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1, No. 5, pp. 1601-1607, 2010

1601

FMEA 기반 우편 기계 유지 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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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FMEA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기법을 적용한 우편기계 유지보수 방법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우편기계 모듈 및 부품에 대해 고장 유형을 정의하고, 고장 유형별 시스템에 주는 영향과 고장 빈도 
및 검출도 등을 정의하여 고장 유형에 대한 시스템 위험도를 계산하여 그 값에 기반하여 점점 항목과 점검 주기를 
조정하도록 하므로 시스템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스템 가동율을 높이도록 하는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법이다.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형 통상 우편 구분 기계에 대해 제안된 방법의 적용 예를 보였다. 따라서 제안된 방
법은 향후 국내 우편기계 유지보수에 적용시 유지보수 용이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FMEA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for maintenance of mail sorting machine 
which is for automatic sorting of mail. We suggest the update method of regular diagnosis item and period for 
maintenance of mail sorting machine using the risk priority number which is calculated by severity, occurrence, 
and detection of failure mode of mail sorting machine, and shows FMEA adoption example of letter sorting 
machine. This paper also describes the current maintenance system and status of mail sorting machine in the 
domestic postal logistics environment, and FMEA adoption step. The proposed maintenance using FMEA will 
be adapted for more easy and efficiency maintenance of mail sor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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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편기계 유지보수 효율화는 점검 및 고장수리 절차와 
및 부품 수급 관리 체계의 표준화와 더불어 우편기계 유
지보수 이력 관리의 공유 환경 구축과 유지보수 이력 정
보의 지속적인 활용 유도와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또 효
율적 우편기계 유지보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우
편집중국간 우편기계 유지보수 기술 수준의 격차를 해소
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있는 우편기계 유지보수가 
되도록 기술 지원이 되어야 하며, 우편기계 핵심부분에 
대한 고장 수리와 PLC (Phase Lock Controller) 혹은 소
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고장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편기계 유지보수 자체 인력 수준이 전문화되도

록 기술 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우편물은 년간 
50억 통이 넘게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소포 물량은 년간 
20 %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1-5]. 또 전
국 우편집중국에는 소형 통상 우편물 자동 구분처리를 
위한 OVIS/LSM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Video 
coding system Interface System/Letter Sorting Machine) 
구분기 59대, 소포구분기 30대, 얇은 대형 통상 우편물 
자동 구분을 위한 플랫구분기 22대, 소형 소포를 포함한 
두꺼운 대형 통상 우편물 자동 구분을 위한 패킷구분기 
20대, 대형 복합구분기 8대, 그리고 소형 등기우편물 자
동 구분기 3대, 집배 자동 순로구분기 4대가 설치되어 운
영 중에 있다[1-5]. 이 중 대부분의 장비는 외국에서 도입
된 시설로 사용 기간 경과에 따라 노후도가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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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유지보수도 외부 위탁과 내부 유지보수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기종 분산 운영 환경에서 우편
기계 유지보수는 표준 절차도 없이 수행되어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MEA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기반 우편기계 유지보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FMEA는 1950년대 초 프로펠라 추진 항공기가 제트엔진 
항공기로 전환될 때 유압장치, 전기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조정시스템을 가진 제트기의 신뢰성설계를 위하
여 허용된 것이 효시이다. 이어 1960년대 중반에는 
NASA에서 아폴로 인공위성 개발시 각 부품의 오동작을 
브레인 스토밍 방법으로 예측하려는 활동에 FMEA가 활
용되어 신뢰성 보증과 안정성 확보 면에서 큰 성과를 거
두었다. 이후 많은 일본 기업이 TQC의 한 기법으로 
FMEA를 적용하였으며, 1990년 대 들어 ISO 9000과 TL 
9000 등의 품질보증시스템과 6시그마 품질활동 등에 있
어서 품질 및 신뢰성 개선활동의 필수적인 기법으로 자
리잡게 되었다. 또한 FMEA는 신뢰성을 중시하는 설비 
보전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RCM)의 핵심적 
방법론이기도 하다 [6-8]. 

본 논문 1장에서 우편기계 유지보수 체계 개선 필요성
을 기술하고, 2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분산 운용 중인 150
여대의 이기종 우편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실태 분석과 
문제점을 기술하며, 3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우편기계 
유지보수 개선 방향으로 FMEA 기반 우편기계 유지보수 
방안과 적용 예를 보이고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기술한
다.

