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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in the course of introducing rolling stocks, RAMS standard and management by system engineering 

method apply to rolling stock system. Technical elements and results applied in system introduction phase are just 

used in acquisition stage, and these are not applied to the standard in railway sit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pply 

to standardized technology and quality assurance measur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U, railway operation system is internationalized and the international 

railway standards are being discussed in various ways. In addition, standardization is expanded from 

manufacture to operation and maintenance. It is to provide consistent standard in quality, cost calculation of 

maintenance technology, maintenance technology and quality assurance in case of international railway safety 

inciden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find technology, quality and cost management model to be used for choosing 

railway-operation guidance by considering how technologies & quality have changed in system life cycle, compared 

with estimated standards, based on the technologies & quality-related result in the process of getting new rolling 

stocks and management guidance for operation & maintenance process.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최근 철도차량의 도입과정에서 RAMS 규격이 차량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 도입단계에 활용된 기술적인 요소와 산출결과가 획득단계에서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현장에서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표준화된 기술적용과 품

질보증 대책에 대해 일정한 관리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EU 통합으로 철도운영시스템이 국제화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준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며, EU연

합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으로 제작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까지 표준화  작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 대표적인 사유로 운행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품질책임, 정비 기술 및 품질보증에 대한 비용정산에 

있어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규 차량의 도입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 및 품질관련 산출 결과물과 운영 및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적용 가능한 관리지표를 연계하여 시스템 수명주기 동안에 예측한 기준 대비 기술 및 품질지

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철도차량의 운영관리 지표

를 선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및 품질, 비용관리 모델을 찾아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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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철도차량의 획득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 이고 품질 련이 있는 산출물의 황과 내

용을 악하여 기 기 비 운  유지 리 단계에서의 기술 리 지표를 고찰하여 재 운 하고 있는 품

질 지표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개념설계, 상세설계, 기능분석  할당, 설계조합 등 일련

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산출 결과물의 생산과 운용에 해 악하여 궁극 으로는 

장기간의 운 유지 단계에서 system과 Sub-system, assembly 단 의 부품 유지 리 체계에 한 리방

법의 변화와 개선 을 찾아 한 생산성과 품질수 을 설정하여 리하도록 지원하기 한 것이다.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용하여 도입하고 있는 신규철도차량의 주요 산출물을 살

펴보고, 앞에서 시행한 사례와 규격 요구사항 용사례 등을 분석하여 유사한 과 차이 , 개선 을 도출하여 

품질, 원가, 공정, 기술 리 차원에서의 리 수 과 지표를 추출해 내고, 획득단계에서 시행한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 리 결과  측정  시험데이터, 등을 운 유지 리 단계에서 어떻게 용하고 리하는 것이 합리 인 기

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 최근 도입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경우 과거 고속철도차량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을 해 용했던 일련의 

차와 방법을 인용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사양을 정하고 련 업무 차를 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사례는 

고속차량의 도입단계에서 만들어진 산출 결과물을 심으로 조사하고 품질 련 기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

인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철도차량 도입을 한 요구사양에 명시된 시스템엔지니어링 산출물에 해 알아본다. 

2) 차량도입과정에서 얻어지는 철도차량의 정비기 이 되는 기술 자료에 해 고찰한다. 

3) 철도차량의 일반 인 운   유지 리 기 과 방법을 조사한다.  

4) 품질 련 기술문서와 운   유지 리 단계에서 용되는 거자료를 악하고 원가, 품질, 작

업 차 등 련 업무 로세스에 해 개선 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신규 철도차량 도입과정에서의 기준자료  

신규철도차량시스템 도입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엔지니어링 산출물의 경우, 개념설계 단계부터 

업무를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활동(activity)을 일정한 구성도(family 

tree)로 상세히 구분하여 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구성하게 된다.

이 게 시스템 엔지니어링 리 활동을 통해 기술 리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각 세부 과업별로 세분

화된 로젝트 실행계획을 통해 PBS(Part Breakdown Structure), FBS(Function Breakdown Structure) 

등의 기능분석  할당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된 구조체계를 갖추게 된다.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에서 얻어지는 산출물의 경우는 다음 표1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동내용과 입출

력, 해당 로세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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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내용과 입출력데이터

  

  출처 : 시스템엔지니어링핸드북,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공학회, 2009

그림1 시스템엔지니어링프로세스

29



신규철도차량의 도입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운  유지 리 단계에서 부분품들의 열화

되는 정도를 악하는 기 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KTX 산천 차량 도입과정에서의 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부분의 기술문서는 형상 리 문서체계 내

에서 리되고 라이 러리형태로 변화과정이 추 리 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형상 리(Configuration Management)란 차량 편성을 최종 으로 사용하는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제품에 해서,  해당 제품 그리고 그 하  부품에 한 기능 ,  물리  특성을 악하여 정의  

기술하고,  제품생애주기 (Product Life Cycle)동안,  기술된 특성들이 제품의 생산/ 제작에 반 되어,  

원하는 기능 / 물리  특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리하는 일련의 행 를 말한다.1)」라고 정의하고 있

다. 이 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 자료가 리되고 최종 버 의 문서가 운 자인 최종 사용자에게 

제출되는 것이다.

