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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used for Rolling Stock Maintenance a number of maintenance system applied RCM in Railway(Korea 

Railroad Corporation, Seoul Metro, Korail Airport Railroad Corporation, etc) so far. Some institutions has been 

using develop Computational System including reliability process. A majority of the system has computerized 

maintenance work. but it is shown that developed focus on administrator and developer not user. SMRT(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has developed computational system for maintenance in the '90s and saved 

many data about Maintenance Historical Data. However, this system reached the limits application of this data. 

  Maintenance of computer systems is managed directly by the field staff and to introduce Reliability-centered 

maintenance SMRT was continually reviewed system development trends and supplement the existing system. 

  To successfully operate RCM program should be gained full support in the whole company and field 

communicate, secure a reliable data from field and the most important take a patience. Our corporation will operate 

and develop successful RCM thorough review of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1. 서  론

  최근 철도차량은 신뢰성을 적용한 유지보수 정책의 객관적인 접근이 점차 중요해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도시철도차량 시스템을 운영하는 선진국의 경우 각 장치의 고장특성과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정비검수주기를 수립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엔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정비주기를 

결정하여 정비검수(철도차량 시스템의 가용성 향상 및 고장 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함)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비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정비검수(객관적인 신뢰성을 입증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임)를 

조정하고 있는 단계이다.

  코레일에서는 고속철도 개통 이전에 고속차량의 신뢰성 관리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산시스템(KTX-RCM)을 구축하였지만 시스템 개발 과정이나 시스템 관련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참고하여 시스템을 구축 하기가 어렵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여러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 참조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은 우리공사의 사용환경과 맞지 않아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개통초기부터 전동차의 유지보수를 전산화한 전동차 정보시스템(ITMS)을 개발

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동차 정보시스템(ITMS)은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차량 이상 정보 이력

관리와 기술문서의 전산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전동차 정보시스템이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시스템 구성요소의 고장유형분석과 운영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이를 분석하고 예방정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도출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과잉정비를 방지하여 정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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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우리공사는 이번 기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

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RCM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

을 하고자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개발안을 계획하였다.

2. 철도운영기관의 RCM 적용 유지보수 시스템 현황

운영기관 시스템 개요

한국철도공사2.

  RCM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운행 중 발생되는 고장건수, 검수기록 등 각종자

료를 관리·분석하는 운행정보시스템(KROIS)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KOVIS) 그

리고 KTX운행정보시스템(KTX-OIS)는 서로 연계되어 정보를 주고받는다. 운행정보

시스템에서는 주행거리, 편성정보, 열차발착, 차량소재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그리고 열차계획, 열차발착 정보를 KTX운행정보시스템에 제공한다. 그리고 KTX운

행정보시스템에서는 KTX 주요고장 및 열차 발착 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제공하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서는 운행실적, 고장발생정보, 고장조치정보, 부

품교체정보, 검수실적 정보 등을 KTX-RCM시스템에 제공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다.

인천공항철도공사3.

  RCM활동 프로세서는 먼저 현장에서 발생된 고장신고와 조치된 보수실적 등록을 

전산화 하여 입력하고 이를 RCM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고장신고와 조치내역, 그리고 

보수실적 등록을 점검하여 누락사항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보수실적 중 별도의 검증작업을 통해 선별

된 고장실적은 FRACAS(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tem)로 연계한다.

  FRACAS는 고장 접수 내용, 분석 내용, 조치내용을 표준화 하여 핵심이력정보로 

관리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의 운영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를 선정 효율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스템의 목표 신뢰도를 만족하는 각각의 구성 부품들의 신뢰도를 최적화하

여 최종적으로 획득한 시스템 분석 자료와 최적화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각 부

품들의 정비주기를 산출하고 최적의 목표 신뢰도 설정 및 분배방법을 활용한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도 인천공항철도와 같은 방식으로 현장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필터

링하여 신뢰성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에 제공 신뢰도 있는 데이터로 

재가공하여 제공하고 시스템과 구성부품의 신뢰도 성장 분석을 통해 신뢰도 

지표의 추이 분석을 수행하고 소프트 컴퓨팅(Soft computing)기법을 사용하여 

시스템 목표 신뢰도를 만족하는 각각의 구성부품들의 신뢰도 최적화와 이를 

바탕으로 정비주기를 산출한다.

