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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ul Metro railway facilities' inspection and maintenance tasks cause failure analysis, but if 

there is trouble the diverse cause investigation and the systematic analysis and management 

among broken facilities, related facilities and components fell short and the conditions are 

different. And, excess and insufficiency, under inspection and maintenance, is being raised 

regardless of the introduction year and the operating environment including the number of use by 

applying the same facilities in the uniform inspection cycle.

   In this study, we will analysis systematically facility system information, failures, operational 

status, performance, fault and maintenance information resulting from the maintenance management of 

railway facilities and derive the relationship between associated equipment and its components. In 

addition, optimizing the inspection and the maintenance cycles of railway facilities, we will improve 

the reliability of operation. Considering the probability of risk,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accidents or faults and to minimize the frequency of breakdown by pre-inspection maintenance. 

Finally,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ontent of constructing the Seoul Metro RCM-based failure 

analysis system for railway facilities to support the optimal continuance of operation status of 

equipments and the securement of the safe operation of vehicles.

1. 서론

서울메트로는 2009년도 전사 ERP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인 철도시설물 관리를 위해 분석 

가능한 축적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차량을 제외한 공종별(건축, 기계

설비, 신호, 전기, 전자, 철도토목, 일반토목, 통신) 대상 시설물 78,521개중 27,106개를 선정

하여, 선진 유지보수 관리기법인 RCM방식을 도입하여 철도시설물간의 상관관계를 다차원적

으로 분석 및 평가 후, 철도시설물별 점검 및 유지보수 주기를 최적화하여 가동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위험도가 고려된 고장발생 예측과 사전 점검정비로 철도시설물의 최적유지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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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과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 유지보수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 자료로부터 각 철도시설물의 고장원인, 고장유형 정의, 고장영향  

치명도 해석 및 고장트리 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분석된 자료와 유지보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점검주기 및 절차를 정의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최적의 유지보수 업무를 지원하는 서울메트로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MARS : Metro 

Analysis for Real Safety) 구축에 관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 구축방향

서울메트로 ERP시스템에서 운영중인 각 시설물의 정보를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에 

연계하고 현 고장 및 유지보수 체계를 FRACAS방법론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만족하도록 최적화

하고 공종별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물리 및 기능별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ERP시스템에서 연계한 시설물의 기능 및 물리 모델을 대상

으로 FRACAS방법론을 적용하여 고장데이터를 수집하고 RAMS예측분석결과를 기초로 

RAMS분석 및 FMECA를 수행하여 신뢰성 중요아이템 또는 안전 및 위험 중요아이템을 

선별한다. 선별된 아이템을 대상으로 신뢰성을 근거한 고장데이터 및 장치특성, 운영으로부터 

기타 요인들에 대한 데이터의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점검항목 및 주기를 

결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유지보수 업무를 최적화하고 유지보수업무체계의 전환을 지원 할 

수 있는 신뢰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예방정비방안과 위험도 기반의 신뢰도 관리방안을 기반

으로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2.1.2 신뢰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예방정비방안

서울메트로에서 관리하는 각각의 시설물별로 RAMS분석, 위험도 평가를 통해 특정시간에 발생

하는 사고 발생 확률과 사람과 재산, 환경에 미치는 피해의 크기를 산정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예방유지보수의 우선순위업무 및 주기를 설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석 마스터 구현

에서 제시한 위험도 평가모델 기준으로 고장 및 위험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1.2 위험도 기반의 신뢰도 관리방안

각각의 시설물별 RAMS분석 결과값을 통해 FMECA를 수행한다. FMECA를 통해 식별된 

고장모드에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신뢰성중요아이템을 분류하고 관련 기능을 분석하여 예방 

유지보수가 필요한 고장모드 및 관련 기능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해당 아이템의 신뢰도에 

미치는 고장모드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원인이 감소 또는 대안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알람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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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메트로 유지보수업무 To-Be 모델

2.2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서울메트로는 그림 2와 같이 RCM 기반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세부 구축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2. 철도시스템 고장분석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1) 1단계 : 공종별 철도시설물 현황 및 업무분석

  서울메트로 ERP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09.8.1~’11.7.4까지 관리되고 있는 공종별

(건축, 기계설비, 신호, 전기, 전자, 철도토목, 일반토목, 통신) 철도시설물 통지정비이력

리스트 데이터 중 도표 1과 같이 총 데이터 수 132,286개에서 유효 고장 데이터수 

128,746개를 그림 3의 공종별 고장발생 비율 분석 및 그림 4의 고장유형별 고장발생률 

분석과 기존 ERP시스템의 공종별 철도시설물 분류체계 분석을 통하여 공종별 시설물 관련 

업무 프로세스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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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합계

