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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스템의 효과적 RCM접근을 위한 신뢰성 기반 검사(RBI)적용

Application of Reliability based Inspection for an Effective RCM Approach of 
Railw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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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urrent railway industry in Korea, a lot of researches and studies have been progressed to establish 
RAMS process and construction of RCM system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point of 
view of applying the RCM to the railway system, many problems (i.e., reliability of the existing field data, 
the lack and incorrectness of failure information, etc) are described.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ed to 
study and effort the RCM, practically.

In this paper, lots of problems and solutions for methods determining the preventive maintenance interval of 
application of the RCM will be described. To do this, the method using the theory of RBI (Reliability Based 
Inspection) which is applied to the existing chemical plants and power plants is described.

From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n this situation that the quantitative data is not enough, the results that 
an analyst quantifies the qualitative factors and/or items will be a good reference that can effectively 
approach, on the side of determination about each maintenance task and inspection interval.

------------------------------------------------------------------------------------

1.  서  론

  현재 국내의 철도 산업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 체계 확립과 신뢰성 중심의 유지보수(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시스템 구축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RCM을 국내 철도시스템에 적용하기위한 많은 관심과 활동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존 군수, 항공기 산업, 화학 설비 산업, 원자력 및 기타 

대형 발전소등을 시작으로 하여 적용되고 발전되어온 RCM을 철도 시스템에 적용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데이터의 신뢰성, 고장데이터의 부족 및 부정확성 등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RCM을 통해 예방정비 업무주기(Preventive Maintenance Task Interval)를 결

정하는 문제는 다른 정성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예방정비 업무유형 선정(PM Task Type 
Selection) 및 업무선정(PM Task Selection)과는 달리 여러 비용 및 시간과 같은 신뢰성 있는 정량적인 데

이터 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량적 데이터가 분석되고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선 예방정비 업

무의 최적 주기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철도 시스템 RCM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유

지보수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신뢰성 기반 예방정비 업무 주기 결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예방정비 업무 주기를 결정하는 몇몇 방법들을 철도시스템에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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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여 현 시점에서 신뢰성 기반한 예방정비 업무주기 결정 방안 제시를 위해 기존 

해외 및 일부 국내의 대형 화학 플랜트나 각종 발전소등에 적용되어온 신뢰성 기반 검사(Reliability(or 
Risk) Based Inspection-RBI)이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예방정비 업무 주기 결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RCM을 적용하는 목적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유지보수 업무들을 최소화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시스템의 운영 및 안전성의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에 기반한 유

지보수 업무 선정 및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CM에서 예방정비 업무로써 분류되는 종류에는 TDM(Time Directed Maintenance), CDM(Condition 
Directed Maintenance), FFM(Failure Finding Maintenance), RTF(Run to Failure)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

서 TDM(Time Directed Maintenance or Hard Time Task)은 예방 정비의 종류 중에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고장이 발생되기 전에 고장의 예방 및 발생이 지연될 수 있도록 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말하며 TDM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준에서 정의된 장치의 신뢰성에 따른 수명주기 및 설계특성, 고장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TDM을 업무에 적용할 적절한 Interval을 예측하여야 한다. 
CDM(Condition Directed Maintenance or On Condition Task)은 완전한 고장 발생 전의 상태에서 그 징후 

및 상태를 적합한 점검(검사)을 통해 검출하여 유지보수 하는 업무로써 해당 장치가 수명주기를 따르는 

경우이든 아닌 경우이든 간에 적용되어 질 수 있고 장치의 수명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비용 효과적이지

만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나 시스템에 있어서 치명도가 높은 장치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CDM 
또한, 효과적인 CDM업무를 위해서는 신뢰성에 근거한 고장 데이터 및 장치특성, 운영에서의 기타 주

요 요인들에 대한 데이터의 정성,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검사주기(Inspection Interval)를 적용해야 

한다. FFM(Failure Finding Maintenance)은 거대한 규모의 시스템이나 복잡한 구조의 시스템의 경우에서 

고장의 검출 및 발견이 어려운 장치나 추가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를 시스템 운용 전 및 일

정 주기에 시운전 및 기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발생되어 있는 고장을 발견하기 위한 예방정비 업무를 

말하며, FFM은 시스템내의 주요기능 부분, 비상 대체 시스템, 우발적인 고장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요 

장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FFM 또한, 신뢰성에 근거한 고장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Interval을 예측하여 적용할 수 있다. RTF(Run to Failure)는 일반적으로 PM Task 선택에 있어서 최종적

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결정하고 결정된 RTF 리
스트는 제도적, 법률적, 내부 여건 등의 기타 부가적인 요소를 통한 재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2]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 적절한 PM 업무가 선택되어지지 않을 경우