3. RCM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안

3.1 전동차 정보시스템 현황5.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정보시스템을 1998년 경영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축, 운용하기 

시작하여 전동차 정비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동차 정보시스템은 델파이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나 2010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 전동차 정보시스템을 Web기반의 Java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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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차 정보시스템은 그림1.과 같이 일일운용현황, 검사정보, 운행정보 등을 포함하는 차량운용 

현황과 고장정보와 고장조치정보 및 작업실적과 장비관리 그리고 정비지원을 위한 전동차 제원 및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1. 전동차 정보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현황

 

  이처럼 전동차 정보시스템은 차량관리업무를 전산화 한 것이지만 RCM을 적용한 시스템이라 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로 부품 이력관리의 어려움으로 각 장치별 부품의 이동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뢰도 산출이 어렵다. 이 때문에 전동차 정보시스템의 운용만으로는 전동차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여 

정비를 최적화하고 정비비용을 최소화하여 철도차량의 생애주기 동안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번째로 고장모드와 고장원인 등 주요 지표들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 위주의 모드용어들이 사용되어 같은 고장모드가 여러 종류의 고장모드로 표기되어 고장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2 시스템 구축 방안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 SR001제작을 완료하였고 RAMS 분석 업체와 공동으로 RAMS 분석 업무를 진행 

중이다. 신뢰성 예측을 위한 BOM을 조사하여 작성하고 RBD 및 FBD와 FMEA활동을 직접 분석작업을 

함으로써 쌓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전동차에 확대하여 RCM을 적용한 시스템 구축으로 RCM기반의 

유지보수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전동차 정보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여 그동안 개선작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고장모드의 

표준화와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림2.와 같이 체계화된 고장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고장 관리의 주체를 정하고 고장담당파트와 수선담당파트의 고장분석과 수선실적을 DB화함으로써 

작업관리와 고장(수선)관리를 이원화하여 검증된 데이터를 통계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초 자료와 기능 분석 자료 수집 그리고 사고/고장 

분류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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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고장관리 개선안

3.2.1 기초 자료 수집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초자료 수집 및 시스템 선정이다.

  기능고장을 해석하고 기기 고장 영향 평가 및 평가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를 구축해야 

예방정비 및 전문가 시스템의 신뢰성이 결정된다 할 수 있다.

  이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8년 신뢰성에 의한 정비기법 개발을 계획하고 그림3.과 같이 전동차 

BOM을 장치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장치별로는 12개 장치로 기능별로는 7개 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2009년 전동차 부품 이력 관리 체계화를 위해 컴퓨터 장치 등 일부 주요 부품을 이력관리 대상품으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그림3. 전동차 정보시스템 부품 이력 관리 화면 및 BOM 구분 예시

      

3.2.2 기능 분석 자료 수집

  신뢰도 중심의 유지보수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계통 기능분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장치에 대한 

블록도 RBD, FBD를 작성하여 고장모드영향분석(FMEA)을 통해 단일기기 고장이 계통기능에 미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신뢰성중심의 유지보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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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SR001 RAMS 분석을 위해 RBD 및 FBD와 FMEA 분석작업도 그림4.와 같이 직접 

작성하였다. 이러한 자료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RCM 적용 시스템에 구현할 것이며 FTA분석을 위한 

모듈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림4. SR001 FMEA 분석 예시

 

 3.2.3 사고/고장 분류체계 표준화6. 

  고장코드는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고장현상을 인지시키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처치 방법을 취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 표준화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개개인의 감각으로 존재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관리자 중심의 표준화여서 실제 업무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거나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어느 

것을 고장현상이나 원인으로 놓아야 할 지 어려울 때가 많다. 

