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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핵연료 주기시설의 설비보전시스템 개발 및 적용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실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매우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설비보전관리는 연구소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

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단 때문에 연

구의 향상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설비가 고장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하

며 장애 발생 시 그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시스템 적으로 통합 관리하면 장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로 인한 설비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

생 시 복구기간을 최소화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설비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예산, 인력, 작업의 계획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

비보전시스템의 개발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다.

III.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설비관리시스템의 개괄적인 이론 정립과 현장에서 적

용하는 설비보전의 시스템을 설명하 다. 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비보전시스템의 이론 정립

-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 설비보전시스템의 확장과 변화

-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계획

- 결론 

IV. 연구개발 결과

   전반적인 설비보전시스템 개요를 파악하고  설비보전시스템의 업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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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성 및 설비보전시스템 적용방법과 운 환경 등을 설명하며 프로그램 

세부내용을 기술하여 사용법을 제시하 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설비보전시스템 실태중 우리 나라의 설비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실태

의 실패 사례,성공 사례 및 사례의 교훈 등을 살펴보고 향후 활용계획에서 

시스템 선진화의 조건,내적 조건,외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제반 여건들을 

감안한 계획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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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Subje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at a nuclear fuel cycle facility

II.  Aims and Importance of this research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research, it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equipment to work well.  The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proven by the case-studies can have an effect on the research and it 

can be one of the most major elements to assist the research at the research 

laboratory.  To prevent the breakdown of the equipment at the research facility 

which can hinder the improvement of the research work, it is essential to 

maintain the equipment of facility without the sudden breakdown and to short 

the recovery time.  If these elements such as the causes of the breakdown were 

well-managed and suvervised with care, this recovery time could be minimized.  

The aims of this research, therefore, are to introduce the development of the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and to apply it at the field in 

order to minimize the breakdown of the equipment and the recovery time and in 

order to perform the equipment maintenance service with the minimized expense 

and maximize the service efficiency through the planned management of the 

budget, the manpower and the service. 

III.  Contents and Scope

  This report explained the general theoritical concept of the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and the the field applicable maintenance 

system.  The major contents of this report is following as:  

- the theoritical establishment of the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foreign and domestic techniques

- the extension and the variation of the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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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earch results and the plan of the practical use

- the conclusions.

IV.  Research results

  After the general outline of the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was defined, the service flow, the structure, the application and the 

control conditions of the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were 

explained and the details of the program were also described and suggested.  

V.  The application and the future plan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domestic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the failed case-studies, the successful case-studies and the good 

warning of the case-studies were reviewed.  Besides, the useful plans were 

suggested with the great consideration of the general conditions such as the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upgrading and the modificatio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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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설비관리 기술자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설비는 다양하다.  부품과 

필요한 물자들, 전문적인 기술, 고장을 예방하고 고치기 위하여 필요한 노

력들을 생각한다면 설비가 원활하게 운전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체계적

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7,000여 단위의 설비 체계와 20,000 품목의 저장 자재(SKU : Store 

Keeping Unit) 를 가진 극동의 한 공항을 예로 들면 매년 10만 건의 작업지

시가 발생된다.  2,000 단위의 설비와 30,000 SKU를 관리하는, 전기 기구들

을 생산하는 어떤 공장에서는 11만 건의 긴급 작업지시를 포함하는 15만 건

의 작업지시를 매년 기록하고 있다. 950대의 차량을 가진 공공 운송회사는 

매년 25만 건의 작업지시나  정비 요청을 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25,000 

SKU와 415명의 보전 기술자들을 관리하며, 매년 직접 보전비로 5천만 달러

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에서의 자료 처리 건수는 월 1백만 건을 쉽게 넘어선다.  이

러한 모든 보전 활동들을 관리하여 누가 어떤 일을 하 고, 어떤 설비에 무

슨 부품을 가지고 작업하 으며, 얼마만한 비용이 들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업무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비이력, 자원 소요계획, 예방 및 개

선 정비의 일정계획, 하자보증과 법적 준비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들

의 자료들은 반드시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북미에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 회사에서는 어떤 종류든 설비관리 전산시스템

(CMMS :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어떤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는 시중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패키지들 중에서 하나를 선

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만약 현재 사용하고 있는 CMMS가 3년 이상이 지났다

면 새로운 것을 살펴보는 편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아직까지 

CMMS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여기에서 CMMS에 대한 정보와 이를 선택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2 -

 1. CMMS의 개괄

     일반적인 CMMS가 CMMS내의 두개의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처리하는 업무

를 그림.1에서 나타내면 

 그림 1. 핵심 CMMS 모듈 

그림.1을 통하여 두개의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하는지를 보다 쉽

게 이해할 수 있으며 CMMS는 정보를 관리하는 작업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CMMS는 메인프레임, 미니컴퓨터, 웍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 또는 네트워

크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복수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환

경이 매우 쉬우면서도  향상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가 

가장 일반적인 CMMS의 운용 환경이 되었다. 전형적인 PC의 LAN(Local Area 

Network)환경은 10명에서 15명 내외의 사용자와 몇 대의 프린터로 구성된

다. 이 시스템은 회계, 급여 등의 시스템과 CMMS에 자재관리가 포함되어 있

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관리 시스템 등의 주변 시스템들과 연결된다. 통상 

CMMS는 다양한 자료의 관리와 분석 활동을 하는 몇 개의 관련 모듈로 나누

어 진다. 다음의 사항들은 보다 일반적인 8개의 모듈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과 각 모듈들이 수행하는 기능들에 대한 것이다.(<그림 1>참조)



- 3 -

 

①설비의 번호와 부품 구성표(BOM : Bill of Material) : 통상 가장 먼저 

사용되는 모듈 중의 하나이다. CMMS에서 적용되는 모든 설비는 이름표

에 기록된다. 그런 다음에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조립품, 부분품 그리고 부

품들이 식별되고 각각의 구성 구조와 관계에 따라 서로 연결된다. 

②작업지시 관리 : 여기에서는 새로운 지시 사항을 만들고, 소요 비용을 예

상하며, 작업 처리의 과정을 추적하며, 우선 순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을 관리한다.

③계획과 일정관리 : 예방정비 작업이나 일반 보전 작업 등 모든 작업에 필

요한 시간, 자원들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다. 

④예방정비 : 예방정비 일정 계획을 위한 핵심적인 모듈로서 필요한 작업과 

자재, 비용을 나타내고 일정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한다.

⑤자재관리 : 보전자재를 관리하는 이 모듈은 대부분의 CMMS 패키지에 포함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 또는 생산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자재관리의 기능은 보전 활

동을 위하여 관리중인 자재의 관리와 사용, 비용 및 자재 할당을 처리하는 

것이다. 

⑥설비이력 : 이력관리의 핵심 기능은 대보수, 수리작업, 작업인력, 고장시

간 및 가동에 대한 이력의 유지와 고장의 원인 및 설비의 수명 주기에 있어

서의 특별한 사건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⑦인력관리 : 작업지시와 프로젝트 일정관리, 잔여작업 관리를 정확하게 하

기 위하여 각 구성원들과 숙련도, 휴가계획, 교육훈련 이력, 작업가능 여

부, 작업 진행 등을 관리하는 기능

⑧비용과 예산 : 대부분의 패키지들은 예상 비용과 실제 비용을 원가중심점 

별 자재비, 노무비, 용역비 및 간접비 항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기능의 정도에 따라 더욱 다양한 용도가 가능하다.  

특히 다른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 CMMS 구축 프로젝트의 관리

  CMMS 구축도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자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한다.  즉 보전 관련 인원이 추진의 주축이 되어야 하며 보전 담당자에게 

유용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는 시스템 전문가, 자

재, 회계, 운전 등의 담당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 과정을 

통하여 일관된 방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MMS를 통하여 실현할 

명확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이러한 예가 표 1.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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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MMS의 구현 목표 

범 주 목 표 회사의 목표 시스템의 목표

 생 산 능 력  

 의 증가

 가용성,신뢰성

 유지보전성의

 증가

 고장의 감소  설비이력의 분석

 설비자료의 관리

 기술자이력의 관리

 BOM 구조의 관리

 PM 처리절차의 수립

 정지의 감소

 속도의 증가

 품질 편차의 감소
 기계 상태 편차의 감시

 재 작업의 감소

 효율의 상태감시
 설비의 효율과 유지

 비용 관리

 비 용 의   

 감소

 전반적인 보전

 비용의 경감

 작업의 감소
 작업의 관리

 인력/자재 계획

 부유 자재 재고

 수준의 감소

 사용 용도의 분석

 투자 내역의 분석

 긴급작업의 감소
 PM 작업의 일정계획

 고장의 분석

 서류작업의 감소
 작업지시의 자동화

 자동 발주

 효율의 상태 감시

 지역별, 작업별, 작업  

 종류별의 비용과 작업  

 시간

많은  대규모의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지침

이 되는 시스템 선정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은 일련의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앞 단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에 기술하고 있는 5 단계에 의한 예가 그림 

2.에 있다. 

        

①요구분석 : 이 단계의 첫 번째 절차는 전산화에 대한 요구사항의 식별과 

문서화이다. 여기에는 자동화되어 있는 것 또는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업무처리 절차가 도식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의 

보전 작업의 식별 과정은 CBM 장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정보가 CMMS로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에 의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한 것

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분석의 결과에 따라 수작업으로 작업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이냐를 판단하기 위하여 벤치마킹이나 다른 가



- 5 -

그림 2. CMMS 시스템 구축 절차 

능성에 대한 연구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많

은 제품과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②해결방안의 정의 : 이 단계는 앞 단계에서 파악되었던 필요 모듈의 도식

화로부터 구체적인 기능까지를 확장한다. 이 시점에서 회사내의 다른 시스

템들과의 Interface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 단계가 끝나면 필요한 기능적인 

사양과 어떤 CMMS 시스템이 이에 적합한 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급

자들을 접촉하고 그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청하면 된다.

