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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established preventive maintenance and its corresponding data on a point 
machine among railway signalling facilities and suggests a part of considerable plans when the policy of the 
preventive maintenance is modified. It is not appropriated to apply the optimized preventive replacement period 
considered with the cost simply. In that case, it is suggested that the reliability should be analyzed failure mode 
and effects through collecting the on-site failure data sufficiently. Then, that result can be proposed to adjust the 
proper criteria into the rational way by comparing the initial maintenance criteria. In this paper, the alternative way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the inspection period using failure probability is introduced.

1. 서론

  1967년에 항공 산업의 MSG(Maintenance Steering Group)는 예방정비 개발에 처음으로 의사결정 

로직 트리를 적용하였다. 이 예방정비 업무는 1950년대 말에 정비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한 

데서 시작되었고, 1970년대 즈음, 신뢰성중심정비(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라는 정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RCM의 근본적인 방향은 모든 정비활동이 최소

의 비용으로 최대의 시스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RCM 절차는 분석가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에 답변을 함으로써 정비 요건이 타

당함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체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Ÿ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Ÿ 어떤 기능 고장이 발생했을 수 있는가?

Ÿ 기능 고장 중 어떤 것이 발생할 것 같은가?

Ÿ 기능 고장이 운영 요원에게 명백하게 드러나는가?

Ÿ 안전, 임무 및 비용에 있어 고장의 결과는 무엇인가?

Ÿ 고장 확률과 고장의 심각도에 관하여 고장의 상대적인 위험도는 얼마인가?

Ÿ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Ÿ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인가?

  RCM 방법론에서는 고유 신뢰성의 변화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시

스템이나 장비 설계의 고유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RCM은 다

음과 같은 목적에 대해 어떤 예방정비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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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람의 안전 보장, 환경과 장비의 보호

Ÿ 예방 정비를 통해 해당 고장을 수리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 제공 

  정비를 위해서 투입된 자원들은 일종의 투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투자는 장비 신뢰성의 유지, 운용 가

용성 및 고장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보상될 것이다. 따라서 예방 정비 계획은 재정 업무와 같이 투자

와 결과 간에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선로전환기 정비 현황 및 개선 방안

2.1 정비의 구성 요소

  정비란 시스템, 장비 및 구성부품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이루

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 정의의 주요 핵심은 그 품목의 설계 성능보다 의도한 기능을 유지하

는데 있다. 대부분의 설계는 고유한 설계 특성으로 요구사항 이상의 성능이나 내구성을 제공한다.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맞춰진 정비는 이득 없이 자원을 

소비하게 한다. 

  기능 고장이란 의도한 기능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

의의 범주 내에서,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기능 7고장 상태를 처리하기 위해 정비 관리자가 취할 수 있

는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

Ÿ 사후 정비: 수리나 교체를 통해 고장 난 기능을 복원한다. 

Ÿ 예방 정비: 시험, 검사, 조정, 교체 및 일상적인 활동(예: 윤활/주유)을 통해 기능 고장의 발생 기회

를 최소화한다.

Ÿ 개조 정비: 재설계를 통해서 고장 난 기능의 원인을 제거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를 제거한다.

정비 과업은 이 세 가지 범주 모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업 계획의 기반

은 정비 유형에 따라 다르다.

Ÿ 사후정비 과업은 상실된 기능을 복구할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고장에 대한 일정을 잡을 

수는 없지만 심각도를 기반으로 얼마나 빠르게 복구해야 하는지는 일정을 잡을 수 있다.

Ÿ 예방정비 과업은 작동한 기간을 기반으로 일정을 수립한다. 작동 기간은 적절한 마모 측정 기준을 

나타내는 단위로 설명한다. 물론 이것은 품목마다 다를 수 있다.

Ÿ 개조정비 과업은 개별적으로 설계 변경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선 활동으로 한 번의 개선 활동

에 대한 일정을 수립한다. 

세 가지 범주의 정비는 다른 형태의 과업으로 구성된다:

Ÿ 사후정비 과업에는 부품, 하부-어셈블리, 장비 또는 시스템의 문제 해결, 정렬, 복원, 교체 또는 교

정 업무가 포함된다.

Ÿ 예방정비 과업에는 명백한 기능 및 숨겨진 기능에 대한 진단 시험이나 검사, 현재의 상태와 무관

하게 이루어지는 복구 혹은 교체, 작동 중인 소모품의 교체 및 부품의 윤활 작업 등이 포함된다. 

