opeational Availability)를 산출한다. 여기서 운행지연시간은 해

당열차의 종착역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고장으로 5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고장으로 후속열차의 연쇄지연이 초래되는 경우 연쇄지연시간이 합산되어 적용된다.

As = MTBF / (MTBF+MTTR) [%]                                            (5)

Ao = 1 - (총운행지연시간 / 총운행시간) [%]                             (6) 

④ 안전도 지표

  고장 정보 중 위험요인을 포함하는 고장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험고장으로 관리하며, 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한다. 지표는 식(7)과 (8)을 통하여, MTBHF(Mean Time Between Hazardous 

Failure) 와 MKBHF (Mean Kilometer Between Hazardous Failure)를 산출한다.

MTBHF = 총운영시간 / 총위험고장건수 [Hr]                             (7)

MKBHF = 총운행거리 / 총위험고장건수 [Km]                             (8)

3.2 RAMS 지표 산출 및 분석

3.2.1 기간별 분석

  공항철도 전동차의 개통초기년도 1년간 고장발생 데이터와 정비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영업개시 후 약 6개월간은 초기고장의 증가로 신뢰도 값이 낮게 산출 되었으나 지속적인 예방정비 및 결함

원인 제거 등 시행으로 차량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고장 발생이 점차 감소하였고 신뢰도는 증가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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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시스템가용도는 개통초기인 4월 ~ 6월, 11월에 전기추진장치, 제동장치, 출입문장치, 연결장치 등

에서 운행지연고장이 주로 발생되어 전체적인 가용도에 영향을 주어 일시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정비도 역시 개통초기 고장이 많이 발생하여 정비도가 높게 산출되었다.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75

80

85

90

95

100

105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림 3. MTBF 추이 그림 4. 시스템가용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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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운행가용도 추이 그림 6. MTTR 추이

3.2.2 장치별 분석

  LBS 분류에 따른 장치별 1년간 고장발생 데이터와 정비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① 신뢰도 지표 분석

  방송 및 표시기 장치, 출입문 설비, 제동장치의 MTBF 및 MKBF가 낮게 산출되어 신뢰성이 취약한 장치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가 요구되는 장치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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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장치별 MTBF 그림 8. 장치별 MK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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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브시스템별 기호표

기호 서브 시스템 기호 서브 시스템 기호 서브 시스템

A 전기추진장치 F 운전실설비 J TCMS

B 보조전원장치 G 객실설비 K 주행장치

C 공기조화장치 H 방송 및 표시기 시스템 L 제동장치

D 출입문설비 I 연결장치 및 연결기 M 상자접속함및점퍼연결기

E 등구류

② 정비도 지표 분석

  출입문 설비, 방송 및 표시기 장치, 제동장치 순으로 고장조치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MTTR은 연결기와 점퍼연결기의 높게 산출되어 고장건수는 적었으나 조치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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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장치별 고장조치시간 그림 10. 장치별 MTTR

③ 가용도 지표 분석

  운행가용도 및 시스템가용도 모두 99%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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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장치별 운행가용도 그림 11. 장치별 시스템가용도

④ 안전도 지표 분석

  안전도 지표 분석결과 안전성 취약 장치는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4.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 적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방안

  축적된 RAMS정보를 이용,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 운영 프로세스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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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선정 ➡ 검사항목

평    가
➡ 검사항목

갱    신
➡ 정비최적화 및 

비용효과 분석

그림 12.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 운영 프로세스 방안

① 분석대상 선정

  차량의 고장실적을 근거로 하여, 고장결과에 대하여 부여된 치명도 값을 부여함으로써, 정량적으로 

치명적인 장치를 선정하여 정비 분석을 한다.

② 검사항목 평가

  치명도가 높은 장치를 우선순위로 하여, 주요 고장유형 및 발생빈도를 근거로 하여 기존에 수립된 

검사항목을 평가한다. 

③ 검사항목 갱신

  평가결과로부터, 기존의 검사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면 해당 고장항목의 내용(검사주기, 검

사방법 등)을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④ 비용효과 분석

평가를 통해 새로이 갱신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경제성을 분석한다.  

4.결론

  개통 초기년도의 고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시점에는 고장률이 높은 욕조곡선과 같은 특성을 나타

냈으나 차량 안정화 단계 이후에는 고장 발생이 점차 감소하여 신뢰도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스템가

용도는 초기에 일시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약 6개월 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되어 안정

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동차 장치별 분석에서 일부 장치는 고장원인 및 고장영향 분석을 통하여 검사항목 개선 등 검사체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고도화 구축사업(신뢰성 기반 유지보수 적

용 프로세스 구축사업)을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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