③설계와 구축 : 다음으로는 시스템의 도입과 요구하는 기능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상한다. 모든 해결방안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면 시스템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물론 기

존 Data의 Conversion과 설치 일정, 사용 시점 등의 모든 절차를 기술하여

야 한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교육하는 것도 반드시 필

요하다.

④시험 : 정보부문이나 공급자가 아닌 보전관련 인원이나 혹은 생산부문의 

사용자들이 시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그들은 그 시스템이 보

전관리, 기술적인 절차, 백업과 복구, 보안성, 용량 그리고 성능이 요구사

항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최적 담당자들이다. 

⑤이행 : 이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시스템이 큰 문제없이 가동되고 운용되

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여기에는 기존 자료의 Conversion과 새로운 시

스템과 매뉴얼의 설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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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관리의 책임을 이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3.  CMMS의 정당화

보전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의 가격만으로도 5,000 달러에서 25만 달러가 넘

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 가격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운용되는 하드웨어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수정,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교육, 도입에 따른 컨설팅, 통신수단, 프린터의 추가와 같은 하드웨어 용량

의 확장 등과 같은 모든 비용을 고려한다면 소프트웨어 가격의 5배까지 늘

어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에서 투입한 인력에 대

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전 생산성의 향상을 논할 때 이 비용도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보전 생산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로 정의될 수 있다. 산출은 설비의 가용도, 

운전속도, 정 도 및 신뢰도로 측정될 수 있다. 투입은 노무비, 자재비, 용

역비 및 간접비 등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고장의 비율과 지속기간은 다른 성과측정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보전 프로그

램이 적절하게 개발되고, 계획되고, 실행되었는가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는 설비의 고장 이력과 수리 기록, 분해 정비 기록 그리고 사용된 

정확한 부품과 자원들의 목록에 향을 받는다. 점검, 수리, 분해 정비 등

의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작업자와 자재를 원활하게 관

리할 수 있는 일정관리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자료의 관리는 보전부문의 생산성에 명확한 향을 미친다. 많은 

회사에서 정보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설비의 효율(가용도, 속도, 정 도 등)이 50%에서 85%로 증가되었다.

▶신뢰성(MTBF 등)이 20%  향상되었다.

인력, 자재 및 용역작업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전 비용을 5%에

서 15%까지 절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용의 절감이 

어려울 때도 있다. CMMS는 보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틀의 역할을 한다. 보

전 비용의 절감이 정말로 자료를 입력하고, 정보를 조작하고, 보고서를 만

들어 내는 그런 행위들로부터 이루어지는가, 또는 평소에 사용하기를 원했

던 PM 모듈을 사용하여 확실한 예방정비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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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소프트웨어 공급자, 설비관리 관련 잡지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진정한 이익은 생산성의 향상과 직접비용

의 절감 두 가지 형태 모두 얻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하나의 밖으

로 드러나지 는 않지만 중요한 이익 중의 하나는 운전 부문과 보전원 및 자

재 관련 부서 사이에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  몇 가지의 예

북미 지역에서만 200여 종의 CMMS 패키지가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고, 전세

계적으로는 그 배 이상의 수가 될 것이다. 그 패키지 제품들은 비록 전체적

으로는 유사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지만 사용자 친 성, 효율, 운용 환경(하

드웨어와 운 체계 등)에서 매우 다르다. 여기에 몇 가지의 예가 있다.

①Maintenance Automation Corp사의 Chief 2000 :  이 제품은 특히 시설물 

관리, 병원, 대학교 및 제조 부문에서 300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운용

환경은 PC와 PC-LAN이며, 12,000달러 정도의 기본 모듈 이외에 여러 가지 

선택사양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 제품은 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및 네

델란드어의 5개 국어로 제공되며, 메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픽으

로 제공되는 사용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 생성 기능을 갖추고 있

다. 이 제품은 앞서 언급되었던 모든 기능들을 갖추고 있으며 보전 절차 라

이브러리와 몇개의 구매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PSDI사의 Maximo Series 4 : 이 제품은 윈도우 환경에서 운 되며 사용자

에게 매우 친숙하다. PSDI는 500여 개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과 시

설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운 환경은 역시 다양하며, 기본 가격은 

30,000에서 시작하며,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다. 기본 제품에는 작업절차 

라이브러리와 수송장비 관리 모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제품도 역시 5개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③The System Works Inc사의 MPAC : 위의 두 예와는 달리 MPAC의 주된 운  

환경은 매우 고가의 대형컴퓨터이다. 유틸리티 부문과 장치 산업 등에 중점

을 두고 있으며, 300여 개의 지역에서 운 되고 있다. 이 회사는 대규모의 

연구 개발 인력과 기술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선택 가능한 선택 사양

의 목록은 다양하며, 공구관리, 보증기간 관리, 회계, 프로젝트의 계획과 

일정관리 모듈을 모두 가지고 있다. 

④Peregrine System Inc사의 OOPS! : 메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제품

은 3,500달러 정도로서 가장 저렴한 제품 중의 하나이며, 3,500달러 정도의 

가격이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비용과 대비하여 아주 높은 수준의 만족

을 나타내고 있다.  375개의 회사의 PC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

적으로 작업관리, 설비이력, 저장품 관리 등의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선택 사양들에 의하여 확장될 수 있다. 주 사용자들은 제조업과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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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에 있다.

⑤Bonner & Moore Inc사의 COMPASS : 이 제품은 IBM 대형 호환기종에서 운

용되며, 매우 비싼 제품으로서, 기본모듈의 가격이 100,000달러 정도로 알

려져 있다.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4개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장치산업 분야에 150개 이상의 사용자가 있다.

⑥DPSI의 PMC2000 : 일반제조업과 장치산업 등을 망라하여 5,000여 사용자

가 사용하고 있으며, 가격 대비 매우 높은 효용을 보이고 있다. MS ACCESS

로 되어 있어 윈도우 사용자는 별도의 교육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간편

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세계 3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⑦MARCAM Corporation의 MMS : 일반 제조업과 시설관리, 장치산업 등을 망

라하여 400개 이상의 사용자가 있고, Windows환경하의 Client-Server 시스

템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 제품은 어, 스페인어, 독일어 및 불어로 출시

되어 있다. 제공되는 기능은 매우 잘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보전 자원들의 

관리가 매우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제품을 구입하던지 간에 유지보수 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

다. 첫 번째 이익으로는 패키지 제품의 주기적인 기능 향상에 따라 동일하

게 기능 향상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용자 모임

에서 주도적인 참여자가 된다면 새로운 기능의 보강이 되는 방향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유지보수 비용은 통상 소프트웨어 비용의 10%에서 15% 비율

이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것은 일단 제품 공급회사

의 사용자 목록에서 우수한 사용자로 인식된다면 해당 회사의 특정한 요구

를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캐나다의 몰손(Molson) 양조 회사의 CMMS에 관한 예는 매우 흥미롭다. 현재 

이 회사는 캐나다 최대의 양조 회사이며 전국에 걸쳐 모든 지방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각 지방의 법규에 의하여 각 지방에는 그 지

역에서 생산된 술만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양조 업계가 많은 중소 공장

들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대 초 각각의 몰손의 공장들은 나름대로의 보전 기법을 추구하고 있

었다. 그들은 시간 주기에 의한 예방정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고장 

발생시의 정비 활동과 계획 정지 기간 동안 분해 정비 등의 작업도 실시하

고 있었다. 시스템은 임시변통으로 그때그때 수작업 또는 자동으로 처리되

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에 엔지니어링 그룹은 보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는 방식에서 3 가지를 변화시켜 비용의 절감과 생산능력의 증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를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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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자동화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를 나머지 모

든 공장들에 확대함으로써 증폭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들은 작업관리, 예방정비 그리고 보전자재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

법을 개발하 다.  그들은 IBM의 S/36 시스템과 ShawWare사의 MARCAM이라는 

보전 및 자재관리 시스템을 구입하 다. 전격적인 구현단계를 거쳐 계획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 졌다. 일상적인 진급과 기술자들의 이직

이 있은 후 지속적인 구현은 늦어졌고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이루어져 온 형

태대로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몰손은 캐나다

에서 3번째로 큰 양조 회사인 칼링 오키페(Caling O Keefe)와 합병을 하게 

되었다. 조직의 재구축은 매우 용이하게 완전히 통합된 형태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대 초반에 S/36과 여기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객 지원

이 어렵게 되어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생겼다. 보다 기능이 나은 IBM의 

AS/400으로 하드웨어를 대체하 고 또한 생산관리 시스템, 재무회계 시스템 

및 CMMS를 업그레이드하 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장 큰 8개의 

지방공장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로 이 회사의 CMMS

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게 되었다. 

●5대의 AS/400 

●120대의 PC/터미널

●30대의 레이저 프린터

●모든 지역, 모든 기능들이 통합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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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몰손사의 정보기술 네트워크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총 자본적 지출의 규모는 350만 달러가 넘었다.  여

기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킹, 컨설팅 및 사내의 정보기술 관련

인원의 투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3명의 사용자 대표들 - 보

전 기술 분야의 최고 기술자, 보전자재관리 전문가, 정보시스템 전문가가 

전업으로 참가하 다. 이 투자에 따라 몰손의 경 진은 상당한 이익을 기대

하 다. 첫 2년(1993-1994) 동안의 사용 후의 공장에서의 성능 개선과 비용

의 절감은 아주 훌륭하여 거의 350만 불에 달하 다.