2. 우편기계 유지보수 실태와 문제점 

현행 우편기계 유지보수는 고장 수리와 예방 점검 차
원에서 5 가지 고장 단계와 7가지 고장 원인, 그리고 5가
지 우편기계 시스템 계통으로  분류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행 우편기계 유지보수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한다. 

2.1 우편기계 유지보수 실태

2.1.1 점검주기 및 항목

우편기계 유지보수를 위해 시행하는 정기점검은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그리고 년간으로 수행되며, 점검
항목은 점검 주기별로 분류되어 있다. 그림 1은 소형 통
상 우편기계에 대한 점검주기와 점검항목을 보인 것이다. 
점검주기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많은 점검주기로 우편

기계 가동율 떨어트리고 있으며, 점검항목 또한 서브 시
스템 및 모듈별 구체화되어 목록화 할 필요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 우편기계 점검주기와 항목

2.1.2 고장단계

우편기계 고장은 그 심각도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누어
져 있고 각각의 고장 단계는 그림 2와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1단계는 소모품 교체 등의 수준이고, 2단계는 
부품 결함 수준, 3단계는 유니트 단위 결함, 4단계는 기
계전반의 결함, 5단계는 수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고장단계 기준에 따라 2007년 전국 우편기계 
고장 통계를 보면 그림 3과 같으며, 많은 고장이 1단계에
서 3단계 수준이며 4단계와 5단계 고장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5].

[그림 2] 우편기계 고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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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편기계 고장 단계별 통계

2.1.3 고장원인

[그림 4] 우편기계 고장 원인별 통계

우편기계 고장원인은 부품노후, 부품불량, 제작불량, 
취부불량, 취급불량, 타동적 원인 등 그 내용에 따라 7가
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위 고장원인 분류 기준에 따라 
2007년 전국 우편기계 고장원인 통계 [1-3]를 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부품노후에 의한 고장
이 전체 고장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동기간의 경
과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2.1.4 고장계통

우편기계 고장계통은 공급부, 트랙부, 감지부, 구분부, 
그리고 제어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해외 여러 제조사
를 통해 각종 구분기를 도입하다 보니 구분기 별 계통이 
일관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고장 계통별 고장 통계는 그
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포구분기의 경우공급부와 트
랙부에서 고장 발생이 많은 편이고 플랫구분기의 경우는 
이송부에서 많은 고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소포,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소포구분기의 공급부
와 트랙에 대한 고장처리가 4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는 비규격, 과중량 소포에 의한 기계의 피로누적 및 부품
노후가 원인으로 판단된다[1-5].

[그림 5] 우편기계 고장 계통별 통계

2.2 우편기계 유지보수 문제점

국내 우편기계는 전국적으로 30개의 우편집중국에 
150대의 우편기계가 분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많은 
우편기계가 해외에서 수입해 오다 보니 이기종 분산 환
경에서 운영 중인 우편기계 유지보수 비용도 년간 수십
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유지보수 체계와 표
준 절차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유지보수 효율성이 미
흡한 실정이다. 나아가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축적이나 
공유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으로도 우편집중국간 
유지보수 기술 수준 차이가 발생되며 고장 수준이 높은 
경우는 장기간 우편기계가 운영되지 않아 우편기계 가동
율을 떨어 트린다.

2.2.1 우편기계 고장 분류와 점검주기 측면

현행 우편기계 유지보수 체계에서 우편기계 고장원인
은 부품노후, 부품불량, 제작불량, 취부불량, 취급불량, 
타동적 원인 등 그 내용에 따라 7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고장단계도 5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고장계통도 5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고장 단계 분류는 우편기
계 유지보수 이력 관리와 활용 및 시스템 가동 영향에 따
라 모듈 단위로 보다 세분화하여 고장 유형을 정의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FMEA 기반 [6-8] 우편기계 유
지보수 수행 방안이 고려된다. 또 우편기계 고장원인의 
많은 부분이 부품노후와 부품불량으로 부품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예
방 점검 주기는 보다 간결하고 불 필요한 점검과 장기적
인 점검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우편기계 시스템 및 모듈
에 대한 점검 항목은 세분화하고 목록화하여 정확한 정
기 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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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유지보수 표준 절차

현행 우편기계 유지보수 체계에서는 우편기계에 대한 
정기점검과 고장수리에 대한 표준 절차가 부재 상태다. 
이렇다 보니 우편기계 유지보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편기계 각 
부분별 예방 점검과 고장 수리 그리고 부품 교체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필요한 실정이다. 