예방 정비 비용 보다 고장 시 사후정비 비용이 더 적을 경우

안전성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

장치에 대한 PM 예산 할당 순위가 현저히 낮을 경우

  상기에서 언급한 예방정비 업무 유형들 중 직접적으로 업무주기 결정이 요구되는 예방정비 업무유형

은  TDM, CDM, FFM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업무 주기에 따른 정비 업무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TDM에 의한 예방정비 업무로써는 각각의 최적 주기에 따른 교체 및 보수업무 등이 

주요 업무가 될 수 있으며 CDM은 고장 발생 이전의 특정 징후 및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검사

(Inspection)업무가 주요 업무가 된다. FFM 또한, CDM과 같이 검사업무가 주요업무이지만 그 특성상 고

장의 발생의 징후를 검사하는 것보다는 상시 운영이 아닌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 고장의 발생 유무를 

검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RCM을 통해 수행해야 할 예방정비 업무들은 기본적

으로 최적 업무 주기를 필요로 함으로 효과적인 RCM 적용에 있어서의 예방정비 업무 주기의 결정하

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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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NAVAIR 00-25-403)에서의 예방정비 업무주기 결정방법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U.S. Naval Air Systems Command)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RCM을 통한 예

방정비 업무를 실행해 왔다. 항공 시스템이라는 특수하고 매우 복잡한 부분에서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그에 따르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예방정비 업무주기 결정 방법은 부분적으로 해외에서 이미 널리 수용되어 사용된 것과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기본적인 예방정비 업무 유형(TDM, CDM, FFM)에 따른 

업무주기 결정 방법을 언급 하고자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NAVAIR RCM Working Group Steering 
Committee에 의해 적절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승인되었다. 

3.1  Time Directed Maintenance 업무주기 결정

  TDM의 주기 결정에 대한 방법으로는 정확한 고장 예측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장데이터를 사용하는 

통계적 기술인 와이블 분석(Weibull Analysis)과  아이템의 마모 수명 또는 안전 수명 제한(조건)을 결정

하기 위한 시험(Testing), 그리고 균열(결함)이 시작할 때까지의 아이템의 수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

할 수 있는 피로분석(Fatigue Analysis)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안전성과 관련 없는 고장에 대한  TDM 
Task Interval을 결정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1]
       

                             





     

 ×   ×   

여기서,  = 비용 편익 비율(cost benefit ratio)
          = 고장발생 이전 수리 및 교체 비용

           = 제안된 업무 주기 까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아이템의 비율 

            = 제안된 업무 주기

          = 고장 발생 후의 수리/교체 및 2차적 손해에 대한 비용

         = 평균 고장 간격(주기)
       = 제안된 업무주기 이전에 고장이 발생한 아이템의 평균 고장 간격(주기)

  위에서 제시한 수식을 통해 얻은 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업무 주기 T가 비용 효과적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

 3.2  Condition Directed Maintenance 업무주기 결정

  CDM의 업무 주기 결정은 보통 PF(Potential failure to functional failure) Interval에 근거해서 결정되며, 
CDM 업무 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검사(Inspection)의 신뢰성이 100%가 아니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CDM에서의 업무주기는 고장의 확률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PF 
Interval 전체에 걸쳐서의 적절한 검사(Inspection) 빈도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CDM에 대한 검사주기

(Inspection Interval) 결정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1]
                                       

                                    


,         ln  ln  

여기서,  = 검사 주기

         = 잠재 고장에서 기능고장까지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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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주기 내 검사의 수

         = 잠재 고장의 존재를 가정한 상황에서 제안된 CDM 업무의 최초 1회 실시에 의한 잠재고   

           장 검출 확률

        = 고장의 수용가능 확률

로써 정의되며, 또한 PF Interval의 산출은 기존 검사 주기와의 비교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각각의 수식에 

의해 산출 가능하다.   
 (1)  ln   ln  ×  --------->기존 검사주기보다 PF가 길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2)    ×   ---------------------> 기존 검사주기 보다 PF가 짧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유효성(예 - 잠재 고장 발견의 수를 전체 고장으로 나눈 값) 
         = 현 CDM업무로 잠재 고장을 검출할 확률(잠재고장의 존재를 가정)
         = 현재 업무 주기

3.3  Failure Finding Maintenance 업무주기 결정

  FFM은 오직 Hidden Failure에 대해서 가능한 업무이며, Hidden Failure는 정상 운영 상태에서는 기능

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로 검출이 어렵고 그 기능자체가 어떤 다른 기능의 고장 발생 시 기능의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차적 고장을 유발하게 되며, 그러므로 숨겨진 안전/환경적 고

장 유형을 위한 검사 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CDM 업무와 같은 논리로써 복합 고장의 확률은 

기능적 고장의 수용 가능한 확률 수준을 구성할 수 있다. 다음은 복합고장의 확률을 나타내는 수식이

다. [참고1]
                                     
                                     (1)    × 

         = 복합 고장 발생의 확률

         = 숨겨진 고장 발생의 확률

         = 추가적 고장 발생의 확률 

  여기서, 과 에 대한 우발 고장 분포를 가정하는 다음의 수식(2)는 기간 동안의 확률 

지정에 의한 수식(1)로부터 고장의 확률 모델로 사용 될 수 있다.