▶설비의 효율이 향상되었다.

▶야근이 줄어들었다.

▶3개의 공장에서 보전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보전 자재의 절감도 상당하 다.

▶구매효율의 향상, 분해정비의 감소 및 인원 활용도의 증가 등 다른 비용

의 감소도 이루어 졌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다른 공장들이 전체 시스템의 모든 기능들을 활용

함에 따라 비용의 절감효과가 더욱 커지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현

재 보전비용은 전체 공장 총비용의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3년 이내에 

12% 까지 절감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수치는 몰손의 최상의 공장에서 달성

한 것이다.  이 성공의 주된 이유는 경 자의 지원과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의 좋은 유대 관계 으며 결과의 산술적 도출이 매우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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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손(Molson)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CMMS가 지역 관리자

들에게 보다 유익하도록 경 자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 및 자본적 지출 

프로젝트(공장의 신/증설 프로젝트:역자 주)의 관리를 위한 기능을 만드는 

것이다.

미세 기술의 급속한 팽창에 의하여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꿈에 불과하

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되고 있다. 스캐너에 의한 문서의 입력, 펜 

입력 컴퓨터, 분석 전문가 시스템, 바코드 입력 및 원격의 무선 휴대 터미

널 등이 많은 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선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기술들과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하여서는 최신의 CMMS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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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현황

    1.석유 화학 업체와 설비 관리시스템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관리시스템(CMMS :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이 첫 선을 보인 후, 현재의 CMMS는 거의  

보전활동을 위한 거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은 보전분야에 있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요구하는 CMMS의 기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품의 특성상, 석유화학업체에

서는 생산시설에 대한 보전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와 동시에 막대한 보전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도 커다란 관심거리이다. 

CMMS의 기본기능

종합적인 CMMS패키지는 모듈(Module)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다음과 같은 5개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작업관리(Work Management)

․ 자재관리(Materials Management)

․ 구매관리(Purchasing)

․ 인력관리(Human Resources)

․ 비용관리(Financial Management)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CMMS패키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

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에 현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1)작업관리  작업관리는 일반적으로 검토, 계획, 일자조정, 작업, 완료와 

같은 절차를 밟아 진행되게 된다. 또한, 개량보전(CM : Corrective 

Maintenance), 예방보전(PM : Preventive Maintenance), 사후보전(BM : 

Breakdown Maintenance), 혹은 대보수(Shutdown) 등과 같은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CMMS패키지는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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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른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이것은 CMMS패키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고객의 요구는 생각 외로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작업지시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흐름을 따르지만, 할당된 작업인력이 

작업 지시서를 인수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작업지시서의 단계를 승

인하는 승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혹은, 실제로 작업이 시작되었는지 파

악하는 단계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한 기능들을 완벽하게 지원

하는 CMMS는 흔치 않다. 

CMMS는 신속한 작업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계획 자료를 가지고 있어

서 이미 승인된 작업들에 할당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작업계획   일반적인 생산 현장에서는 작업 지시서에 총 작업자의 수, 사

용되는 자재수량 또는 비용을 제외한 기타 요소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중요

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대부분의 화학업체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생산현장

과는 달리 좀더 세 한 작업계획을 요구한다. 화학업체에서 CMMS패키지를 

선택할 때는, 그 패키지가 하나의 작업을 세분화 시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을 지원하는 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작업에 수행되는 

작업표준에는 복수의 작업지침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작업지침별로 

다른 기술인력이나 자재의 할당 등이 가능해야 한다.

CMMS패키지는 반드시 작업수행에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개별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동시에 서로 통합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계획은 작업인력과 맞물려 연계적으

로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사용될 자재의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자재마스터

에서 일괄적으로 참조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기타 비용들도 마찬가지로 처

리되어, 전체 작업에 대한 비용흐름을 시스템 내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석유화학업체의 CMMS패키지 선정에서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은 안전

작업에 대한 관리기능 이다. CMMS패키지는 안전을 위한 착용도구를 포함한 

안전사항 들을 체크하고 승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OSHA(Occupational and Safety Health Administration - 미국 보건/안전 협

회)와 같은 강제성 있는 안전규약 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작업에 

대해 어떤 기술자들이 할당되었으며, 각 기술자 별로 수행하는 작업지침은 

어떤 것들이고, 작업지침 별로 사용되는 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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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하고, 작업에 수행된 작업지침 들은 세부적으로 

안전 규약에 부합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방보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작업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 등을 포함한 작업

자원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방보전 체제에서는 작업지시서

가 주기 또는 상태를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발행되는데, CMMS패키지에는 특

정 설비에 대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방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CMMS패키지는 수립된 예방보전계획을 필요한 시기에 

작업지시서로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예방보전계획이라도 

그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하부 작업지시서 들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신뢰성보전  신뢰성보전(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은 보전 

대상물에 대해 최적의 시간에 최상의 보전활동을 수행하여 보전비용을 절감

하고, 설비와 공장의 가동률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인

정받고 있으며, 효과적인 예방보전 프로그램과 함께 수행되는 신뢰성보전활

동은 설비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OSHA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뢰성보전(RCM)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요한 설비

에 대한 보전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동률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다. 특정 설

비에 대한 신뢰성 보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CMMS를 통해 해당 설비의 자료

가 충분한 기간동안 다양하게 축적되어 분석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신뢰성보전을 위해 CMMS에 요구되는 기능은 특정 설비에 대한 자료를 통해

서 신뢰성 지표를 수립하고 코드화하는 것이다. CMMS패키지 중에는 고장의 

증상과 그 원인들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나타내 주는 것들도 있다. 이것은 

작업을 요청할 때 보전 작업이 필요한 대상물의 증상과 원인을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청되는 작업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해

당 증상과 원인에 따라 미리 계획해 놓은 자재나 작업인력 등의 자원을 즉

시 할당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요청된 작업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작

업자는 CMMS를 통해 해당 작업의 정확한 증상과 원인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입력함으로써 신뢰성보전을 위한 정보는 계속해서 축적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MTBF(mean time between failure)나 MTTS(mean time to 

symptom)등과 같이 보전활동의 중요한 지표들을 생성해낸다. 또한, 가장 고

장이 잦고 수리시간이 긴 설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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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특정 환경에서 보전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설비를 파악할 수 도 

있다. 오늘날의 몇몇CMMS패키지에는 이러한 정보를 산출해내는 기능들이 기

본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4)점검관리   언제 보전작업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

비나 장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상태를 감시하는 것은 

진동관리, 온도관리, 윤활관리, 오염상태관리, 표면의 이 물질관리 등과 같

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표의 변화를 관리함으로써 보전작업이 

필요한 이상적인 시점을 찾아내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수리작업을 진행하

는 것이다.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CMS(Condition Monitoring 

System)이라고 하는 데, 특정 설비에 연결되어 직접 신호를 생성하는 하드

웨어와 거기서 전달된 신호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

한 CMS는 작업의 완결을 위해 CMMS와 연결되어 사용되는데, 작업자가 파악

하기 힘든 설비의 증상을 감지하여 필요한 시기에 자동적으로 작업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CMMS는 CMS에서 정보를 받아, 작업이 필요한 특정 설비

에 대해 작업 지시서를 발행하고 그 이력 등을 관리하는 CMMS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MS는 고정설비와 파이프라인의 모니터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식 검사와 같은 비파괴검사를 필요로 하는 설비나 장치들에 적용할 수 있

다. CMMS패키지에 이러한 점검모듈과 부식관리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장기간 축적된 계측자료를 통해 점검시기를 나타내 주는 기능을 제

공한다. 이러한 계측자료를 통해 해당 대상물의 폐기 시점을 계산해 낼 수

도 있다. 

5)스케줄링  CMMS의 기능 중,석유 화학업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은 작업을 계획하고 스케줄링하는 것이다. 스케줄링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로, 특정한 설비나 장치에 대해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작

업을 계획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는 각각의 작업인력에게 필요한 작업지침

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자동적으로 처리되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MMS패키지는 많은 양의 작업을 스케줄하고 앞으로 발생할 예방보전계획과 

연결시켜 관리할 수 있다. 몇몇 CMMS패키지는 복수의 작업을 다양한 작업지

침을 가지고 스케줄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작업지침에 

여러 작업자를 할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발행되는 작업지시

서는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고, 요구되는 작업완료 시점도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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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자재부족으로 인한 작업중

단을 막기 위해서 구매관리기능과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작업자원의 확보를 위해 작업 조의 운 도 고려해야 한다. 

CMMS의 스케줄링기능의 목적은 작업관리자가 작업자원의 수급과 가용성을 

정확하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작업 스케줄링에 최적으로 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은 간트차트(Gantt charts) 기능을 

제공하여 작업관리자로 하여금 간단한 조작으로 작업지시서와 작업 지침을 

스케줄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6)대보수(Shutdown / Turnaround)관리   거의 대부분의 석유 화학업체 들이 

대보수 기간에 보전예산의 40% 정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에 따라 CMMS패키지도 대보수관리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보수기간의 전체 작업을 일반적인 작업들처럼 작업요청으로

부터 시작해서 완료시키는 진행과정을 갖게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작업과 

다른점은 작업의 형태가 "예방보전"이나 "긴급보전"이 아닌 " 대보수"라는 

타이틀을 가진다는 것이다. 일반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보수에서도 정해

진 작업표준이 할당될 수 있고, 자재나 인력 등 작업에 필요한 자원도 미리 

설정된 계획대로 할당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처리가 가능하려면, 축적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보수관리 기능은 효과적인 작업계획과 스케줄

링으로 대규모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특정 

작업분야와 작업자원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대보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개선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

다. 