Ÿ 개조정비 과업에는 품목의 초기 설계 개선이나 완전한 재설계가 포함된다. 해당 품목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재설계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적절한 예방 정비 과업을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

는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은 이러한 기본적인 세 종류 정비에 대한 주요 특성을 나타낸다.

 

1175



표 1. 세 가지 정비 범주

범주 사후정비 예방정비 개조정비

목적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의 

교정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의 

최소화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의 

제거나 예방정비 허용

주요 활동
조정이나 정렬, 교정, 문제 

해결, 교체

시험이나 검사, 소모품의 

복원 또는 교체, 윤활

변경(점진적 변화)이나

개선(혁신적 변화)

일정 계획 또는 비계획 계획(반복) 계획(한 번)

표본 

과업이나 

활동

부품 조정, 정렬, 교체 
진동 분석, 적외선 열화상 

분석, 오일 분석 등

부품, 장비 또는 시스템 

재설계

2.2 선로전환기 유지보수 현황

  신호설비 중에서 선로전환기는 열차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안전설비이다. 선로전환기는 취

급버튼, 제어계전기, 모터, 베어링, 콘덴서, 클러치, 감속기어장치, 전화 쇄정장치, 회로제어기 및 표시회

로 등으로 구성된다. 

2.2.1 선로전환기 검사 주기

  국내 A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로전환기 유지보수 점검 주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정기검사: 설비의 종류별로 정한 주기적 검사로 기능이 정상인지 판별하기 위하여 설비의 사용을 정

지 또는 해체하여 정밀진단을 하거나 설비를 사용 조건에 둔 채 종합적으로 기능을 확인한다.

① 일일점검(1일)

② 월간검사(1개월)

③ 분기검사(3개월)

④ 반년검사(6개월)

⑤ 연간검사(1년)

⑥ 4년검사(4년)

(2) 임시검사: 임시검사는 설비를 신설, 개량, 수리하였을 때 설비의 이상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실시한다.

(3) 특별검사: 특별검사는 사장이 설비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또한 본선 및 차량기지, 입 출고선의 전환횟수가 10만회 이상인 선로전환기의 내부 부품에 대한 자체 

또는 외부에 의뢰해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선로전환기의 정기검사에 대한 점검 항목은 표 2와 표 

3과 같다.

장 치 명 점 검 항 목 비 고

선로전환기 장치

 1. 동작상태

 2. 밀착 및 쇄정

 3. 급유상태

 4. 각종 볼트, 너트 조임 및 고정핀 상태

 5. 잠금장치

표 3. 선로전환기 일일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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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비

종별
검 사 항 목

검 사 주 기
비고

M 3M 6M Y 4Y

선

로

전

환

기

장

치

  선로

 전환기

및 간류

 1. 회로제어기, 제어계전기 동작상태 ○

 2. CAM BAR ○

 3. 톱니바퀴의 절손 우려성 ○

 4. 수동 장치 개폐기 ○

 5. 간류 조정상태 ○

 6. 절연물 ○

 7. NFB(No Fuse Breaker) ○

 8. 록크 롯트와 쇄정부 간격 및 마모 ○

 9. 전동기의 전압, 전류 및 활전류 ○

10. 5mm 철편시험 ○

11. 푸쉬버튼 기능 ○

12. 동작시분 ○

13. 밀착도 ○

14. 절연저항 ○

15. 회로제어기, 제어계전기 짹판상태 ○

16. 콘덴서 상태 ○

표 4. 선로전환기 정기검사표

2.2.2 선로전환기 교체주기 및 방법

  선로전환기 교체주기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Ÿ 기지구내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열차운행속도와 운행 빈도를 감안 15년 이상 사용 시에도 전환

시간이 40만회 이하일 때 내용연수를 20년 이상 사용 후 교체한다.

Ÿ 본선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15년 이상 장기사용과 빈번한 열차운행으로 성능저하 및 노후화되거

나 전환 횟수가 40만회 이상 되었을 때 교체한다.