                                         (2)      

         = 기간 동안의 확률

        = 기간

         = 평균 고장 간격 

  기능(복합고장)을 위해 요구된 MTBF는 MTBF에 대한 계산과 이미 알려진 아이템의 수명 시간 동안

에 대한 고장의 수용 가능한 확률을 정의하는 것에 의해 수립될 수 있다. 만약 hidden과 additional 고장

에 대한 MTBF가 결정 될 수 있다면, 이 수식은 적절한 기간(t)을 찾기 위해 스프레드시트 상에서 그 

두 가지 수식의 반복에 의해 쉽게 계산되며, 그 적합한 기간(t)은 즉, FFM업무 검사 주기가 된다.  

4. 신뢰성 기반 검사(RBI)를 이용한 예방정비 업무주기 결정

  신뢰성 기반 검사(RBI : Reliability Based Inspection)는 현재 국내외 공정 시스템 산업에서 고장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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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검사에 의한 검출도와 고장유형의 결과적 위험도(치명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허용가능 

확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검사의 최적 빈도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각각의 설비별로 위험도를 특

정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발생확률과 사람과 재산, 환경에 미치는 피해의 크기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검사의 우선순위, 방법, 주기 및 일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위험 기반 검사(Risk Based Inspection)라고 하며, 신뢰성 기반 검사와

는 큰 맥락에서 동일하며 위험도의 분석에 비중을 두고 검사 방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라고 한다면, 그러한 특정 장치고장 유형의 검사 방법 및 검사 특성

에 따른 검출 확률과 그 고장의 발생에 따른 결과적 치명도를 바탕으로 각각의 검사에 대한 허용확률을 

이용하여 최적 검사 빈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신뢰성 기반 검사(Reliability Based Inspection)라고 할 수 

있다. [참고4]

  신뢰성 기반 검사(RBI)는 검사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장비 또는 시스템에 중점을 두는 검사인 경우에 

사용된다. 표면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시나리오 또는 고장, 작업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할 때 감지되며 이

러한 고장은 적절한 검사에 의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전조치를 수행하기 충분할 정도로 초기에 감

지하기 위한 검사 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물론, 검사 및 사전 조치 비용과 비교하여 예상되는 비용절

감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예상 결함 및 발생빈도에 대한 전체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뢰성 

기반 검사(Reliability Based Inspection)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전체 결함비용(유

형 비용 및 부상, 환경피해, 이미지 손실 등의 무형 비용 포함), 검사가 필요한 빈도(주기), 검사 방법 및 

검사 장비의 특성, 고장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승인하는데 필요한 경험 및 전문지식, 제

시된 검사의 경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조치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한다.   

  일부의 경우에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하여 검사비용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있다. 이것

은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 보호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고장을 감지 할 수없는 

경우가 특히 그러하며, 이러한 점에서 예방정비 업무 유형 중 CDM과 FFM에 대하여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4.1  RBI를 이용한 예방정비 업무 주기 결정 방법

  신뢰성 기반 검사(RBI)를 통해 신뢰성 기반한 검사 빈도, 즉 검사주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고장 발생

과 발생 상황에 대한 최대 수용 가능 확률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 경우 빈도 계산에 필요한 수학적인 

공식을 사용하거나 장치의 연간 고장 확률 빈도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치를 검사하기 위한 적절

한 최대빈도를 도출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전에 NAVAIR의 예방정비 업무 결정 방법 중에서 CDM과 

FFM의 업무주기에 접근하는 수학적 논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 
  신뢰성 기반 검사 빈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정 고장을 거의 감지 할 수 없는 시간 이후의 고장 

조건에 대한 시간(T)과 그 기간 내에서 고장을 성공적으로 감지할 확률(P), 기능적 고장이 발생하기 전

에 고장을 검출하는데 필요한 확률(C)을 기본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T는 장치의 부식, 마
모, 균열 등의 열화 특성을 고려한 고장의 초기 진행 시점부터 완전한 기능 고장으로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P는 고장 및 징후의 명확성과 검사 방법 및 검사 장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

는 검사에 의한 검출 확률이며, C는 그 고장의 발생에 따른 결과적 심각성(위험성)의 이유로 기능적 고

장이 발생하기 전에 고장을 감지해야만 하는데 필요한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 

기반 검사 빈도(주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3, 4]

         = 진행되는 고장조건을 감지하지 못할 확률

         = 고장발생 전에 감지하지 못할 진행되는 고장 조건의 최대 수용 가능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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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여기서, n은 요구되는 검사 확률에 도달하기 위한 T시간 내에서 필요한 검사의 수라고 하면,

                                log  log  

따라서 연간 필요한 검사 빈도(주기) F는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의 T는 년(Year)으로 환산한 값이 된다.