7)비용관리  비용 관리 기능은 기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중에서도 핵

심적인 것인데, 전체 대보수에 대한 비용관리 외에도 특정 설비에 대한 작

업에 투입된 인건비, 자재비, 기타 대여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대보수 작업에서 생성된 설비의 비용이력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

찬가지로 관리되고 참조될 것이다.

CMMS패키지는 설비나 그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회계코드를 이용해

서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발전된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

는 작업활동을 코드화해서 비용을 관리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ABC(Activity Based Costing Analysis)기법으로 

작업활동의 부가가치를 산정 해 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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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까지CMMS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전된 기능들을 소개하 는

데, 특히 석유화학업체에서 중요시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서술하 다. 석

유화학업체의 특성상, 세 한 작업계획기능이 필요하고, 많은 양의 작업 지

시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대보수(Turnaround)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신뢰성보전에 대한 지원기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이

러한 모든 기능들이 보전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한다

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2.제철산업과 설비관리시스템

  

제철산업에서 설비의 고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더 커다란 손실을 의미

한다. 주조  공정을 포함하는 생산과정에서 설비의 고장은 재산적인 큰 손

해는 물론이고 작업자의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철산업의  보전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전

활동의 과학화와 안전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수행이다. CMMS를 이용하

여 필요한 작업을 자동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하며,  예방보전체계를 수립하

는 것은 제철산업에서 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보

전활동의 기반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CMMS의 도입은 현장의 보전활동을 사후보전과 같은 수동적인 환경에서 능동

적인 예방보전이나 개량보전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

면, CMMS는 설비나 자재 인력 등 회사의 모든 자원의 세 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창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CMMS는 경쟁이 극심한 제철산

업의 기업환경에서 운 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써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CMMS의 성과는 그 발전에 따라, CMMS를 도입해서 오

랜 기간 동안 사용한 기업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CMMS의 도래 설비의 고장과 수리작업의 이력은 보전활동의 개선을 위해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CMMS는 설비나 장치 혹은 더 나아가 

공장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제철산업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복잡한 기계들

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보전기술자 들은 생산증가라는 목표에 따라 가능

한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또한, 보전비용의 절감이라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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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래에 와서는 미국 내 외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위해 비용절감과 수익증대가 미국 제철산업의 핵심적인 경  

목표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전기술자 들이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답으로 얻은 것이 설비보전관리의 전산화 시

스템, 즉 CMMS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CMMS는 다른 경  컴퓨팅 환경과 나란히 발전하고 있

다. 컴퓨팅 환경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은 업무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다. 업무 자동화의 목적은 생산성을 높이고, 자료의 중복을 피하며, 서류

작업을 없애는 동시에 수 작업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다. 과거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자재관리나 구매관리 또는 작업관리와 같이 

보전과 관계되는 전산시스템 들을 내부적으로 직접개발해서 사용해왔다. 하

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시도는 다른 전산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비롯하

여 다양한 컴퓨팅 환경과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부정적인 결과

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제철산업의 회사들은 산업의 특성에 맞는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클라이언트/서버 CMMS를 도입하게 되었다. CMMS는 보전활동에 필

요한 자재관리, 구매관리, 안전작업 등 모든 기능들을 유연하게 통합하여 

제공하 고, 자동적인 보전업무의 처리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보전활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 

보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CMMS의 도입은 투자의 우선이 되어가

고 있고, 보전의 생산성향상과 보전비용의 절감에서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

고 있다. 자재비용을 최소화하고,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며, 긴급고장에 효

율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방보전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전활동의 분석을 위한 자원의 이력과 같은 자료의 수

집작업도 지원한다. 설비나 자재 등 보전자원의 이력이 보전작업을 위한 가

장 중요한 자료인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CMMS를 통해 보전활동을 효

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작업자라 

할지라도 보전활동에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다. 

CMMS의 중점 사항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제철산업의 보전책임자는  대규모

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설비를 관리해야 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하며, 많은 보전 인원을 통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

들이 넓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욱 더  제철산업의 보전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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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방보전계획과 작업관

리의 자동적인 처리기능은 없어서는  안될 기능들이다. 

제철산업에서 예방보전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최종 생산품을 만들어내

기 위해 모든 공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CMMS의 예방보

전기능은 단순히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계획된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비롯한 모든 가용 자원을 파악하고 할

당한다. 예방보전 기능에 의해 생성된 작업은 당일에 다른 작업 준비 없이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다. CMMS의 작업관리 기능과 예방보전

기능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작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록하게 한

다. 작업자들이 기록하는 정보는 보전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

용된다. 

CMMS는 CMS(Condition Monitoring System)와의 연결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특정 설비의 고장에 대한 작업 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CMS는 설비의 이상유무를 감지하게 되고, CMMS로 그 신호

를 전달하는 것이다. CMMS는 CMS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라 필요한 작업 지시

서를 발행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작업과 보전관리 사이의 공간을 자동적으

로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CMS는 작업자가 그 고장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거나, 오감을 통한 점검이 불가능한 설비에 부착

되어 CMMS와 연결된다.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 미국 안전/보건 협회)

나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 미국 환경오염 방지 단체)의 강제

적인 규제에 따라,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작업수행에 있어 안전

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특정한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 지시서에 안전사항이 

반드시 함께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사고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작업관리자는 보전작업자 

들에게 이러한 규제사항 들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작업자들은 

반드시 그 내용들을 고려해서 작업해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에는 작업자가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에 대한 것

처럼 단순한 것부터, 작업에 따라서는 작업동안 대상 설비나 장치를 반드시 

정지시켜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반드

시 설비나 장치에 대한 정지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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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S는 보전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수많은 서류 작업을 자동적으로 처리한

다. 기본적인 자료의 축적부터, 작업 지시서의 이력을 관리하고, 예방 보전

절차를 문서화하며 설비의 사용량을 자동적으로 기록 관리한다. 뿐만 아니

라, OSHA나 EPA 또는 ISO 9000같은 강제적인 규제사항과 국제적인 표준규격

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CMMS의 효과 오늘날과 같이 경쟁적인 경 환경에서, 시스템의 자동화는 아

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자료를 분석하

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CMMS는 현장 작업자와 경 자에게 의

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동시에 전달해 준다. CMMS와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을 사용함으로써, 설비의 고장분석과 자재수요의 예

측 등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보전활동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CMMS

를 통해 많게는 수백만 달러까지 절약하고 있으며, 비용 외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보전비용의 절약은 자재비용의 절약, 정지시간

의 감소 등으로 실현되고 있고, 예방보전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고장 발생을 

억제하고 수리시간을 감소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결론 최근 제철산업에서 CMMS의 수요가 폭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 

때문이다. 최근 CMMS 기술이 복잡한 제철산업의 업무흐름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CMMS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기술적 발전으로 CMMS의 성

공적인 구현이 가능해 졌으며, 보전비용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있던 경 층의 요구가 부합된 것이다. 

제철산업처럼 공정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환경에서는 보전활

동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업체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제철산업이 CMMS의 도입에 높은 관심

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식품업계와 설비관리시스템

 

 소비자의 기호가 빠르게 변하는 식품시장에서, 식품제조업체들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

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식품업체 들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설

비 관리시스템이나 다른 설비관리 도구들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중 하

나는, 생산비용을 절약하고 효과적인 설비의 운용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

나는,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같이 구속력을 가진 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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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다. 

식품제조업체 들의 새로운 과제 설비투자의 회수는 시장의 종류, 즉 과자류

나 음료, 혹은 청과물이나 육류 등, 모든 식품시장에서 제조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중요한 관리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입 식품들과의 경쟁, 계절과 지역에 따른 원재료 수급의 변화, 식품에 대

한 정부의 가격제한, 적은 마진 등, 식품업체는 다른 제조업체 들에 비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생산부문의 노력은 결국 생산설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생산성

과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식품제조업체 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CMMMS를 사용하고 있다. 

제품이 가지는 보건과 공공성의 특징 때문에, 식품업체 들은 FDA와 같은 기

관의 규제에 강제적으로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

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주어진 시간에 맞추기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정부나 각종 단체의 규제는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간접적

인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식품업체 들이 CMMS를 도

입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

이고 있다. 기존에 회사에 존재하는 다른 전산시스템과 CMMS의 통합을 통하

여 식품회사 들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면에서 그 이익을 피

부로 느끼고 있다. 

작업관리와 스케줄링 판매가 부진한 제품의 통합과 원재료의 경작하고 수확

해서 가공하는 작업등과 같은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의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설비나 장치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한다든가 수많은 재

료들을 혼합하는 것은 생각 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목표 생산품과 업무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현된 CMMS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가장 핵

심적인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CMMS는 필요한 작업을 요청하거나 작업지침

을 쉽고 빠르게 생성하여 온라인 상에서 승인 받아 설비나 장치의 정지시간

(Downtime)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업관리 기능은 생산이나 보전

담당자가 대상 설비의 가용시간을 빠르게 계산하고, 필요한 자재나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할당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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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생산성을 높이고,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회수가 빠르게 진행되어 전

체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예방보전과 예지보전 예방보전(Preventive Maintenance)이나 예지보전

(Predictive Maintenance)의 목적은 생산시설의 고장을 방지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생산과 조화된 보전활동의 계획과 그 성공적인 수행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적인 점검과 보전은 설비의 고장주기를 감소시

키고 보전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가

장 확실한 방법이다. 

식품제조업체에는 장기적인 판매를 위한 제품을 짧은 시간동안 생산해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생산관리나 

비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히 예방보전 이나 예지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CMMS는 예방보전이나 예측보전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작업계획을 

자동적으로 수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확실하게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로 평가된다. 

식품업계에서 더 이상 사후보전만으로 이루어지는 보전활동은 존재할 수 없

다.

