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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운용단계의 정기검사 항목이나 정비이력 데이터를 토대로 정비와 보급을 반영하

는 E&M별 계층구조 정의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시스템의 계층구조 관리는 엔지니어 활동의 기준이 되며 실제 운용 환경을 반영하는 LBS 개념의 

계층구조 관리는 시스템의 RAMS 지표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정비 및 보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주요어 : LBS, E&M, RAMS, 도시철도, 계층구조

1. 서 론

시스템의 계층구조에 대한 정의 방법은 시

스템 수명주기 단계별 목표에 따라 상이하며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계층구조의 정의는 이

해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설계나 제작 관점의 BOM(Bill Of Material) 

계층구조는 운용단계의 정비와 보급 기준의 계

층구조와 달라 BOM을 운용단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RAMS 지표값 산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산출된 RAMS 지표값을 이해하기도 곤란하다.

운용환경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기록, 수집, 

분석, 활용되기 위해 정비 및 보급을 고려하

는 LBS(Logistic Breakdown Structure) 개념

의 계층구조를 적용하면 RAMS 지표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시스템 정비 및 보급관리 업

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시스템의 운용환경을 반

영하는 E&M(Electronic & Mechanic)별 LBS 

계층구조 정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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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연구의 대상이 되는 철도시스템은 복합 시

스템(System Of Systems)으로 차량 및 시설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분류하는 부

분과 시스템의 계층구조를 정의하는 부분으

로 나뉠 수 있다.

2.1 시스템 분류 관리

시스템 분류는 차량 및 시설의 종류를 기능 

단위로 구분하는 개념이다.

<그림 1> 철도시스템 분류

기능 단위로 분류된 E&M 분류의 최하위 시

스템은 LBS 계층구조의 대상이 된다.

<시스템 분류 예시>

- 1 Level : 차량, 전기/전력설비, 신호/통

신설비, 기계설비, 관제설비

- 2 Level : 차종 또는 시설의 종류

 ․ 차량 : 차종(7호선1차분)

 ․ 전기/전력설비 : 차단기, 정류기, SCADA

 ․ 신호/통신설비 : 연동장치, 선로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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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 : PSD, 승강기, 환기모터

 ․ 관제설비 : 서버

2.2 계층구조 정의

계층구조는 운용단계임을 고려하여 정비 및 

보급을 반영하는 LBS 개념을 적용한다.

<그림 2> LRU 단위 정비 및 보급

운용환경에서 정비와 보급은 LRU(line 

replaceable unit) 단위로 수행되므로 LBS 

계층구조는 LRU 수준까지 정의한다. LRU는 

하위 LRU(Sub-LRU)를 가질 수 있다. 

볼트, 너트 등 단순 체결류 품목과 LRU의 

수리를 위한 SRU(shop replaceable unit) 또

는 Part는 필요에 따라 LBS 계층구조에 정의

한다.

<LBS 계층구조 예시>

- 1 Level : 차종 또는 시설의 종류

- 2 Level : 서브시스템, 계통, 기능 등

- 3 Level : LRU(구성품, 모듈 등)

- 4 Level : Sub-LRU(LRU 하위 LRU 존재시)

   예> 7호선1차분 – 전력계통 – VVVF

   예> PSD – PSD 구동부 – 구동모터

2.3 계층구조 관리

부품의 단종, 대체품 적용, 국산화 등 품목

의 변경으로 인해 계층구조에 정의되지 않은  

미식별 품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

로세스를 지원해야 한다.

<그림 3>은 도시철도 RAMS 통합시스템의 계

층구조 관리 프로세스이다. 

- 계층구조 정의 화면을 이용한 등록

- 설계 RAMS정보 템플릿 양식으로 등록

- 유지관리체계 연계를 통한 등록

- 계층구조에 존재하지 않는 미식별품의 소

모실적에 대해 미식별품 등록

<그림 3> 계층구조 변경 관리

2.4 기대효과

운용단계의 정비 및 보급 정책을 반영하는 

LBS 개념의 계층구조는 현장 엔지니어에게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수월

하게 데이터를 기록,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즉, 계층구조 기준으로 정비 기

록 및 RAMS 지표 산출이 용이하므로 정비 및 

보급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결 론

도시철도 RAMS 통합시스템은 철도시스템의 

운용, 고장, 정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RAMS 

지표를 산출하고 최적의 정비/보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스템 계층구조는 사용 목적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정비와 보급 관리를 토대로 E&M별 LBS 

계층구조를 정의하는 것은 체계적인 RAMS 

활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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