2.2.3 유지보수 기술 격차 및 정보 공유 체계

현행 우편기계 유지보수 체계에서는 우편기계 유지보
수에 대한 고장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 활용 체계가 미
약한 상태이다. 이렇다 보니 우편집중국간 혹 유지보수 
요원간 유지보수 기술 격차가 발생되고 유지보수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우편기계 유지보수 
기술력 향상이 어려운 환경으로 이를 위해 우편기계 유
지보수 기술 공유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또 우편기계 부
품 수급 관리 체계가 미약하여 불필요한 부품 비용이 소
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편기계 부품 관리 체계 개선 또
한 필요한 상황이다. 

3. FMEA 기반 우편기계 유지보수

본 절에서는 FMEA 기반 우편기계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한다. 이를 위해 FMEA 정의 및 우편기계 유지보수를 
위한 FMEA 도입 절차, 그리고 FMEA 기반 우편기계 유
지보수 점검 항목 및 주기 조정 방안과 실례를 기술한다.

3.1 FMEA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FMEA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시스템, 서브시
스템 그리고 모듈 혹은 부품 단위의 명세 테이블과 
FMEA 테이블 정의를 통해 유지보수 장비의 부품 혹은 
모듈에 대한 잠재적 고장 요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시스
템 사용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고장 모드를 판정하
고, 고장 모드별 고장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하므
로 시스템 가동율을 높이고 고장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따라서 FMEA 기반 효과적인 우편기계 유지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나 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모드와 원인을 부품 수준으로 파악하고 그 영
향을 알아내어 개선사항이 피드백(feed-back)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정 및 보완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시스템
/서브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요구
사항

잠재적 고장
유형

잠재적 고장
효과

S
E
V
E 
R 
I 
T 
Y

잠재적 고장 원인

O
C
C
U
R
R
E
N
C
E

D
E
T
E
C
T
I
O
N

R
P
N

처리 및 권고 사항

① Sub System :_______________________

② Mode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Machine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Core Tea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Go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FMEA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Design Responsibility :___________________

⑧ FMEA Date: _________________ Review Date:____________

[그림 6] FMEA 테이블

이를 위해서 문서화된 이력관리가 필요하고 그림 6과 
같은 FMEA 테이블 정의가 요구된다. 

그림 6에서 FMEA 테이블 각 필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구성품 및 기능 : 우편기계 시스템의 기능 및 구조를 파

악하여 부품의 이름과 기능을 기입하고 부품이 속한 계
통 또는 모듈을 명시하고 타 부품과의 연관 관계 기술

• 잠재적 고장 모드 : 시스템 구성요소의 잠재적 고장모
드를 결정하여 기록하는 곳 

• 잠재적 고장영향 : 모듈 및 부품 고장모드가 시스템 운
영에 주는 영향을 말하는 것

• 심각도 : 고장모드의 심각성을 평가한 것 
• 추정 고장 원인 : 각 부품 특성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

적인 고장 원인 기술 
• 발생도 : 우편기계 시스템 운영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

품 고장들에 대한 추정 누적치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
• 감지도 : 우편기계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탐지하는데 사용되는 등급 
• RPN : 심각도와 발생도, 그리고 감지도를 곱한 척도 
• 대책 및 조치사항 : RPN이 높은 고장모드에 대해 설계, 

제조, 생산, 검사, 판매, 운용 측면에서 고장을 예방하
거나 고장 모드를 탐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기입한 것
이렇게 정의된 FMEA 테이블 자료를 통해 그림 7과 

같은 과정을 거쳐 우편기계 시스템의 각 점검 항목에 대
해 RPN 값을 계산하여 이 값을 기준으로 점검 항목에 대
한 점검주기를 조정한다.

시스템/서브시스템 고장 유형

S: Severity
(Impact)

O: Occurrence
(Cause)

D: Detection
(Operation)

Risk
(R P N)

RPN 값에 따라 점검항목
점검 주기 조정

Risk Priority Number
= S X O X D

[그림 7] 고장 유형별 RPN 계산 과정

3.2 우편기계 유지보수를 위한 FMEA 적용

우편기계 유지보수를 FMEA 적용은 크게 4 단계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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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수 있다. 첫째 유지보수 대상 우편기계 모듈 및 부품
에 대한 명세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로 우편기계에 대해 
모듈 명세 준비와 더불어 우편기계 모듈 및 부품별 고장
모드를 정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각 고장모드 별 고장 
영향과 고장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우
편기계 고장 모드에 대한에 대한 감지도와 고장 등급을 
정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우편기계 각 고장 모드에 대해 
치명도를 계산하여 우편기계 점검 항목과 주기를 조정하
고 고장단계를 표준화하여 우편기계 고장율을 줄이고 가
동율을 높이는 것으로 그림 8이 그 과정을 보인 것이다.