 

그림 2 형상관리 프로세스 및 출력물

철도차량의 제작과정의 설계문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문서와 도면으로 구분되고 기술문서는 승인문서

와 기술검토서 형식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문서들은 제작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용되어 과업이 완

료되면  최종 공 기술문서 형태로 최종 사용자에게 제출되는 것이다. 

그림3 설계승인 문서의 분류

1) 형상관리 및 문서관리 계획, 2007, 철도공사와 로템간 문서제출 승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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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기준 기술자료   

철도차량의 도입과정에서 얻어지는 철도차량의 설계 규격,  도면, 기술검토문서, 시험 차와 합성 단 

거 등 성능시험 기  등이 방  사후정비 기 으로 제시되고 사용수명 주기 측 데이터와 같은 신뢰

성분석과 비 험도 분석  평가, RAMS 기 의 제정 등에 따른 제반 검증자료를 토 로 의사결정을 하

게 되는 것이다.

표 2 철도차량 도입과정에서 기술문서 제출사례 

  출처 : KTX산천 도입계약에 따른 제출자료, 2007,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차량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도면, 시험  인수보고서, 각종 도면집, 설계, 제작, 시험 등에 용한 

규격집과 같은 기 이 되는 문서들이 운   유지 리 과정에서 수해야 하는 거자료로 제시되고 있으

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활동이 방  사후 유지보수 리 활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용하기 해서 생산 제품에 용된 규격들을 운  유지 리 단계에서 그 로 용하는 것

은 그 기 조건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따라서 시간과 거리, 환경 조건 등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읽어 운   유지 리 기 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유지 리 방법과 시설장비, 공기

구의 설치, 비 보수품의 확보 등도 납품 후 하자보증 기간 에도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문서와 검토자료, 련 치공구의 활용 등의 변수들이 차량 도입과정에서 검증되고 

련 문서들이 용된 최종 결과산출물로 형상 리 라이 러리에 등록되고 운  유지단계에서 이를 활용하여 

제반 정비 기 과 정비방법  차를 용하여 정비방식이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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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차량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과 방법

철도차량의 운 과 유지 리 기 과 방법의 용은 기본 으로 안 운행을 제로 하면서 해당 철도

차량 시스템이 일정기간 동안 정상 인 조건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품질수 을 수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해 방정비와 사후정비를 시행하는 기 을 운   유지 리 단계 기에 기능별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각 활동 기 별로 그룹화하여 할당하고 나면 상 작업의규모와 크기의 결정, 특수 장비의 

활용여부, 비 보수품 소요와 조달 방법 등에 따라 총 유지 리 차가 구성된다.

 

인 유지보수의 핵심은 이러한 변화요구에 한 한 응에 있다. 최근에는 장비의 고장이 

안 과 환경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리 인식되고 있으며, 유지보수가 제품의 품질  비용에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다.2)

고속차량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본 인 유지 리 략을 설정하여 시스템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히 

리하는 방법으로 2011년 재 RCM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에 있다. 기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

으로 다음과 같은 략 인목 이 있었다.

• 항공사 수 의 유지보수체계 구축으로 고속안정성 확보

• 고속차량 유지보수체계의 과학화를 통하여 검수주기의 연장

• 고속차량 유지보수체계 리 시스템의 국산화  기술 자립화

• TGV 유지보수에 한 이 기술  데이터의 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부품의 수명 리

• MBA 수 의 경 리 개념에 입각한 경제 인 유지보수체계 구

• 변화하는 운 환경에 따르는 응형 유지보수체계 (adaptive maintenance policy) 구

• 신뢰성기반 유지보수 (RCM) 체계 리 시스템 구축  기존 철도차량으로의 확

이러한 목 에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차량도입단계에서 측한 신뢰성 지표인 MKBSF 기 과 MTTR, 

MKBF 등의 기 을 분석하고 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에 있으며, 재 사용하고 있는 시