                                log  log 

4.3 예방정비 업무 주기 결정 방법의 철도시스템 적용 방안

  상기에서 언급한 NAVAIR 00-25-403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정비 업무 주기 결정 방법과 본 논문에

서 제시한 신뢰성 기반한 검사(RBI)를 통한 예방정비 업무 주기 결정 방법은 큰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이것은 같은 목적을 가진 방법들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방정

비 업무 결정 방법을 국내 철도 시스템에 적용 하려고 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해외의 경우에서는 오래전부터 신뢰성에 기반한 유지보수 시스템을 적용하고 운영하기 위해 전략적

으로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와 비용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들을 적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국내의 철도 산업에서는 이전부터 매우 보수적인 유

지보수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RCM 적용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단

순 고장 발생 건수 및 정비 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써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국내 철도시스템에 해외에서 널리 수용되어 적용된 신뢰성 있는 업무 주기 결정 방법

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결정 방법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에 대한 정형화 된 Factor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향후 국내 철도시스템에 대해서 RCM을 적

용하여 신뢰성 있는 업무 주기 및 비용 결과 등의 정량적인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Factor들을 정량화 하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써 그러한 연구와 노력이 끝날 

때까지 예방정비 업무 주기결정을 간과하거나 생략해서는 RCM의 효과를 얻기 힘들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제시한 신뢰성 기반 검사(RBI)이론을 이용하면 NAVAIR 00-25-403에서 제시한 정형화된 많은 

Factor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고장에 대한 검출 확률이나 결과적 치명도에 따른 최대 허용가능 확률을 

통해 어느 정도 신뢰성에 근거한 검사업무 주기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물론, NAVAIR 00-25-403에서 제시하는 결정방법에 비교해서 신뢰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

만 많은 정량적 데이터가 축적되고 관리되지 않은 국내의 철도 시스템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고장의 검

사에 의한 검출 확률과 고장 발생 시의 결과적 치명도 분석을 통한 정량화만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유용하게 적용 되어 질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RCM을 적용하면 

모든 장치나 시스템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 철도시스템의 경

우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전기 ․ 전자적인 부분과 기계적인 부분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욱더 RCM적용에 있어서의 대상 시스템이나 장치의 선택 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해외의 

많은 RCM 관련 기술 보고서에서는 전기․전자 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에는 RCM 적용자체가 비효율적이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오히려 무리한 RCM적용으로 인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도를 저하시키

고 유지보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내 철도 시스템의 RCM적용을 통한 예방정비 업무 주기 결정의 가장 효과적 방안은 RCM대한 정

확한 개념의 이해와 더불어 이를 적용시키고자하는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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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예방정비 업무 주기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서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NAVAIR 00-25-403의 방법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신뢰

성 있고 국제적으로 수용된 결정 방법들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연구와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신뢰성 기반 검사

(RBI)를 통한 예방정비 업무 주기결정 방법과 같은 보완적 방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정성적인 데이터의 정량화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현재로써의 국내 철도 시스템에 대한 

RCM적용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철도시스템에 RCM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특히 그 중에서 예

방정비 업무 주기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U.S. 

Naval Air Systems Command) - NAVAIR 00-25-403에 제시된 예방정비 업무 결정 방법과 신뢰성 기반 

검사(Reliability Based Inspection) 이론을 이용한 예방정비 업무 주기 결정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

해, NAVAIR 00-25-403과 기타 RCM 예방정비 업무결정 방법을 국내 철도 시스템에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유지보수 관련 비용 및 신뢰성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한 상황에서의 대안으로 일부 통계적 

자료 및 치명도의 정량화를 통해서 요구되는 검사업무 주기를 결정 할 수 있는 신뢰성 기반 검사(RBI) 

방법을 제시 하였다. 하지만 신뢰성 기반 검사(RBI)를 이용한 예방정비 업무주기 결정 방법은 국제적으

로 적용되고 검증된 다른 방법들과 비교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적화된 주기 결정에 많은 한계가 있

으며, 데이터의 정량화에 따른 분석자의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합한 경우에 있

어서 제한적인 대안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근거하여 향후 국내 철도 시스템에 

RCM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노력과 더불어 비용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예

방정비 업무 선정 및 업무 주기 결정을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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