자재관리 식품업계에서 회사별로 특정한 원재료를 상품으로 가공하기 위해, 

설비나 장치들을 그 목적과 작업의 흐름에 따라 나름대로 디자인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생산설비가 고장은 결과적으로 전

체 공정의 정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설비의 고장은 주로 해당 설비의 

일부분인 자재의 고장이 많으며 생산정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

재가 즉시 공급되어 보전 기술자에 의해 수리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용된 

자재의 수량은 재고수량에 정확하게 반 되어야 할 것이다. 

CMMS는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자재의 수급을 위해 자재의 사용목적과 비용, 

뿐만 아니라 수량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어떤 CMMS

패키지는 자재의 구매시점을 자동적으로 알려주고 구매주문서를 발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 기능은 하나의 자재에 의해 전체 공정이 

향을 받을 수 있는 식품제조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MMS는 

방대한 양의 자재를 관리하고 특정 자재를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작업자에게는 필요한 자재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관리자

에게는 수많은 자재를 종류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사용목적 

없이 방치되어 있는 폐 자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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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과 분석 일반적으로 보전활동을 통해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

성됩니다. CMMS는 그러한 물리적인 데이터를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보전활동

을 지원하는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설비의 수리이력, 

자재의 사용이력, 예방보전(Preventive Maintenance)이력 등,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제조업의 중요한 고려 사항인 생산의 지속성과 높은 

품질을 보장한다. 

클라이언트/서버 시대의 도래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CMMS나 다른 설비관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온라인 분석

처리(OLAP :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도구는 사용자들에게 보고서

나 그래프를 간단한 조작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의 건강과 보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식품업계는 항상 변화

와 개선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

보전활동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FDA같은 

정부나 각종 단체의 강제성 있는 규제들 때문이다. 공공보건이나 안전에 대

한 사회의 높은 관심은 규제나 감사, 혹은 다른 강제적인 형식으로 나타난

다. 식품업체 들은 벌금 등과 같은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해 각종 규제에 부

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CMMS는 생산과 보전활동에 대한 각종 데

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함으로써 그러한 규제들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결론 식품업체는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품질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설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활동의 흐름을 

반 하는 CMMS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설비의 가동시간을 증가시키고, 합리적

인 작업계획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반복적인 보전작업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리고, 예방보전(Preventive Maintenance)과 예측보전

(Predictive Maintenance)을 가능하게 한다. 설비나 장치뿐만 아니라, 자재

와 인적자원 등, 전사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수익성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

하며, 강제성 있는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4. 병원시설물의 관리와 C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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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sville Hospital은 1895년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알라버마 주의 소도시 

Huntsville에서 작은 진료소로 처음 문을 열었다. Huntsville Hospital은 

테네시 밸리에서 최초로 생긴 현대식 병원이고, 1967년에는 알라버마 주에

서는 처음으로 직원들을 위해 근대적인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 했다. 이 

병원의 의사들은 알라바마 주에서 최초로 cardiac catheterization 수술을 

시도하 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심장외과를 처음으로 오픈 했다.

 Huntsville Hospital은 의학적인 명성과 더불어 병원시설에도 합리적인 투

자를 해 왔고, 그 대표적인 것이 병원이 성장하면서 방대한 시설물을 효과

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설비관리 시스템: CMMS(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한 것이다. 이 시스템의 사용으로 

병원 시설관리, 장치들의 이력과 자재관리, 고정자산 관리, 구매 및 예방정

비 또는 예측정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들까지 시스템

을 통해 자동적으로 문서화되고, 필요한 인원에게 발행되어 적절한 작업이 

수행된 후, 청구서까지 처리하는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의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환자들 모두가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

고 있으며, 자동화되고 종합적인 서비스의 성과물들을 체험하고 있다. 

보전시스템의 개선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Huntsville Hospital은 지금은 

900여 개의 병상을 가진 두개의 비 리 의료재단으로 성장했다. 의료진은 

55개의 전문 의료과목으로 분류되어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0명의 보전

부 인원을 포함하여 4100명의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다.

몇 년 전에 Huntsville Hospital은 서비스 운용 측면의 대대적인 개선작업

을 수행했다. 서비스 네트웤 매니저인 Dave Spurlin은 "우리의 목표는 최고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

다." 라고 회상한다. 그것은 필요한 자재를 찾는 것부터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까지 거의 모든 업무들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개선작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비관리시스템(CMMS)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었

는데, CMMS도입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병원시설의 운 과 연계되는 

유지보수활동의 모든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

다. 

병원 측에서 CMMS에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정적이어야 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와 신속성을 보장하고, 경 진에게

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Dave Spurlin은 "우리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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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전활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 내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작업지시서 들이 자동적으로 발행되며 자재관리와 구매관

리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별로 인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어야 했고, 기존의 다른 전산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도 

고려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라고 CMMS도입 당시의 입장을 밝

혔다. 

시설물관리의 핵심 사항들 Huntsville Hospital은 18개월의 조사작업 끝에 

CMMS 패키지를 선정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CMMS와 기존에 있던 3

개의 다른 전산시스템과 통합하 다. CMMS가 포함된 4개의 시스템으로 병원

내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언급한 4개의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것이다:

빌딩정보시스템(Building Information System)은 병실을 포함하여 병원 내 

모든 시설의 도면정보를 제공한다. 도면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기술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이 시스템은 병

원 내의 파이프시설, 전기배선, 시설물들의 위치정보, 거래처, 구매하는 물

품의 모델 번호와 기술 도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빌딩자동화시스템(Building Automation System)은 냉각장치, 보일러, 전력

공급장치, 엘리베이터, 난방장치, 환기장치, 에어컨 등과 같이 병원 내의 

주요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통제한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장치들

의 중앙통제가 가능하고, 고장 발생시 경고 신호를 통제실에 전송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설비관리시스템(CMMS)은 진료 장치뿐만 아니라, 전원공급장치, 비상 전력, 

냉 온수 공급라인, 에어컨, 냉장고, 병원 내의 주방시설 등과 같은 일반 시

설과 장치에 대한 점검과 관리작업을 수행한다. 진료 장치에는 초음파 투성

기, 실험장비,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기타 의료 기기들 등 진료에 필요한 의

료기기 들을 포함하고 있다. 

Advanced Patient Response Platform (APRP)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여

러 건물로 분리되어있는 병원 내에서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병

원 내 어디에서나 내용에 관계없이 요구사항 들을 접수할 수 있고, 적합한 

인력이나 시스템에 연결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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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4개의 시스템은 모두 4개의 Hewlett-Packard dual-processor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대의 LH100-2기종과 MS NT4.0 및 Unix OS를 같

이 사용하는 두 대의 LC133-2서버로 구성되어있다. 클라이언트는 30개의 펜

티엄급 워크스테이션과 70대 이상의 전용 단말기로 구성되어 있다. 펜티엄

급 워크스테이션은 다기능으로 APRP터미널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APRP 

interface를 통하여 다른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다. 

네트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해 Novell Netware IPX/SPX와 Microsoft NetGUI를 사용하고, 데

이터베이스의 링크를 위해 Microsoft TCP/IP를 사용한다. 데이터베이스로는 

Building Information System에는 Informix, CMMS에는 오라클을 사용하고, 

APRP에는 Microsoft SQL Server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시스템은 프로그램

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오라클 테이블을 공유한다. 

통합적인 시스템구축Huntsville Hospital의 전산시스템은 증가하는 업무량

의 처리뿐만 아니라, 병원의 환자와 방문객, 보전 부서, 그리고 기타 임직

원들을 위한 것이다. 

환자는 깨끗한 베게로 교체하기 위해 침대 옆에 있는 호출 버튼과 유사한 

APRP버튼을 누르고, 이 신호는 즉시 서비스 센터로 연결된다. 서비스 요원

은 환자의 요구사항을 점검한 뒤, 베게를 교체해 주기 위해 가장 빠르고 효

율적인 방법으로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환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APRP는 위와 같은 업무의 프로세스를 자동적으로 처리하여 가용한 

담당부서의 서비스 요원에게 호출기나 휴대폰 같은 개인 통신기기로 전달하

게 된다.

위에서 예로 든 사례와 같은 작업은 환자가 APRP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환자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순간까지 전산시스템이 그 요구사항을 자동적

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의 명찰에는 센서(sensor)가 있다. 어떤 간호사가 베개의 교체를 

요구한 환자의 병실에 들어갔다면, 시스템은 센서(sensor)를 통해 그 간호

사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작업을 할당한 간호사와 일치하는 가를 파악하게 

된다. 작업이 할당된 간호사와 병실에 들어간 간호사가 일치한다면, 시스템

은 환자의 요구사항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작업

을 완료 처리하게 된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의료장비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다면, APR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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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관리시스템(CMMS)에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CMMS는 필요한 가용한 기술

자를 할당하고 필요한 자재나 비용 등을 계산하여 작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준비한다. 작업에 필요한 정보들이 CMMS에서 APRP로 전달되면 APRP는 해

당 기술자에게 개인 통신수단을 통해 작업지시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위의 

모든 작업절차는 5초 내지 10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기술자가 작업에 관한 메시지를 받게 되면, 병원 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터미널로 가서, 작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 CMMS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술자의 명찰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sensor)는 APRP에 

의해 감지되고, 자동적으로 기술자와 필요한 작업을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

다. 