스템 운 리 지표로 도입단계의 기 조건을 반 한 표 인 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2년 이후 신 보 시스템 체계를 새로운 시스템 운 체계에 용하고 있는 데 그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량의 보 에 한 기술기 은 ‘철도 업법’에 근거한 성령 등에 따라 상세하게 정해져 있었으나, 종래의 

기술수 을 정하는 성령이 통폐합되어 새로 ‘철도에 한 기술상의 기 을 정하는 성령’이 제정되어 2002년

3월부터 실시되었다. 이 새로운 성령에서는 사양이나 수치 등이 상세하게 정해진 이른바 ‘사양규정’에서, 갖

추어야 할 성능을 규정한 ‘성능규정’으로 바 어 차량보 기술에 한 근본 인 규제 완화가 실시되었다.3)

 이로써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에 의하여 내마모성, 내구성을 가짐으로써 정해진 정기검사이상으로 기능

이 확보된 차량의 부 에 해서는 철도사업자 스스로가 그 안 성을 증명하는 것을 제로 새로운 검사체

계에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을 근거로 VVVF제어장치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신계열 차를 상

으로 2002년 4월1일부터 ‘신보 체계’에 따른 검사를 개시하 음)

 JR동일본의 경우, 검사의 종류는 ‘기능보 (교번검사 상당)’, ‘지정보 (요부검사 상당, 60만㎞마다)’, ‘장

치보 ( 반검사 상당, 120만㎞)’, ‘차체보 ( 반검사 상당, 240만㎞․차량갱신)의 4종류로 하 다. 차량의 

2) RCM을 이용한 한국 고속철도차량의 유지보수체계 구축, 2005년, 오석문 외, 한국철도학회 발표자료

3) 鉄道運転規則(運輸省令15号)에 의한 검수주기 조사, 2005년 김봉래, JR동일본 철도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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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가 ‘기능보 ’이며, 각 그룹의 기기에 하여 해체 등을 실시하여, 확인하는 검

사가 ‘기기보 (지정보 , 장치보 )’, ‘차체보 ’이다.

 (1) 기능보

  종래의 ‘교번검사’에 상당하는 것이 ‘기능보 ’이지만, 명칭과 같이 차량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검사항목과 검사내용의 차이에 따라 90일 이내에 실시하는 ‘기능보 (월)’과 360일 이내에 실시하는 ‘기능보

(년)’으로 구별하 다. ‘기능보 (월)’에서는 모니터를 활용한 기능 확인 심의 검사를 실시하고, ‘기능보

(년)’에서는 종래의 ‘교번검사’와 거의 같은 내용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차나 출입문 등 안 에 

계된 요장치에 해서는 ‘기능보 (월)’에 있어서도, 종래의 ‘교번검사’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소모품의 교체나 축 지 검사 등은 ‘기능보 과’는 분리하여 노선별 실정에 맞게 개별로 리하기로 하

다.

 (2) 기기보 (지정보 , 장치보 )

  검사시기가 근 한 장치를 그룹별로 해체하여 검사하는 것이 ‘기기보 ’이며, 차량의 리후 쉬(Refresh)

를 행하는 것이 ‘차체보 ’이다. ‘기기보 ’은 지정한 장치의 해체검사를 행하는 ‘지정보 ’과 차를 포함한 

장치 반의 해체검사를 행하는 ‘차체보 ’으로 구분한다. 60만㎞마다 행하는 ‘지정보 ’은 팬터그래  등 지

정한 장치의 해체검사와 기기취부상태에서의 기능 확인검사를 시행하며, 120만㎞마다 행하는 ‘장치보 ’은 

차량 반에 하여 해체검사를 행한다. 차 해체검사는 종래 60만㎞(요부검사 시)마다 실시했지만, 차틀

과 차축베어링 등의 주행장치는 술한 바와 같이 120만㎞ 이상의 수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차륜교환주기에 

맞추어 120만㎞(장치보  시)마다 시행키로 하 다.

 (3) 차체보

  240만㎞마다 행하는 ‘차체보 ’은 ‘장치보 ’의 내용에 추가로 수명이 다 된 자기 의 교체와 차체 외

부의 수선 등, 차량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한 검사를 실시한다. 한 차량의 사용상황 등에 따라 수

명이 달라지는 장치도 있다는 에서 ‘지정보 ’, ‘장치보 ’  ‘차체보 ’의 검사주기에 해서는 술한 주

기의 범  내에서 당해 차량의 배치 지사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하 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철도차량의 운  유지 리 기 과 방법의 용은 종래 시행하던 

욕조곡선의 패턴으로 가정된 방유지 리 활동 표 이 되어왔던 량단  는 확정된 기간 기 으로 리

하는 방식에서 일본의 「기기보 」 한국의 고속철도차량의  어셈블리 는 서 어셈블리 단 의 부품조립

체에 해 TBO(Time Between Overhaul) 주기로 리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따른다.