  따라서 사고/고장 분류 항목, 고장현상, 고장원인을 표준화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BOM을 기본으로 각 부품에 대한 고장현상과 고장원인을 정리하고 다시 재검토 

작업을 하여 도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분 고장현상 고장원인

제동장치

공기누설 다이어프레임손상,조립볼트이완

　 주공기압축기의가동율상승

　 체결볼트이완

　 O-ring손상

　 Seal불량

　 SealRing,밸브시트결함

　 SealRing결함

공기압설정값이상 스프링장력불량

공기압축실패 모터소손

　 압축블럭소손

누기 나사부크렉

　 몸체소손

　 바디균열

　 조립불량

　 Rubber손상

　 Seal불량

도표1. 고장현상/원인 표준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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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구성

  새로운 RCM 적용 유지보수 시스템은 그림5.와 같이 기존의 전동차 정보시스템(ITMS)과 연계하여 

구축하도록 한다. 

  기존의 전동차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차량정비와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분석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전동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와 전동차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관리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RCM 적용 유지보수 시스템의 개발 시간 단축과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개발하도록 한다. 

전동차 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을 기본으로 그림5.와 같이 RCM BASIC, RCM PRO, RCM OPTIC 단계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정보 교환으로 유지보수의 최적화와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림5. 시스템 구성

3.3.1 RCM BASIC (1단계)

  RCM 적용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로 각 부품별 신뢰도, 가용도를 산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전동차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추출하여 신뢰성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신뢰도 있는 데이터로 축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장관리를 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장율과 

신뢰도 및 가용도를 구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목표 설정을 하고 이를 관리하여 매년 비교·관리하도록 한다.

3.3.2 RCM PRO (2단계)

  RCM BASIC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FBD와 RBD를 전산화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신뢰도를 구하도록 하여 

FMEA활동을 통해 FTA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RBD와 FBD는 GUI환경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그릴 

수 있도록 하고 BOM과 연계하여 각 부품의 기능을 메모형식으로 보일수 있게 구성한다.

  FMEA활동을 위해 고장현상 및 고장원인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표준화되고 코드화된 고장현상과 

고장원인에 따라 FMEA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면 FTA작업이 완료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FMEA와 FTA전산화를 통해 시스템의 기능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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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RCM OPTIC (3단계)

  1,2 단계를 통합하여 신뢰도 있는 고장진단과 FRACAS작업을 통해 정비방법의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하여 유지보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장사례를 DB화 함으로써 향후 사용자의 검색을 통해 

유지보수에 도움을 주어 통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사례를 추출하여 그 결과를 직접 또는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LCC 

분석을 위해 구매비용관리, 유지비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LCC분석을 하도록 한다.

3.4 시스템 운용 방안 

  시스템의 운용 계획은 그림6.과 같이 단기, 중기, 장기 부분으로 나누고 단기는 6개월 기간 소요를 

예상하고 중기는 6개월~2년, 장기는 2년 이상으로 구분한다.

  단기에는 RAMS의 기준 확립과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수합하고 조사하며 도시철도의 

RCM적용 시스템의 표준화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며 신뢰성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쓴다. 중기에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합하는 단계이며 단기에 양성된 신뢰성 전문가들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합하도록 하여 RCM기반의 유지보수 정책을 정한다. 장기에는 그동안 수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보수비용 산출 및 정비방법 개선과 SPARE PART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림6. 시스템 운용 방안

4. 결론

  RCM을 적용한 신뢰성 시스템은 그동안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RCM을 적용한 유지보수 시스템도 다른 시스템과 현격히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SR001 RAMS분석 작업을 직접진행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철도운영사로써의 

노하우, 그리고 도시철도 RCM적용 유지보수 시스템의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고민과 전동차 

정보시스템을 직접 운영했던 경험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시스템인 만큼 시스템의 결과물이 다른 

시스템과는 현격히 차이가 나리라 확신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든 다해도 그것을 “개발 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RCM을 적용한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선 회사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와 현장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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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이에 대한 결과를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이다. 

  위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인내’라고 생각된다. 

  신뢰성 분석이라는 결과물이 수년의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과물을 내기위해 오류를 발생하거나 성급한 마음에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부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의 표준화가 될 수 있는 RCM 적용 시스템 개발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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