요구된 작업이 완료되면, 기술자는 근처에 마련되어 있는 터치스크린 터미

널을 사용해서, 해당 작업을 완료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또한, 필요

한 자재가 없어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면, 기술자는 같은 터미널을 통해 구

매요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 네트웤 매니저인 Dave Spurlin은 CMMS의 역할

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CMMS는 작업의 요청에서부터 완료에 이르

기까지 모든 작업이력을 관리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이력과 통계적인 분

석자료는 요청되는 작업의 형태를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비에 대한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진료장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완벽한 정부규제의 대응 서비스 시스템 매니저인 Dave Spurlin

은 CMMS를 성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설비관리시스템(CMMS)과 다른 

전산시스템의 통합이 완성된 후, 병원 내의 모든 유지보수 활동이 서류작업 

없이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14,800개의 자재와 38,000개의 작업지시서가 발

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거의 100개 이상이 발행된 것입니다. CMMS와 

APRP의 결합은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 내의 자재나 공구의 관리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가 받고 

있다. Huntsville Hospital이 성장하면서, 많은 외주 업체가 병원시설의 건

축을 맡아왔었는데,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병원의 자재나 공구를 반출하여 

보전 부서에서는 병원내의 자재나 공구의 수량과 그 사용 처를 정확하게 파

악할 수가 없었다. CMMS를 도입한 후에는 외주 업체들도 내부 직원과 마찬

가지로 시스템을 통해 자재나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반출하고 그 수량과 사

용 목적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추적되고 있다.

CMMS는 외주업체의 자재나 공구의 사용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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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관리한다. 외주업체에게 발행되는 작업지시서는 작업 대금의 지불 

청구서 역할을 하여 해당 작업지시서가 없이는 작업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Dave Spurlin은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제, 외주 작업에 대한 지불 근거와 그들의 작업을 충

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경제적인 

재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즉시 7,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CMMS도입이후, 보전 부서는 앞으로의 작업을 미리 살펴볼 수 있고, 작업부

하를 조정하고 있다. Spurlin은 "작업의 부하관리를 통해서 600시간 정도의 

작업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그 중, 약 300시간의 작업을 절약할 수 있었습

니다. 결국 CMMS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작업을 점검하고 계획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 것입니다."라고 작업관리기능을 평가하고 있다. 예방정비

계획의 수립은 90일 이내의 모든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최장의 경우 

6개월 동안의 작업계획도 수립하여 조회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유지보수 작

업이 예방정비에 의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긴급고장이 생겨날 

수 있지만, Huntsville Hospital은 예방정비를 통해 돌발적인 고장을 방지

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작업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CMMS는 유지보수 활동의 분석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Spurlin은 

"CMMS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찾을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

고, 작업활동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50,000달러 이상을 손쉽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Huntsville Hospital은 CMMS에 활용하기 위해 OSH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고 있다. OSHA는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직업 안전 및 보건 협회를 나타낸다. OSHA 데이터베이스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어 CMMS를 통해 관리되는 작업에 

그 내용을 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확인점검사항 들을 CMMS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이러한 OSHA

데이터베이스 없이 다른 경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3주 

가량이 소요된다.

보전활동에 관계되는 문서들을 규제하는 단체가 OSHA만 있는 것은 아니다. 

JCAHO (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는 의료기관 신뢰성 평가기관으로 환자의 복지와 안전으로 위해 병원내의 

설비나 의료기기 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보수 되고있는 가를 평가한다. JCAHO

는 실제 보수작업을 마친 시간이 언제인가는 상관없이 작업완료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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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작성된 시간을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法) 적인 시

각에서도 보전활동에 대한문서는 그 책임 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Huntsville Hospital은 이러한 각종 규제를 위한 문서작성을 

CMMS를 통해 즉각적이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Huntsville Hospital은 각기 다른 시스템들을 통합시킨 장점을 충분히 활용

하고 높은 시스템활용도를 통해 시스템 도입의 초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CMMS패키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병원내의 사용자들에게 시스템을 

개방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들이 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스크린이 새로 만들어 졌고, 사용자들의 편이를 위해 터치 스크린 

기능이 설치되었다. Spurlin은 "다른 기존 시스템과 CMMS의 자유로운 통합

은 유지보수활동에 관련된 요구와 주요사항 들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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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설비보전시스템의 확장과 변화

설비보전시스템(CMMS :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은 일

반적인 업무들의 전산시스템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업무 프로세스의 정의가 어렵다든지, 구축하여야 할 Database가 매우 

방대하고 그 구축이 매우 까다롭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CMMS의 도입이 다른 업무 역보다 늦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보화의 추세에서 가장 뒤져있는 보전 부문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면서 전산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과거에 시스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회사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스템

의 확장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전부문의 시스템화는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이미 

늦은 상태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보

전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확장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 

변화의 추세를 지금 추진하거나 또는 이미 도입된 CMMS에 반 하여 장점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순서를 가지고 설비관리 시스템의 확장과 

변화 추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１.  환경의 변화

  가. 설비관리와 전산시스템의 관계

    1) 설비관리 업무 역의 확대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생명을 위하기 위하여서는 재화나 용역의 생

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활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생산 요소들

이 필요하다. 3M 또는 5M과 같이 부르는 것들이 대표적인 생산 요소로서 인

력(Man), 설비(Machine), 원부 재료(Material), 자금(Money), 및 관리기법

(Method)을 의미한다. 생산 요소는 투입요소적인 의미이며, 이를 통하여 우

리는 적정한 품질의 제품을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가격으로 필요한 만큼 생

산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적 위해 요소나 산업 안전적인 위

험요소가 생겨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

한 것은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어 원하는 형태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실

제로 여러 기관들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상태를 표시하는 여러 지

표들은 설비의 상태에 의하여 매우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오늘날의 설비관리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가

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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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설비관리를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목표는 3가

지로서 ARM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 목표는 설비의 가용성(Availability), 

신뢰성(Reliability), 그리고 유지 보전성(Maintainability)을 의미하는 단

어의 첫 자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들은 경제성

(Cost-Effectiveness)이라는 기반 위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설비관리의 성

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기업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가치 함수에 따라서 움직인다. 기업의 가치 함수는 다음과 같다.

  가치(Value) = 
(Quality)× (Service)

(Cost)× (Time)× (Risk)

설비관리 부문에서 이 가치함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은 기업

의 목표와 연결된 비전(Vision)을 창조하여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그런 다음에는 설비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 기법들을 선택하여 적

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그림 4.에 표시된 바와 같이 캐나다의 John 

Campbell에 의하여 설비관리 피라미드(Maintenance Management Pyramid)라

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설비관리의 피라미드는 종래에 우리가 하고 있던 보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보전은 단순히 고

치는 것 이외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여러 가지 추진하

그림 4. Campbell의 설비 관리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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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설비관리의 합리화와 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일관성 있는 목표를 향

하여 통합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대략적이고 부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전도 경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전반적인 관리의 체계가 다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산시스템의 역의 확대

       설비관리 업무의 체계가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갖추어지고, 보다 

본질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때 CMMS의 역도 아울러 변화한다. 전산시스템

은 사용자들의 업무를 몇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간이동 

필요성의 경감, 시간적 제약의 극복, 다양한 Data 저장 수단의 지원, 계산 

기능의 지원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시스템은 해당 조직

의 업무흐름(Process Flow)을 규정하고 강제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직

에서의 모든 업무가 거울처럼 반 되어 수행되는 것이 시스템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실과 시스템간의 괴리가 생겨 시스템 도입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종종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것에 앞서 선진화된 시

스템을 먼저 도입한다. 그런 다음 사용자의 업무 체계가 도입된 시스템의 

수준에 일치하도록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를 발전, 개선시키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대표적인 예는 오늘날 각광을 받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

템(ERP System)을 도입하는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프로젝트 과정을 통틀어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가 가장 중요하다. 사

용자들은 기회만 있다면 원래의 변화없는 편안한 상태로 되돌아 가려 하므

로 변화관리 과정에서는 잠시도 여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선진 시

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실패 사례는 모두가 이러한 변화관

리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늘날 개발되는 설비관리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설비관리 피라미드의 역

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시스템들과도 매우 

정교하게 Interface 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CMMS개발자들은 사용자들의 업무 역이 이미 확대되고 정비되어 있다고 가

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사용자는 예전처럼 "기계를 고

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조직내의 모든 업무와 연동되어 "설

비를 경 "하는 수준으로 업무 방향을 상향시켜야 한다. 시스템과 정비업무

는 서로 발전단계를 자극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설비관리 담당자들은 

설비관리 피라미드에 있는 것처럼 많은 부분의 업무들을 새로이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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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며 서로간의 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는 세계적 수준의 보전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설비보전시스템의 발전

    1) 정보기술의 변화

       CMMS도 전산 시스템의 하나이므로 시스템의 기술적 형상은 정보기술

의 발전 추이에 포함되어 있다. 정보기술환경에서의 변화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 환경의 변화, 소프트웨어 환경의 변화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가 그것이다.

먼저 하드웨어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자. 오늘날과 같이 급속한 정보화의 물

결을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하드웨어의 엄청난 발전과 급격한 가격하락

으로 볼 수 있다. 1988년도 필자가 시스템공학센터에서 GIONS라는 올림픽전

산화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하던 IBM 대형 컴퓨터의 Main Memory가 64 

Mega Byte 는데 지금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의 Main Memory가 64 Mega Byte이다. 물론 이 컴퓨터들을 같은 범주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시 그 컴퓨터의 가격은 수 억원이 넘었고 현재 이 컴

퓨터의 가격은 4백 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의 

변화는 CMM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부나 다른 보전 부서에서 컴퓨터를 찾아보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 지금은 중견 기업 이상의 거의 모든 부서에서는 컴퓨터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도구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환경의 변화인데, 하드웨어의 급속한 보급은 컴퓨터

를 흔하게는 만들었지만 사용자들에게 진정한 편의를 제공하지는 못하 다. 