전기 302 1,718 778 2,798

기계설비 1,031 4,474 1,852 7,357

통신 922 5,266 2,156 8,344

전자 6,158 31,929 14,510 52,597

신호 63 618 309 990

철도토목 4,320 22,078 9,071 35,469

일반토목 47 352 85 484

건축 2,650 12,932 5,125 27,707

계 15,493 79,367 33,886 128,746

비율 12.0% 61.60% 26.30% 100%

그림 3. 공종별 고장발생 비율 그림 4. 고장유형별 고장발생률

도표 1 공종별 철도시설물 유효 고장 데이터수 

(2) 2단계 : 신뢰도 기반 기능 중요시설물 식별 및 분석

  고장 설비의 시스템 차원의 고장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구성하는 Subsystem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공종별 철도시설물의 그림 5, 6과 같이 신뢰성블록도와 대상설비 하위 

BOM 자료를 작성하고 고장이 발생한 시설물의 고장정보를 BOM별로 분석하고 잠재적 

위험원 파악을 통하여 시설물 고장유형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물 인식 및 

평가작업 수행 후 중요시설물 대상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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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메트로 통신분야 신뢰성블럭도 작성사례

그림 6. 서울메트로 통신분야 BOM 작성사례

(3) 3단계 : FRACAS, FMECA/HA 분석 및 FTA 작성

  HA(Hazard Analysis)을 통한 고장 잠재 발생 위험이 높은 항목위주로 잠재적 설계에 반영

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FRACAS를 활용하여 그림 7과 같이 고장정보 분석작업을 

수행한다. 공종별 중요시설물의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 해석을 통하여 위험우선순위 산정 

후 실제 고장정보를 활용하여 계산된 고장률과 NPRD(Nonelectronic Parts Reliability Data) 및 

EPRD(Electronic Parts Reliability Data)를 활용한 고장률을 비교하기 위해 FTA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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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SEVERITY 

HAZARD

FREQUENCY

CATASTROPHIC 

(Ⅰ)

CRITICAL

(Ⅱ)

MARGINAL

(Ⅲ)

NEGLIGIBLE

(Ⅳ)

FREQUENCY(1)

(연간 4회이상)
R R R G

PROBABLE(2)

(연간 0.8~4회미만)
R R Y G

OCCASIONAL(3)

(연간 0.14~0.8회미만)
R Y Y B

REMOTE(4)

(연간 0.029~0.14회미만)
Y Y G B

IMPROBABLE(5)

(연간 0.029회미만)
G G G B

 

그림 7. 서울메트로 통신분야 광전송망 FMECA 작성사례

(4) 4단계 : 공종별 중요시설물 위험도 평가

  공종별 시설물 발생빈도, 심각도 및 등급을 평가하여 도표 2의 Risk수준을 기준으로 철도

시설물의 중요도를 결정한 후에 중요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등급을 산정한다.

도표 2. 서울메트로 Risk 평가기준 사례

       매우 위험한 리스크 등급         위험하거나 저감 대책이 요구되는 리스크 등급

       허용할만 한 리스크 등급         승인을 통해 허용할만한 리스크 등급      

   

R Y

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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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울메트로 통신분야 열차무선시스템 수명주기 설정사례

(5) 5단계 : 수명주기 설정 및 유지보수 계획관리

  공종별 철도시설물에 대한 고장분포와 점검주기에 대한 통합관리 및 주기 재산정으로 

그림 8과 같이 최적의 유지보수 점검 및 교체주기를 산출하여 공종별 중요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방안을 수립한다.  

(6) 6단계 :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시스템 구현을 위한 ERP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그림 9와 같이 철도시설물 고장분석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와 7개 단위시스템(FRACAS, RAMS분석, FMECA(HA)/FTA분석, 위험도

평가, 수명주기관리, 지능형, 조치 및 유지보수업무) 모듈 설계 후 시스템 구현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9.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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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 구성

2.3.1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 업무흐름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의 업무흐름은 그림 10에서와 같이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할 

수 있는 신뢰성 운영 담당자가 기본 정보(신규설비정보, BOM정보, RBD/FTA 작성 정보 등)를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에 생성시키는 업무프로세스와 ERP와 연계된 정보를 가지고 

RCM 기법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중요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유지보수 점검주기와 방법을 선정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업무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그림 10.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 업무흐름도

2.3.2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 전체 시스템 구성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은 그림 11에서와 같이 7개의 단위시스템 모듈로 구성된다.  