이 게 신뢰성 기반의 유지보수 체계로 정비 기 과 방식이 이 되는 과정에서 RCM이 현대의 유지보수

체계에 내재되는 기본개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단순한 의미의 유지보수는 '자신의 장비가 자신의 의사대로 작동을 계속하도록 보장하는 행위'라고 보

는 반면에, RCM은 '자신의 장비가 주어진 운영환경(operating context)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

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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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장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략 3,000 ～ 10,000가지의 고장모드 안에서 

표 된다고 본다. 각각의 고장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조직에 향을 미친다. 그 향은 구체 으로 

제품의 품질, 고객 서비스, 안 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들을 수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된다. 

5. 철도차량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지표 

 5.1 정비정책 지표 

차량시스템 운 을 최 화하는 작업은 고장의 향을 감소시키면서 최선의 비용으로 사람-시스템의 신뢰

도를 최  수 으로 얻기 한 방안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유지보수 정책은 이 안 성, 유용성, 경제성의 3 가지 측면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기술  측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시스템 작업을 구성하는데 련되는 운 자들을 직  

포함시키고 자원의 처리에서 주어진 자원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과 노하우가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4와 같이 에서 열거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한 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   작업 리 

조직과 재료, 유지보수 상과 빈도를 결정하여 과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유지보수 작업을 시행할 장소를 

결정하여 아이템을 구성한다.

한, 유지보수의 계획, 실행, 평가를 하여 유지보수 효과의 평가에 한 명백히 측정된 변수들을 정의

하고 유지보수 효과에 향을 주는 모든 내․외부 요인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과업리스트(TASK  LIST) 

이렇게 

하시오

무엇을 할 

것인가 

운영(operation) + 

누가 할 

것인가 

  작업/센터 + 

무엇을

가지고

 재료(MATERIALS) +

얼마나 

자주(빈도)

 패키지

이것을

하시오

TASK LIST  

여기

에서

EQUIP/FL   + =  유지보수 아이템(MAINTENANCE  ITEM) 

유지보수 아이템            +    

언제부터

from

예정일자

작업

order

=  유지보수 계획(MAINTENANCE  PLAN) 

전

략

S

T

R

A

T

E

G

Y 

그림4 유지보수 계획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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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정비방식 지표 

철도시스템 내에서 부품의 어떤 고장이 체 시스템의 정상작동을 단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면, 방 

유지보수는 그러한 고장의 가능성을 축소하도록 수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유지보수의 형태는 차량 설계의 

(장비 는 그 하  장치의 ‘고장 사이의 평균 시간’ : MTBF) 뿐만 아니라,  운 의 에서도 철도

차량  고정 시설에 특수한 요인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가지고 지정

된 목 을 달성하는 것에 련하여 장비의 합성 분석을 토 로 한다.4) 

• 안 성 : 운행  사람의 안 성

• 신뢰성 : 낮은 도 고장 비율

• 가용성 : 짧은 유치시간, 사용가용성

• 유지보수성 : 여객에게 제공되는 안락성, 정비시간의 최 화

조건적 예방유지보수

주기적 예방유지보수

사후  예방유지보수

무작위 고장(아무때나)
고장 유형

어느 기간이 되면 고장

고장 수용 가능고장이 나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부품
고장 수용 불가능

측정 가능분해하지 않고도 

결함 증세가 있는 

경우
측정 불가능

취약한 부품부품 수명의 

분산도에 따라
견고한 부품

그림 5 예방유지보수 방식의 선택기준(1)

 예측적

(프로그램화가 가능)
 조건적

예방유지보수

 주기적

예방유지보수

 
갑자기 고장

 

더 중요

 

덜 중요

유지보수 비용

부품 교체 수량

그림 6 그림 5 예방유지보수 방식의 선택기준(2)

4)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고찰, 2000, 최석중,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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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정비실행 지표 

최근에 도입된 차량의 정비 지표는 년 비 고장건수로 구분하여 베타분포에 근거한 고장율을 근거로 

목표치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장건수를 토 로 경 성  평가를 한 리지표로 삼는 것은 상하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신규 도입차량의 안정화, 장기간 운용한 차량의 보수품 품 문제 등으로 외생변

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객 인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그 상범 가 무 크고 통제가능 변

수를 가지고 실 으로 리 가능한 차량운   유지 리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성 지표와 작업결과의 처리과정 등을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토 로 실 으로 발생하는 계획

