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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시철도의 운영은 차량, 선로, 전로, 신호 등 운영 인프라를 이용하여 도시철도 운송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프라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활동은 목표 가용도 

달성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유지와 운영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활동이다. 도시철도운영에서 

유지보수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를 조직활

동의 종합 및 통합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차량분야에서

의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Stratigic Maintenance Management)를 위한 Framework을 제시하여 도시

철도차량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 도시철도 운영, 유지보수, 유지보수 관리, 도시철도차량

1. 서 론

 도시철도 운영에서 유지보수 활동은 서비

스 제공의 안정성과 서비스 수준의 유지 그

리고 무엇보다 차량운행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차량, 선로, 전로, 신호 등 운영 인프라를 

이용하여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사에 있어서 도시철도 인프라의 기능을 정상

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활동은 목표 

가용도의 달성과 서비스 수준의 유지 그리고 

조직의 운영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활동

으로 조직 전체의 목표와 일치되어야 한다. 

인프라와 장비를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업조직에 있어 시스템이나 장

비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조업과 

운송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

야에서 기업의 전체 운영비용에 상당한 부분

을 차지하며 특히 도시철도운영과 같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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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문의 경우 20~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된다(Murthy et al. 2002).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도시철도 운영사 입장에서 유지보수에 소요

되는 예산의 최적화된 사용은 기업운영의 재

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

도시철도운영에서 유지보수 활동과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활동을 조직 전체

의 목표와 전략적으로 일치시키는 접근방법

이 필요하다.

따라서 운영 성과목표와 일치되는 유지보수 

관리 정책의 수립, 유지보수 인적자원의 수

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효과적인 시

행, 예산이나 장비 및 인적자원 등 가용자원

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최적화된 배분, 정보

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운영효율 향상, 유

지보수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

한 적절한 지표 설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

지보수 운영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유지보수 관리를 조직의 목표와 일치

시키기 위한 전략적 유지보수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자동차산업, 토목, 

2017 년도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KSR2017A034



건설, 제조업, 에너지산업 등 생산 인프라가 

비즈니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부문

을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으나 유지보수가 조

직운영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져야할 

도시철도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Al-Turki 2011,  Arsovski et 

al. 2011, Eti et al. 2002, Jonsson 1999, 

Murthy et al. 2002, Tsang 199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운영에서 

유지보수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실

적인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운

영에서 핵심 부문인 차량분야에서의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Stratigic Maintenance Management)를 

위한 통합적 Framework을 제시하여 도시철도

유지보수 활동을 조직의 전략과 일치시키는 

것과 이를 통한 조직전체의 운영성과 향상 

그리고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신뢰성의 부족과 품질의 저하로

부터 그 필요가 시작 되었는데 유지보수는“요

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이템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복원할 의도로 감독 행위

를 포함한 기술적 관리적 행위의 조합”으로 

정의한다(IEV 191-07-01, 1990). 또한 유지

보수는 시스템을 항상 최상의 운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각 장치의 시험, 조정, 수리, 

복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IT용어사전,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유지보수와 유지보수 관리의 목적은 장비의 

고장확률을 감소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 

시스템의 가용도(availability)를 최대화 하는 

것으로(Husband 1976) 유지보수를 관리 

한다는 것은 유지보수 정책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며 실행에 따른 

결과를 측정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말할 수 있다. 또한 유지보수 

관리에서 유지보수 프로세스의 관리는 

유지보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용한 유지보수 자원(예 : 역량, 자본, 

재료 및 정보)을 관리하여 물리적 자산의 

무결성 측면에서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Liyanage and Kumar 

2002a). 

유지보수의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 관리가 시작된 계기는 2차 세계대

전 시기로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장비의 성

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유지보수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서 부터이다. 이 시기의 유지보수 개념은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를 한다(run to 

failure)”였으며 이 시기를 유지보수의 1세

대(First Generation of Maintenance) 라고 

부른다(Moubray 1991). 

1960년대에는 안전문제(safety matter)가 

노동의 효율성 향상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

지기 시작되면서 예방유지보수(Preventive 

Maintenance) 전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를 유지보수의 2세대(Second Generation 

of Maintenance)라고 부른다(Moubray 1991). 

이러한 전략의 변화로 인해 유지보수 성과, 

비용 그리고 기계 장비 시스템과 같은 생산

을 위한 자산(production assets)의 가용도 

조절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White 1973). 

유지보수의 3세대(Third Generation of 

Maintenance)는 1970년대에 나타났으며 기술

적 진보와 유지보수 관리자의 미래 유지보수 

요구량(future amount of maintenance) 예측에 

대한 필요로 인해 예방 유지보수(preventive 

maintenance) 전략은 더욱 발전하였고 상태

기반 유지보수(condition-based maintenance) 

전략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Kelly 1989). 

현재 유지보수의 진화는 4세대(Fourth 

Generation of Maintenance)에 도달하였는데 

4세대는 유지보수를 더욱 전체적인 관점

(holistic point of view)에서 바라보며

(Dunn 2003) 생산을 위한 생산자산과 유지보

수 관리가 통합되기에 이르렀다(Peterson 

1999, Woodhouse 1997). 