ERP시스템의 시설설비 모듈에서 각 시설물의 기본정보를 제공받아 철도시설물 고장분석

시스템의 FRACAS모듈에서 고장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RAMS분석 모듈은 고장률 

예측분석 결과를 기초로 신뢰도, 정비도, 가용도, 안전도를 계산한다. FMECA(HA)/FTA분석

모듈에서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와 고장원인을 분석한 후 신뢰성 중요 설비 또는 안전/위험 

중요설비를 선별한다. 위험도 평가 모듈에서 선별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작업 후에 

수명주기관리 모듈과 지능형 모듈에서 신뢰성을 근거로 고장데이터 및 장치특성 운영, 운영에서

의 기타 요인들의 데이터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유지보수 주기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조치 

및 유지보수업무 모듈에서 유지보수 점검항목 및 유지보수업무 선정을 관리하는 모듈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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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 전체 시스템 구성도

2.4 철도시스템 고장분석시스템 단위 모듈

2.4.1 FRACAS시스템 모듈

  ERP시스템에서 고장정보를 수집하여 고장시간 및 고장수리 시간 산출, 고장품목, 고장원인, 

조치결과 정보를 생성하여 분석 가능한 상태로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시스템

으로서 그림 12와 같이 BOM관리, 설비현황 조회, 통지정비이력조회, FRACAS 보고서 조회 등 

4개의 메뉴로 구성된다.

  BOM관리는 대상 시설물의 하위 BOM 자료를 작성하고 ERP시스템에서 Part Code를 

부여하고 이를 연계로 BOM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설비현황조회는 

대상설비를 선택하여 설비이력을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지정비이력조회는 대상 설비 

고장정보 분석조건을 설정하여 설비현황, 통지정보이력 등을 조회하며 FRACAS 보고서는 

기간별/설비별 통지정비이력, 설비별 이력 등의 보고서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2. FRACAS시스템 모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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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AMS분석시스템 모듈

  고장률 예측분석 결과를 기초로 적합분포를 조회하여 고장간격에 대한 최적 분포 적합도를 

결정하여 RAMS를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림 13과 같이 시스템계층 구조관리자, 

적합분포조회, RBD뷰어, RBD테이블, RAMS계산 등을 수행하는 5개의 메뉴로 구성된다.

  시스템계층 구조관리자는 시스템 및 부품의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고장률 

계산정보를 제공하며, 적합분포조회는 적합분포별 그래프 4개의 Weibull 분포, 로그정규분포, 

지수분포, 정규분포를 제공하여 적합분포 결과의 Anderson-Darling값과 P-value값이 최소값을 

갖는 최적의 적합 분포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BD뷰어와 RBD테이블은 신뢰성

블록도 작성과 고장률을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RAMS 계산은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안전도를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3. RAMS분석시스템 모듈 구성도

2.4.3 FMECA/FTA시스템 모듈

  FTA를 작성하여 시스템 고장률을 계산한 다음에 NPRD와 EPRD정보를 맵핑하여 고장률을 

예측하고, 고장이 발생한 시설물의 고장정보를 BOM별로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원을 파악하여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 해석 후 RPN을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로서 그림 14와 

같이 FTA뷰어, FTA테이블, Hazard Analysis뷰어, Hazard Analysis테이블, FMECA뷰어, 

FMECA테이블 등 총 6개의 메뉴로 구성된다. 

  FTA뷰어와 FTA테이블은 FRACAS모듈의 신뢰성블록도를 이용하여 FTA 작성과 고장률을 

계산하기 위한 속성을 제공하고, Hazard Analysis뷰어와 Hazard Analysis테이블은 대상 

시설물의 위험원을 설명하여 잠재적 발생원인, 발생결과, 발생빈도, 심각도, 리스크 수준과 

저감대책의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FMECA뷰어와 FMECA테이블은 잠재적 

고장형태 및 고장의 잠재적 영향과 치명도 해석 후에 FMECA의 심각도, 검출도, 발생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험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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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FMECA/FTA시스템 모듈 구성도

2.4.4 위험도평가시스템 모듈

  공종별로 선별된 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도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위험도 등급을 계산하는 모듈로 그림 15와 같이 위험도 등급 통합관리, 위험도 

매트릭스관리, 위험도 보정계수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3개의 메뉴로 구성된다. 위험도 등급 

통합관리는 위험 발생도와 위험 심각도를 관리하는 메뉴이다. 위험도 매트릭스관리는 위험 발생도와 

위험 심각도를 고려하여 위험도 등급을 결정하여 FMECA(HA)/FTA분석모듈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험도 보정계수관리는 환경계수와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위험도 매트릭스 

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5. 위험도평가시스템 모듈 구성도

2.4.5 지능형시스템 모듈

  RAMS분석모듈에서 제공하는 고장률 계산과 FMECA(HA)/FTA분석 모듈에서 제공하는 

Risk Priority Number를 삼각측정법 계산을 통해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기법으로 고장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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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도 해석 결과를 객관화 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로써 그림 16과 같이 퍼지편집기와 

퍼지계산기 등 2개의 메뉴로 구성된다. 