[그림 8] 우편기계 유지보수를 위한 FMEA 적용 단계

그림 9는 FMEA 기반 우편기계 유지보수 방법을 통해 
우편기계 모듈과 부품에 대해 RPN 값을 계산한 예를 보
여준다. 여기서 우편기계 모듈과 부품 점검 항목에 대한 
고장 발생도는 고장 발생 건수, 심각도는 고장 단계와 수
리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리고 감지도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용이성에 따라 1~10점 척도로 변환하는데 원인
이나 인식이 쉬운 에러나 완전 파손으로 기능 정지 의 경
우는 (2~3점), 소음 및 작동불량 그리고 부분 파손의 경
우는 (3~5점), 정상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비교적 감
지가 늦어질 수 있는 잔 고장의 경우는 (5~6점),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만이 발견할 수 있는 고장의 경우는 (7점)
으로 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9] 현행 우편기계 유지보수 필드의 FMEA 적용 예

따라서 그림 9에서 보인 것 처럼 RPN 값이 큰 우편기
계 점검 항목은 점검 주기를 짧게하여 우편기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RPN 값이 낮은 점검 항목
은 점검주기를 길게 하므로 불필요한 점검을 하지 않으
므로 우편기계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편기
계가동율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또 그림 10은 우편기계 유지보수에 대해 FMEA 평가 
항목을 적용한 후 현 5가지 우편기계 고장단계와 RPN 
및 심각도, 검출도, 그리고 발생도간의 회귀 분석 결과 값
이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우편기계 유지보
수 체계에서 정의한 고장단계는 FMEA 평가 항목인 심각
도와는 어느 정도 관련 있으나 RPN에 대해서는 상관 관
계가 없음을 보이므로 향후 우편기계 고장단계와 고장모
드가 FMEA 기반하에 재 정의가 필요하다. 또 우편기계 
모듈 및 부품에 대한 각 고장모드의 RPN 계산값과 기대
치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편기계 유지보수 요
원과 우편기계 제조업체 의견을 통한 보완된 RPN 기준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Significance Level(Pr<F) Expectation(R2)

심각도 고장단계 < .0001 0.2311

발생도 고장단계 0.2793 0.0169

검출도 고장단계 0.7018 0.0021

RPN 고장단계 0.0183 0.0781

[그림 10] 현행 우편기계 고장단계와 FMEA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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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MEA 기반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조정

그림 1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MFEA 기반 우편기계 
유지보수 방법으로 RPN 값을 기준으로 우편기계 유지보
수 점검 항목 설정 및 점검 주기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우편기계 모듈 혹은 부품 명세 테이블과 
FMEA 테이블 을 통해 수행하는 FMEA 기반 우편기계 
유지보수는 우편기계의 잠재적 고장 요인과 영향을 분석
하여 우편기계 사용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고장 모
드를 판정하여 고장 모드별 고장 요인에 대해 사전 점검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하여 긍극적으로 우편기계 유지보
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우편기계 고장율을 줄이며 
가동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점검 항목
1.OV IS

1) 스캐너 램프 및 동작 상태

2) BCR 램프 및 동작 상태

3) IJP 동작 상태

- IJP Vacuum filter 노후

- MEKEUP 소모 확인

- 바코드 인쇄 상태

- 진공압 및 잉크양

4) 각 LB 센서 동작상태

5) 공급부 공급상태

- 공급부 스프링 점검

6) 벨트 및 롤러 구동상태

2. 서장제어실

1) OCR 

- S/W 다운로드여부 확인

- 통신 상태 점검

2) V PS

- S/W 다운로드여부 확인

- V CD와 OCR 통신 상태

3) M-SYS

- 일일 데이터 확인

4) V CD

- S/W 점검

- 통신상태 점검

5) BCR

- BCR 램프 노후 확인

3. 공기 압축기

1) Atter Coller 콘덴서 청소

2) Auto Dran Trap 청소

3) Fan 청소

4) Hour Meter 점검

5) Air Dryer 점검

6) 컴프레셔/공급용 라인 압축기 확인

높은 RPN (점검 항목) 낮은 RPN (점검 항목)

RPN이 높은 점검 항목 점검
주기 조정 (짧게)

RPN이 높은 점검 항목 점검
주기 조정 (길게)

시스템 고장 사전 예방 및 가동율 증대 유도

LOW RPN HIGH RPN 

[그림 11] FMEA 기반 우편기계 점검주기 및 점검 항목 
조정 방안

그림 1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FMEA 기반 우편기계 
유지보수 방법을 적용해 우편기계 점검항목에 대해 RPN
값을 계산하여 기준 RPN 값에 따라 우편기계 모듈 및 부
품에 대한 점검 주기를 조정한 예를 보인 것이다. 