각 부품별 내용연수에 따라서 표 4와 같이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있다. 내용연수의 목적은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경제적인 사용 기간인 내용연수를 정하고 이를 적용하

기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구 분 단위 내용연수 비 고

선로전환기 대 20년 또는 40만회 이상 

콘덴서 개 4년 또는 20만회 이상 정밀점검 2회 실시 후 교체

팩킹류커버 개 4~6년 기준

클러치(마그네틱) 개 6~8년 기준

전동기 개 10년 또는 20만회 이상 정밀점검 2회 실시 후 교체

회로 제어기 개 6~8년 기준

제어 계전기 개 10만회 이상 정밀점검 1회 실시 후 교체

누름 버튼 개 6~8년 기준

전환 치차 개 15년 또는 40만회 이상 선로전환기 개량 시 교체

표 5. 선로전환기 부품별 내구연한

2.3 선로전환기 예방정비 개선 방안

  2.2절에 언급된 선로전환기 검사주기나 교체주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기준이 모두 시간기반(전환횟수 

포함)으로 하고 있으며 상태기반 품목도 혼재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를 역으로 추적해 보았을 

때 타당한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며, 기존의 정비 정책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예방정비 과업에 대해 체계적인 분류 방안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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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 번째로 예방정비 과업의 체계적인 분류이다. NAVSEA RCM 기준서에 의하면 예방정비 과업의 

종류와 특성을 표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5. 다섯 종류의 예방정비 과업

과업 상태 기반
시간 기반 

수명재생
고장 탐색 소모품 정비 윤활

활동

표준과 비교해 측정

한 상태를 기반으로 

한 “재생 수명”

(복원이나 교체)

상태에 관계없는 

“재생 수명”

(복원이나 교체)

고장 발생을 탐색

소모품 추가/보충

(예: 자동차 와이

퍼 워셔액)

오일이나

윤활제 칠

환경
장비 특성은 고장 

유형과 일치
임박한 마모

오프라인이나 숨겨

진 기능의 고장

(예: 안전/보호장치)

운영상의 소모품 

의 감소 수준
가속된 마모

일반 

과업

진단 시험, 재료 상

태 검사

폐기 및 새 품목

으로 교체
검사, 기능 시험

소모품 교체

(예. 유동체)
윤활

(1) 상태 기반 과업

상태 기반 과업은 기존 재료의 상태나 품목의 성능을 수립된 표준과 비교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주기적인 진단 시험이나 검사 업무이다. 상태 기반 과업의 목적은 실제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교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고장을 찾기 위한 것이다. 

(2) 시간 기반 수명재생 과업

품목의 실제 재료 상태에 상관없이 대상 품목을 복원하거나 교체하는 업무로 대상 품목이 초기보다 고

장 날 확률이 훨씬 크게 되는 수명에 이르기 전에 수행한다. 모집단의 대다수가 특정한 시기에 내용수

명이 다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시간 기반 수명재생 과업이 적합하다. 어떤 품목의 내용수명을 재생하기 

위한 전형적인 두 가지 조치 활동은 다음과 같다.

Ÿ 복원 (정밀분해검사 또는 재건)

Ÿ 교체

수명재생(Life-renewal) 조치는 시스템, 하부 시스템, 장비 또는 부품에 적용될 수 있다. 어떤 품목이 

내용연수의 끝에 다다라 수명재생이 필요한 시기에 대한 결정은 조건부 고장 확률이 증가하거나 용납이 

안 될 정도로 높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제공된다. 이런 조건의 증거는 문제가 발생한 품목의 모집단에 

대한 고장 데이터의 수명 분석으로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론상으로 수명 분석에서는 전체 모집단

이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시간 기반 수명재생 정비 과업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

정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Ÿ 해당 품목 모집단의 대다수가 어떤 시점에 도달한 후에는 조건부 고장확률이 증가하는 특성이 나

타나야 한다. 예를 들면, 건전지의 보관 수명

Ÿ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상태가 없다. 즉, 상태 기반 과업이 없다. 

수명재생 과업으로 어떤 품목을 교체하는 것은 마모된 품목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는 것과 같

이 간단하다. 