비 실  등을 기 으로 이와 련된 생산성지표, 보수품 비용 비 인건비 비율, 기술수 을 척도별로 나

어 문가 그룹을 통해 경쟁과 개선 등이 정보시스템 내에 통합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운행중
결함

서비스 지시

생성(Create 
Service Order)

통지 생성

(Create 
Notification)

제품발행

시간 예약

현안작업참조

(See outstanding 

work)

영업 문서
(Sales 

Document)

작업장 할당

(Assign a 
plant)

작업 발생

검사만기일
(Exam due)

예방정비계획

특별점검/
모드 프로그램

서비스 지시

완성(Complete 
Service Order)

통지 완성
(Complete 

Notification)

편성/차량이력
(Set/Vehicle 

history)

자동화 가능

생성 "en masse"

신뢰성/기술적분석 
(Reliability/technical 

analysis)

과업 리스트소요자원

결함원인분석

운행영향분석 및 
결함 상세사항

결함 원인분석 및
 작업 개정 시행

관련 파일 
예)사진/다운로드

작업 수행자 
및 수행 기간

실제 사용된 부품
(Actual parts used)

그림 7 고속차량 유지보수 실행 프로세스 

6. 시사점  

 6.1 프로젝트의 운영 연계와 인터페이스 강화 

철도차량은 제작과정에서 련시스템의 시험과 검증을 통해 장기간의 운   유지 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장의 향을 감소시키면서 최선의 비용으로 시스템의 신뢰도를 최  수 으로 얻기 한 방안

을 지속 으로 폐기 단계까지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철도차량의 도입단계에서 획득된 기술자료의 공유와 지속 인 분석활동이 진행되어야 기 차량 

제작시 측된 데이터와 유사사례를 용했던 결과를 비교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 -시스템 는 어셈블리, 컴퍼 트 단 까지 기단계에서 측한 사

례와 기 을 기반으로 운 유지보수 활동에서 실제 용된 통계 데이터의 추이분석과 과정을 추  리하

는 인력과 업무의 유지가 무엇보다 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체계 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입단계 품질, 검사, 시험, 기술 리 업무와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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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문서를 형상 리 체계 내에 담아두고 차량 정비사업소별 담당자들을 배치하여 체계 이고 합리 인

실행이 가능한 조직체계 내에서 정상 인 차량의 유지 리 활동을 시행하도록 업무 로세스 내에 담아두는 

것이다.

 6.2 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철도차량은 제작과정에서 련시스템의 시험과 검증을 통해 장기간의 운   유지 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장의 향을 감소시키면서 최선의 비용으로 시스템의 신뢰도를 최  수 으로 얻기 한 방안

을 지속 으로 폐기 단계까지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철도차량의 제작과정을 보면 기능 으로 독립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으며 장치의 유니

트화로 고장이 발생한 부품을 포함하는 장치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유지보수를 시행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 인 고장 진단과 신속한 조치가 열차의 사용가능성을 높여 주므로 이러한 작업이 짧은 시간 

내에 각 장치들의 유지보수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인력과 장비의 가동시간을 최 로 활

용하기 한 업무의 분담을 재편하고, 기기 고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치 한 방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하여 부품의 열화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 활동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기술자료는 유지보수성 입증자

료와 FBS, PBS 등의 자료가 될 것이다. 

운  유지 리 활동을 하면서 국산화작업, 품질결함, 보수품의 단종 등에 따라 변경되는 과정을 겪으며 

기술 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제작 련 시험 차와 시험규격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리하고 진행정도를 단할 수 있는 문엔지니어링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과 련 연구원  

제작기 과 지속 인 연구 등을 통해 운 기 의 품질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차세  고속철도 차량의 경우와 같이 산학연과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구하는 로젝트로 정보를 모두가 공

유하고 리하는 과정에서 수명주기(30년) 동안에 소요되는 비용(LCC)의 해석과 평가 방안을 연구하여 시스

템 운 비용과 성능개량 등의 투자비용에 해 사  측과 비로 차량의 성능을 향상 시키고 고속철도의 

동 거동과 사행동, 소음, 진동 수  등의 계측과 분석을 통해 제작사, 검사자, 운 자 사이의 공통 리 지표

와 문제 을 동시에 해결하는 동시공학이 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속철도의 

신뢰도 향상과 투자비용 최 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목 성 때문에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 문부서의 지원과 장에서의 사실데이터 리 등 추

성을 보장하는 유지 리 활동에서 얻어지는 경험 인 지식이 단히 요하며, 각종 엔지니어링 지식과 기술자료 

등의 가치를 분석하여 경제 인 단과 함께 기술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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