Sub 
System

구성품 및 기능 잠재적 고장모드 RPN

LSM 구동부 / 벨트 링벨트 이탈 5
OVIS PC 하드웨어 / MN-PC MN-PC DOWN 5
OVIS VCM 하드웨어 / VCD 영상타건기 키보드 속도저하 5
LSM 공급부 / 우편물 이송부 공급부 이물질 5
LTC 릴레이반 / 누전차단기 OHC 전장이상 5
LSM 구동부 / 벨트 링벨트 롤러 소음발생 5
OVIS 공급부 / 석션벨트 공급속도 저하 5
OVIS 잉크젯프린터 / 프린터모듈 IJP 잉크잔액 부족 에러 5
OVIS 컴프레셔 / PCB기판 콤프레샤 작동불량 5
LSM 컴프레셔 / 압축기 청소용 공기 압축기 필요 5

년간 점검

반기 점검

분기 점검

월간 점건

주간 점검

일일 점검

1.  점검주기가 길며 높은 RPN값을
갖는 점검 항목은 점검주기를 짧
게 조정

2.  점검주기가 짧으며 낮은 RPN값
을 갖는 점검 항목은 점검주기
를 길게 조정

낮은 RPN
(점검항목)

높은 RPN 
(점검항목)

Sub 
System

구성품 및 기능 잠재적 고장모드 RPN

OVIS 구동부 / 벨트 구동벨트 손상 36

OVIS 반송부 / 벨트 반송벨트 손상 36

OVIS 반송부 / 롤러 반송롤러 소음발생 36

OVIS 잉크젯프린터 / 프린터모듈 IJP 작동 불량 30

LSM 구동부 / 롤러 구동롤러 소음발생 30

LSM 반송부 / 벨트 반송벨트 손상 28

OVIS 판독부 / BCR BCR 할로겐 램프교체 28

OVIS 컴프레셔 / 공급용 라인 청소용 공기 압축기 필요, 정검 24

OVIS 컴프레셔 / 공급용 라인 청소용 공기 압축기 필요, 정검 24

RPN 값에 따른 점검 항목 우선
순위 결정: RPN (Risk Priority 
Number = S (Severity) x O 

(Occurrence) x D (Detection))발
생도 × 감지도

LTC 릴레이반 / 누전차단기 OHC 전장이상 5

점검 주기 짧게 (집중 점검)

[그림 12] RPN값에 기초한 우편기계 점검주기 및 점검항
목 조정 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OVIS 부품 점검 항목의 RPN 
값이 기준값보다 높은 경우 주간 점검에서 일일 점검 항
목으로 점검 주기를 조정했고, RPN 값이 기준값보다 낮
은 경우는 주간 점검에서 월간 점검으로 점검 주기를 바
꾸었다. 이렇게 하므로 우편기계 유지보수 효율성 증대 
뿐 아니라 잠재적 고장이 높은 부분에 대해 고장을 사전
에 예방하므로 우편기계 가동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FMEA 기반 우편기계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우편기계 시스템이나 부품에 
대한 고장 유형을 정하고, 고장 유형별 심각도, 빈번도, 
검출도 등을 정의하여 이를 통해 고장 유형에 대한 위험
도를 계산하여 부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점검항목 및 점
검주기 조정하여 우편기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므로 우
편기계 가동율을 높이고 고장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국내 우편집중국에 설치 및 운영중인 
우편기계 장비 유지보수에 실제 도입 및 적용하므로 우
편기계 유지보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우편기계 고장의 
사전 예방을 통해 우편기계 가동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
을 것 이다. 다만 FMEA 기반 우편기계 유지보수 수행 체
계를 도입 및 정착하기 위해선 현행 5가지 고장단계와 7
가지 고장원인을 우편기계 모듈 및 부품에 대한 고장 내
용과 영향 및 심각도에 따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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