특히 예전의 컴퓨터 시스템들은 사용자들의 편의성보다는 시스템 그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 다. 칙칙한 흑백의 화면, 작은 화면에 깨알 같이 나타나는 

또는 입력하여야 하는 많은 정보들, 모든 정보를 자로만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함, 입력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라는 추출 정보 등이 당시 소프트웨어들

의 일반적인 형태 다. 사실 당시의 시스템들은 기본적인 통계와 집계의 목

적을 위하여만 존재하 을 뿐, 진정한 사용자의 편의가 무엇인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설령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해 주려고 하

여도 기반 기술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 다. 그러던 것은 Windows 

OS(Operating System)가 보급되고, GUI(Graphic User Interface)라는 개념

이 시스템설계의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 다. 특히 1990년대

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능력의 PC들을 활용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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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S(Client Server)기술이 확산되면서 그 동안의 정보기술은 일대 전환

기를 맞게 되었다. 오늘날의 정보 시스템의 기반은 또 한번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지만, 그 동안 C/S의 개념이 사용자들에게 가져다 준 장점들은 엄청

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CMMS의 사용자들이 누리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

적인 장점들, 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Image정보의 저장과 활용, 주변 시

스템들과의 편리한 연결, GUI의 활용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데이터베이스 제품과 개발도구의 발전도 빼놓을 수 없

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문의 발전은 사용자들에게 손쉬운 수단으로 대용

량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저장된 자료를 언제든지 다양한 형

태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모든 정보

의 가공을 전산실에 의존하 지만 오늘날은 사용자들이 직접 자료를 가공하

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EUC(End User Computing)이라고 

부르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이다. 지

금까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SQL(Standard Query Language)이 이

러한 개념을 구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지만 향후에는 객체지향 기술

이 보다 발전된 EUC 구현의 길을 제공할 것이다.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날 정보통신업계의 화두이

다. 기존의 Terminal을 연결하던 통신 수단들에서 LAN, WAN을 거쳐 현재에

는 모든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Web을 기

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들은 Transaction처리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별로 인

기를 끌지 못하 다. 하지만 오늘날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들 중에

서 인터넷을 염두에 두지 않은 시스템은 없으며,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Mobile Computing 기술이 더하여져 사용자의 편의가 극대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CMMS는 기술적으로는 Client/Server 및 Internet/Intranet을 지원

하며, Multi Media Data를 보관, 처리할 수 있고 EUC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

고 있다. 또한 현장 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한 Interface Module들이 발전

되고 있으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의 Mobile Computing 기

기들을 이용한 확장도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주변시스템

       CMMS의 주변 시스템들은 전자 문서 관리시스템(EDMS : Electronic 

Data Management System), 제품 정보 시스템( PDM : Produc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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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전사적 자원 관리시스템(ERP :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지리 정보 시스템(GIS :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상

태조회시스템(CMS : Condition Monitoring System), 경 자정보시스템(EIS 

: Executives Information System) 그리고 일반 경 관리 시스템들과 접

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CMMS와 일부 시스템들은 특정한 Data를 주고 

받는 Interface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GIS등의 일부 시스템들과는 

Database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Integration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TGIS시스템은 바로 이런 형태의 예가 될 수 있다.  

２. 고려하여야 할 환경과 요소 

기업의 가치(Value)는 기업들 간의 활동 단위의 접점에서 창출된다. 이러한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기업이 위하는 활동 단위들을 이해하여야 하고, 각 활동 단위들이 연결되

는 지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시스템 적인 측면에서 이를 Interface라 부른

다. 설비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부문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

고, 이 관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대부분 설비관리 시스템이 다른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기본적인 수익활동이 생

산과 판매라고 할 때 이를 지원하는 역할이 보전부문에 있는 것이다. 설비

관리 시스템은 회사내 서비스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가. TPM과 설비보전시스템

TPM은 보전부문의 활동을 격상시키는 매우 훌륭한 경 관리 활동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 자에게 보전 부문에 대한 새

로운 관심을 가지게 하고, 현장작업자들의 보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

를 가져오게 한다. 또한 어떤 활동들 보다 지속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나

타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TPM에도 문제점은 있다. TPM자체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추

진 주체가 가져야 할 부담이 문제인 것이다. 경  개념이 현대화되면서 여

러가지 현장 활동들이 유행처럼 번졌다가 슬며시 사라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ZD(Zero Defect)운동, TQC(Total Quality Control), TQM(Total 

Quality Management) 등등 많은 제목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 

요즈음 여러 회사들에게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6s운동도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들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며, 그 모습과 기법이 조금씩 변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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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들이며, 지금 다시 시도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없이 기업의 생산성

과 품질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현장에서 사라지게 된 데에는 추진 주체의 부담이 가장 큰 

이유 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그 

활동들이 기업의 Process로서 정착되어 현장에서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 그

런데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되지 못하

고 경 자와 관리자가 끊임없이 그 활동들을 강제화하고, 독려하여야만 유

지되는 특성들이 있었다. 시스템화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PM도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비관리 시스템은 이런 

측면에서 TPM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설비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서는 업무의 표준화와 Database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아무

런 준비 없이 설비관리 전산화를 수행하다가는 틀림없이 큰 낭패에 직면하

게 된다. TPM도 설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야만 보다 오랜 기간동안 자생력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표준화된 작업을 실제 작업에 직접적으로 연결시

키는 일, 예방정비, 점검 및 자주보전 활동 계획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담당

자들에게 할당하는 일, 작업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신

뢰도 높은 분석자료를 만들어 내는 일 등은 시스템을 통하여야만 편리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지원 기능들을 통하여 TPM은 일상생활화 되

고 경 자의 지속적인 격려 Input이 없어도 자생적인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RCM과 설비보전시스템

신뢰성보전(RCM :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은 보전부문의 커다란 

이슈라 할 수 있다.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한 보전 목표의 달성이라는 RCM의 

목표는 가장 궁극적인 보전 부문의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일차적인 보전의 목표는 고장을 없애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모든 설비가 

고장만 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똑같은 사양의 모터가 한대는 식당 취수

용 펌프에 사용되고 있고, 다른 한대는 특정 Process의 Cooler 순환 펌프에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펌프들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모터들의 

각종부위에 센서를 부착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즉시 정비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비방식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옳지 않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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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방법을 결정하여 주는 것이 RCM인 것이다.

RCM은 기본적으로 설비의 고장이 전통적인 욕조 곡선(Bath Tub Curb)형태가 

아니라 6가지의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각각의 이 형태들은 설비들이 유지보수를 어

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사상을 제공한다.

고장은 사용 년수에 항상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고장은 쉽게 예측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나 사용량 주기에 따라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고장의 확률을 줄이지 못할 수도 있다. 설치 초기에 고장의 확

률이 높은 대부분의 설비들은 분해정비가 고장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시간 주기에 따라 부분품을 교체하는 것이 더 잘

못된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림 5. RCM의 다른 6가지 고장 형태 

그런데 설비들의 고장에 관한 이러한 특성치 들을 알아내어 RCM의 기초 자

료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효과적인 이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지

원하는 시스템이 바로 설비관리 시스템이다. 설비관리 시스템은 RCM을 적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의 생성과 추출을 지원하며, RCM에 의하여 결

정된 보전 전략의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RCM의 수행은 여러 가지 

산출물을 만드는데 설비 분석에 의한 결과는 설비 Database로서 저장되며, 

기능, 고장, 고장의 원인과 결과 등은 모두 작업관리시스템과 안전관리 모

듈에 저장된다. 그리고 보전 전략의 일환으로 결정된 TBM(Tim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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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UBM(Usage based Maintenance),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및 RTF(Run to Failure)전략은 예방정비, 점검 등의 모듈에서 

관리된다.

 

다. ERP시스템과 설비보전시스템

ERP시스템은 기업의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

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생산, 구매, 자재, 인사, 회계 등 기업의 기본업

무를 관장하는 모든 기능들이 ERP에 망라되어 있다. 국내에는 외국계의 대

형 시스템들, SAP, Oracle Application, Baan, Protean, MFG-Pro등이 업

활동 중이며, 국산의 소규모 시스템들도 많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ERP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정보기술의 신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과 Integration, Process의 표준화 등이다. 오늘날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 기

업들이 과거처럼 자사에 적합한 시스템을 직접 또는 외주로 개발하던 방식

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IT기술의 혁신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

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분석, 설계를 거쳐 Programming, Test, 

시험운전, 안정화를 거치면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추세에 뒤떨어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개발한 시스템이 겨우 안정적으로 사용될 즈음에 다

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Integration과 Process측면에서는 기존 시스템들의 개발 형태가 각 업무 부

문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시스템간 공유하여야 하는 정보들이 충분히 전달

되지 못하 으며, 시스템간의 불일치도 빈번하 다. ERP는 하나의 체계 내

에서 시스템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으며, 업무의 부분

적 그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조직 전체를 관통하는 Process 적인 측

면에서의 관리를 가능하도록 한다. 

ERP에서 설비관리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하나는 자체적으

로 모듈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SAP과 Protean의 경우가 그렇다. SAP은 PM 

Module에서 점검과 작업관리, 예방정비, 이력관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MM Module과 연결되어 보전 자재를 관리한다. 반면 Oracle Application

이나 MFG-Pro등과 같은 ERP Package들은 Maintenance 관련 기능이 미약하여 

다른 CMMS들과 연계되어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고 있다.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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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체적인 기능보다는 전문 CMMS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측이 보전 관리 측

면에서는 좀더 유리한 편에 서있다.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CMMS Package의 수는 약 300여 개로 ERP시장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비관리 업무 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RP 및 주변 시스템과 CMMS는 당분간은 그림 6.과 

같은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발전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ERP의 장점 중의 하나인 Integration의 이점을 살릴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

로는 ERP 시스템의 하나의 모듈로서 성장될 것이다.