최근에 이르러서는 유지보수는 더 이상 비

용과 이익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게 

되었으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가치를 창

출하는 핵심적인 활동으로 다루어지기 시작

하였다(Liyanage and Kumar 2003, Liyanage 

and Kumar 2002b).



따라서 유지보수 활동을 통해 조직의 성과

를 향상시키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Fig. 1,과 같이 유지보수를 계획하고, 실

행하고, 측정하고,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

선하는 유지보수관리(Maintenance Management)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2.2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

전략적 유지보수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지보수 활동을 조직 전략과 일치 

시키는 것이다.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의 

핵심개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Murthy et al. 2002).

1) 유지보수 관리는 비즈니스의 생존과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활동으로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유지보수 관리는 생산 등의 

의사결정정과 유지보수가 통합화된 

정량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는 다음과 같이 

다분야(multi-disciplinary)적 활동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Murthy et al. 2002).

1) 장비의 노후화(성능저하) 메카니즘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장비 상태의 평가를 

통한 분석 및 수집 데이터를 연결지여야 

하며 

2) 장비의 성능저하에 따른 유지보수와 

운전(maintenance and operation)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정량화된 

모형을 구축하고

3) 유지보수를 전략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Fig. 2,은 Murthy et a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적 유지보수의 Framework을 

도시철도 운영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우선 

가용도와 정시성, 서비스 수준의 유지, 

품질과 신뢰도, 비용 등 도시철도 운영의 

다양한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비나 

시스템의 상태 및 운행부하(operation load)를 

모니터링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교정정비(CM, 

corrective maintenance) 또는 예방정비(PM, 

preventive maintenance)와 관련된 유지보수 

의사결정, 최적화된 유지보수 계획의 수립, 

유지보수 성과 측정을 통한 관리로 지속적인 

유지보수 성과의 향상 추구 등 전략적으로 

유지보수를 관리하며 운행부하를 조직목표 

및 장비상태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이다.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에서는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과 유지보수 활동을 일치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의 개선이 

필요한데 Fig. 3은 이러한  유지보수 활동의 

지속적인 성과향상의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Fig. 2 Key elements for strategic maintenance 
management for urban transit rolling stock maintenance 

operation
(Modyfied from Murthy et al. 2002)

Fig. 1 General maintenance processes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004)



Fig.3의 전략적 유지보수 성과 관리는 

유지보수 활동을 조직의 전략과 일치시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지보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유지보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지보수 행동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유지보수 

성과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유지보수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지보수가 

기여하도록 하는 것 선순환 구조를 

보여준다(Eti et al. 2002, Tsang 1998).

2.3 도시철도 차량분야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 

Framework 제시

도시철도 차량분야에 대한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framework은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핵심은 통합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IMMS, integrat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을 통한 유지보수와 

기업전략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통합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은 기술과 과학 

및 공학적 지식 기반을 통해 정보기술, 

신뢰성 이론, 통계적 분석, 의사결정 분석, 

최적화, 수학적 모형화 등의 다양한 툴을 

활용하며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중요 구성품의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장비와 구성품의 수명저하를 예측하고 

시스템의 안전위협 수준 및 고장 위험도를 

추정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의사결정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통합 유지보수 관리시스템에 의해 유지보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관련 

작업지시를 자동적으로 현장에 내리게 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에 업데이트 하여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다. 

또한 통합 유지보수 관리시스템은 축적된 

유지보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관련 

자재의 적정 재고량을 산정하여 주문과 

재고의 관리 및 더 나아가 유지보수 자재의 

공급사슬을 최적화하기 위한 공급사슬 

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유지보수 자원의 

최적화된 할당과 의사결정 그리고 장비나 

시스템의 고장 발생률을 낮추며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과 인력을 최적화하여 유지보수 

성과를 향상시킨다.

최종적으로 유지보수 성과를 도시철도 운영 

성과와 연계시켜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Fig. 3  Strategic maintenance performance management 
(Eti et al. 2002, Tsang 1998)

Fig. 4  SMM(strategic maintenance management) 
framework for urban rolling stock maintenance 

operation



있도록 전략적인 관점에서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것이 본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 

framework의 목표가 된다. 

3. 결 론

인프라와 장비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조직에서 기업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능으로서의 유지보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운영방향과 유지보수를 일치시키는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는 도시철도의 운영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유지보수 

관리를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framework은 도시철도 

운영 성과목표와 일치되는 유지보수 관리 정

책을 수립하고 예산이나 장비 및 인적자원 

등 가용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최적화된 

배분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운영효

율 향상, 유지보수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세스 등을 포괄하

며 다양한 측면에서 유지보수 운영을 전략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framework을 통해 도시철도 운영기

관은 가용자원의 효과적 배분 및 효율적 활

용과 장비의 성능저하를 예방하고 상태를 향

상시켜 차량의 가용도를 높이고 높은 서비스 

수준의 유지를 통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설

정한 고유한 목표의 달성에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향후에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도시철도 

유지보수 운영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framework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또한 도시철도 유지보수 운

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의 

설정과 이를 통한 유지보수 성과 개선에 대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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