(3) 고장 탐색 과업

고장 탐색 과업은 운용 요원에게 드러나지 않는 오프라인 기능이나 가끔 사용하는 기능의 고장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기능은 시험해 보지 않고는 상태를 알 수 없고 사용 빈도가 낮은 안전 및 

보호 장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은 무기체계, 비상 디젤 발전기 또는 동일한 기능

을 제공하는 중복적인 품목과 같이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품목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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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모품정비 과업

소모품정비 과업은 정상적인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보충하는 업무이다. 자동차의 워셔액

을 보충하거나 프린터에 종이를 채워 넣는 것과 같은 작업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5) 윤활 과업

윤활 과업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표면에 그리스나 윤활제를 도포하거나 접촉하

면서 구르거나 미끄러지는 표면에 일상적인 기름칠과 윤활제를 도포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기존의 검사 주기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방 정비 중에서 검사 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제작사가 제시한 검사 주기나 TBO(Time Between Overhaul) 주기가 있다면 실제 운

영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수집한 고장 자료를 기반으로 초기 기준을 유지하거나 연장을 결정하는 방법

이다. 이를테면 초기 검사주기나 TBO의 80%에 도달한 시점에 첫 번째 샘플링을 수행하여 고장비율이 

5% 기준 이내에 있고, 두 번째 샘플링을 95% 시점에서 수행하여 고장비율이 5% 기준 이내에 있으면, 

초기의 검사 주기나 TBO를 연장 또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초기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검사 주기나 TBO가 없는 경우는 고장이력 자료를 이용하여 누적분포함수의 값이 %가 되는 시점인 

제p백분위수( ), 즉 BX 수명을 이용한다. 선로전환기의 고장 이력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없었기 때

문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얻은 고장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선로전환기의 고장 

횟수에 대해 와이블 분포(형상모수(β) 1.6, 척도모수(η) 400,000)를 가정하고 Weibull++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0건의 완전자료를 표 6과 같이 추출하였다. 여기서 형상모수는 초기 마모기 정도로 가정한 

것이고, 척도모수는 선로전환기의 내용연수가 표 4에서 40만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준으로 정한 것이

다. 

선로전환기 고장 횟수

58595, 59212, 62854, 78851, 91819, 98756, 102893, 129293, 

180103, 213073, 242464, 260190, 290604, 291344, 338178, 

376300, 391991, 395297, 433536, 444697, 460237, 507761, 

525789, 528609, 680102, 716068, 756259, 770278, 840683, 

1075175

표 7. 선로전환기 고장 전환횟수 

  표 6의 자료를 이용하여 와이블 확률지에 적합 시킨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Probability - Weibull

b=1.4213, h=4.1397E+5, r=0.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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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로전환기 와이블 확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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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2모수 와이블 분포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와 누적분포함수(F(t))는 다음과 

같다.


 

  

 

형상모수와 척도모수의 추정 결과가 초기의 가정한 값과 차이가 있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추출

한 고장 횟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모수를 추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고장 자료로부터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B1에서 B10까지의 수명을 구하면 표 7과 같다. 

BX(%) BX수명(전환횟수)

1 1.6268E+4

2 2.6588E+4

3 3.5493E+4

4 4.3614E+4

5 5.1215E+4

6 5.8440E+4

7 6.5377E+4

8 7.2087E+4

9 7.8612E+4

10 8.4986E+4

표 8. BX 수명 

표 7의 결과를 기반으로 초기 검사주기나 TBO를 보수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3. 결론 및 향후 과제

  선로전환기 검사주기나 교체주기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의 기준은 대부분 시간기반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부 상태기반 정비에 해당되는 품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각 기준에 대한 근거를 역으로 

추적해 보았을 때 타당한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며, 기존의 정비 정책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

문에 그 검사 및 교체주기 기준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2.3절에

서 언급한 (1)상태 기반 과업, (2)시간 기반 수명재생 과업, (3)고장 탐색 과업, (4)소모품정비 과업, (5)

윤활 과업 등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로전환기 검사 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운영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수집한 고장 자료를 기

반으로 초기 기준을 유지하거나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연장 결정 시 정비 비용을 줄이

기 위해 검사 주기를 아무런 근거 없이 연장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로 인해 오히

려 비용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어떤 품목의 고장 결과는 적절한 수준의 정비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부품이 고장 날 때 부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뿐

만 아니라, 부품 고장으로 인해 그 상위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장 유형 및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하여 다시 초기에 수행한 결과에 반영하여 

최신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논문을 통해 고찰한 것과 같이 선로전환기의 예방 정비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며, 제작사에서는 운영처 혹은 고객에 제품을 제공할 경우 설계 시부터 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 

혹은 교체주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방 정비 기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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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장 이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고장 패턴을 

분석하고 신뢰도를 추정하여 근거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고장 이력 자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1. NAVSEA RCM(2007),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RCM) Handbook

2. Http://www.weibull.com 

1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