그림 16. 지능형시스템 모듈 구성도

2.4.6 수명주기관리시스템 모듈

  공종별 중요시설물에 대한 신뢰성을 근거한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수명분포 및 

정규분포를 도출하여 시설물별 고장수명주기를 선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로 그림 17과 같이 

수명주기 프로세스 관리와 시설물별 고장수명주기 2개의 메뉴로 구성된다. 

그림 17. 수명주기관리시스템 모듈 구성도

2.4.7 조치 및 유지보수업무시스템 모듈

  공종별 중요시설물 대상 유지보수 점검항목의 점검완료일, 다음점검일, 점검자 등의 조치

결과 이력 정보관리와 기존 유지보수의 점검주기 비교 및 위험도 등급이 고려된 신규 점검

주기를 도출하여 최적의 유지보수업무관리 활동을 하는 모듈로 그림 18과 같이 조치이력 

통합관리, 공종별 조치매뉴얼 통합관리, 유지보수 스케줄러, 공종별 점검항목 통합관리 등 

4개의 메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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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조치 및 유지보수업무시스템 모듈 구성도

2.5 고려사항

  신뢰성 기반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은 구축 후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첫번째로 기존 유지보수 계획 및 운영결과를 개선하여 최적의 

점검 주기 및 항목 설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종별 중요시설물의 경우 공종에 따라 

유지보수 성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 통신, 전자, 기계설비, 신호 

공종의 경우 안전성 관점에서의 위험 및 신뢰성 중심 유지보수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축, 철도토목, 일반토목 공종인 경우 민원 중심의 유지보수 또는 외부요인에 의한 점검위주의 

유지보수 정책이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설물 중점관리 및 점검 위주의 유지보수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림 19와 같은 고장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종별 유지보수 

업무 운영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한다. 

그림 19.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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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로 유지보수 현장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 시스템 전체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파악 

및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초기 설계부터 고려하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과 동시에 운영이 가능한 그림 20과 같은 신뢰성 전담운용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 20. 신뢰성 전담운용조직

  

  마지막으로 복합공종간의 보전 유효성 검증과 유지보수 예측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내 신뢰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공종별 조직간의 의사소통 채널의 유연성과 사내 신뢰성 

유지보수 전문가를 활용한 주기적인 교육과 내재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메트로 RCM 기반 철도시설물 고장분석시스템 구축방향, 구축 프로세스, 

모듈별 단위시스템 업무 흐름과 시스템 구성내용을 알아보았고 이에 따라 성공적인 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철도시설물의 고장원인, 고장영향 등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최적의 유지보수 계획과 

절차를 도출하여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보전하고 고장이 발생되기 전의 정확한 시점에 점검 

및 정비로 유지보수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한 RCM기반 시스템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RCM기반 철도시설물 고장

분석시스템이 서울메트로에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점검 주기를 

도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및 검중 능력 역량이 요구되므로 신뢰성 전담운용 조직 구성, 

RCM 기반공종별 유지보수 절차 수립 및 관리 지침 제정, 그리고 사내 신뢰성 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을 통한 조직내부의 지속적인 RCM유지보수방법론 교육을 통한 내재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열거한 세가지 선행 조건이 수행된다면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과 도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에 더욱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첫번째로 서울메트로 철도시설물 고장

분석시스템 구축은 공종별 시설물 대상을 약 30%만 선구축하므로 남은 시설물 70%까지 모두 

적용하여 전체 철도시설물로 확대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별도의 차량 공종 RCM 기반으로 구축중인 

차량분야 도시철도차량 신뢰도 가용도 관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서울메트로 

전체 시설물에 대해 BPM기반으로 상호연관성을 갖고 복합공종간의 유지보수 정책 수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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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장정보 등의 데이터를 센서, 영상정보 

등으로 실시간 수집하여 고장데이터 입력오류를 줄이고, 실시간 데이터의 확보와 시계열분석을 

통해 분석 예측률을 높이고 철도시설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의 

자동화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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