그림 6. ERP 및 주변시스템과 CMMS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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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결과

    1. 설비보전시스템 개요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점검활동은 계획준비에서 진행, 완료하기까지 거의 

수작업에 의존하여 왔다. 효율적인 점검작업관리와 자료관리에 어려움을 느

끼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점검결과의 체계적인 축적이 어려워 

중요한 이력 자료인 점검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보

전의 의사결정자료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점검활동 자체가 매우 형식적이고 

일과성으로 운 되고 있으며 단순한 현상 파악에만 그쳐 자료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점검작업은 시설에서 설비보전활동의 한 역으로 많

은 비중과 중요한 자료로서의 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계획

과 배치, 정보관리 능력, 분석.보고, 휴대이동성 등 점검활동의 특성을 반

한 점검관리 전용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만들었다. 점검용지를 대신할 휴대용 컴퓨팅 도구인 PDA로 점검작업

의 실시와 결과 자료를 입력 관리하고 한번의 조작으로 계획과 분석을 위한 

상위시스템에 그 결과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 설비보전시스템의 업무흐름과 구성

       가. 시스템의 업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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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스템 구성

         

  3. 시스템 적용방법과 운 환경

     가. 적용방법

       1) 설비보전시스템 단독설치

         - 설비관리시스템의 Main 모듈설치(Server 모듈개발)

         - 각 담당자병 PC에 Server 모듈연결

     나.운 환경

       1) Server & PC

      - Windows NT, 또는 Windows 9x를 수용하는 모든 H/W

      - Pentium II 166Mz, 64MB이상.  서버는 Pentium III, 128MB 이상 

권장

      - Serial port (9pin)

      - TCP/IP 환경의 Network  

      - Palm OS, WinCE OS 를 수용하는 모든 PDA

      - ROM  2MB 이상

      - 디스플레이 160  160 pixel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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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로그램 세부내용

4.4.1 프로그램의 초기메뉴 

본 프로그램은 모든 형태의 유지보수(Maintenance)를 위해 계획(planning), 

조정(control), 통제(Monitoring)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PC에서 운용 가능한 이 완벽한CMMS(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는 정확하고 적절한 유지보수 와 추적관리(tracking)와 

비용 효율적인 재고 관리, 분석 그리고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4.4.2 작업관리

여러 작업지시서에 대한 종합적인 하나의 마스터 작업지시서를 생성할 수 

있다. 마스터작업지시서의 개별 작업지시서 들은  공통된 설비나 

작업표준에 대한 내용이다. 

작업조회 기능은 시스템에 의해 부가된 작업지시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작업조회기능은 기간단위로 일일, 주간, 2주간, 

4주간로 나누어져 조회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까지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완성된 작업지시서 내용의 재조정, 개시, 

완료, 취소, 인쇄, 검사 등의  작업을 제약 없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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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예방정비

사용자가 작업지시서를 임의로 계획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업지시서를 기간별로 계획하게 한다.  또한, 사용자의 추후 검사를 위해 

작성된 작업지시서의 목록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작업지시서의 완성을 위해 생성 및 인쇄기능을 제공한다 적정한 

작업지시서의 작업은 일별 혹은 시간별의 기준,  계측기의 수치/사용량 

표시의 기준, 선행작업의 계획시점이나  완료시점의 기준 등으로 

작성된다.사용량 등록 옵션은 가장 적정한 시점에 작업지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비/장치에 부착된 계측기의 수치/수량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 계획적인 본 프로그램의 예방정비계획기능은 반복적인 

예방정비작업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제공하여  고장시간의 감소,  고장 및 

수리시간의 감소, 완벽한 인원관리 등의 실제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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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보고서

200가지 이상의 활용도가 높은 보고서양식과 그래프양식이 있어 원하는 

보고서나 그래프 양식을 선택하여 필요로 하는 특정한 정보를 검색한 후 

인쇄하기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임의에 따라 보고서명, 번호, 키워드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모든 작업화면에서 언제라도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다. 보고서명이나 번호 등 모든 정보들을 사용자 임의로 디자인하고 

조작할 수 있다.

4.4.5 그래프

그래프양식의 조정, 부분적인 변화, 사용자 임의의 방식대로의 작성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 45 -

4.4.6 구매관리

필요한 물자에 대한 구매주문서의 작성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구매메뉴(Purchasing MenuPal)의 다양한 기능은 작업지시서의 

메뉴(MenuPal)의 기능 및 특징과 유사하게 작용한다 

상호호환의 네트웍기능을 통해 구매주문서의 생성, 재고수량의 관리, 특정 

구매주문에 대한 검색, 다양한 제조업체의 가격과 납기의 비교분석 등의 

제약 없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다시 본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화면 

아래에 위치한 버튼들은 사용하기 편리하여 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추가, 

외주노동의 비용추가, 구매주문서 발급을 위한 다른 항목의 추가 등을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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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자재관리

이 메뉴에서는 적정 재고를 구성 및 검색하고,  다수의 회사나 조직에 

위치한 특정한 자재의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시킬 수 있다. 

재고관리메뉴의 각 버튼은 적절한 작업의 수행을 쉽게 하기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자료입력기능을 지원 한다. 

자재 마스터 메뉴에서는 제조자, 광범위한 제조업체, 가격, 자재가 

적용되는 설비 명, 저장위치, 수량, 사용량 등의 기능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제공하고 있다. 검사기능을 위해 재고에 관련된 모든 적용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통해 특정 자재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조정변경 하 는지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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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마스터 정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 메뉴는 설비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는 역할을 한다. 본 프로그램은 작업지시서, 보고서 등을 생성하기 위해 이 

메뉴의 자료들을 사용한다.

4.4.9 마스터정보

 - 설 비 -

본 프로그램에서 설비라는 단어는 기계, 건물, 토지 등 관리할 수 있는 대

상 전부를 가리킨다.  각각의 설비는 레코드로 저장되어 있다. 현재 화면에  

있는 설비자료입력 화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하나의 레코드를 나타낸다. 

보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공기조화설비이다. 지금 폼(Form)보기 형식으로 

레코드를 보고있고, 또한 동시에 테이터시트 보기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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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태의 화면에서는 각각의 열이 독립된 하나의 설비레코드를 나타내고 

있다. 화면의 아래에 있는 네비게이션 버튼 을 이용하여 나타나있지 않는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다.

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툴바에 있는 폼(Form)보기  버튼을 클릭한

다. 

4.4.10 마스터정보

 - 자 재 -

자재의 자료입력 화면이다.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은 본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화면( window)의 

최상부에 위치해 있다. 이 버튼은 USER가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위한 주 화

면(main screen)을 나타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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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마스터정보

 - 주소록 -

사원, 거래처, 공급자, 제조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른 

관련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항목에서 주소, 전화번호, 청구번호를 입력할 수 있고 또한, 자재에 

관한 사항 등의 참조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4.4.12 마스터정보

 - 공 구 -

현재 사용가능하며 사용하고 있는 공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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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마스터정보

 - 점검관리 -

점검해야 할  대상설비를 등록하고 일정을 생성하여 해당 일자가 되면 

점검Sheet을 발행하여 점검행위를 한다. 실제적인 PDA로 점검작업의 실시와 

결과자료를 관리 운 할 수 있도록 목록을 생성하며 USER COMPUTER에서 

PDA로, PDA에서 USER COMPUTER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4.4.14 시설 입력하는 방법

 - 설 비 -

설비 ID -> 사용(V) -> 설비명 -> 관리자(찾기 -> 선택) -> 위치(찾기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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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시설 입력하는 방법

 - 자 재 -

자재 ID -> 재고 관리(V) -> 자재명 -> 거래처 -> 제작사

4.4.16 시설 입력하는 방법

 - 주소록 -

사원/관리자/거래처/제작사/계약업체 등 선택하여 클릭 -> 주소록 ID -> 

사용(V)

 -> 주소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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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시설 입력하는 방법

 - 공 구 -

공구 ID -> 공구명 -> 비고

4.4.18 시설 입력하는 방법

 - 점검목록 마스터 -

점검목록 ID -> 실행(V) -> 점검 목록 명 -> 설비ID(찾기 -> 선택) -> 

점검주기

-> 라우트ID(찾기 -> 선택) -> 점검목록 상세 -> 순번 -> 점검항목 -> 

점검방법

-> 점검 장비(찾기 -> 선택) -> 점검형식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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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시설 입력하는 방법

 - 점검일정 생성 -

점검 ID (찾기 -> 선택) -> 점검 주기(작성) -> 담당자 ID(찾기 -> 선택) 

-> 생성일자(선택) -> 생성

4.4.20 시설 입력하는 방법

 - 점검일정 조회 -

점검 ID(찾기 -> 선택) -> 조회



- 54 -

4.4.21 시설 입력하는 방법

 - 일정 내리기 -

점검 ID (찾기 -> 선택) -> 조회 -> 선택 -> 내리기 단추 클릭 -> PDA전송 

단추 클릭 

4.4.22 시설 입력하는 방법

 - 결과 올려 받기 -

PDA 작성 후 올려받기 버튼만 클릭 하면 된다.

4.4.23 시설 입력하는 방법

 - 점검 마스터 조회 -

설비 ID(찾기 -> 선택) -> 조회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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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시설 입력하는 방법

 - 점검 결과 조회 -

점검 ID(찾기 -> 선택) -> 조회 -> 보고서

4.4.25 시설 확인하는 방법

 - 설 비 -

마스터 정보 -> 설비 -> 모두보기 -> DATA SHEE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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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시설 확인하는 방법

 - 자 재 -

마스터 정보 -> 자재 -> 모두보기 -> DATA SHEET VIEW

4.4.27 시설 확인하는 방법

 - 공 구 -

마스터 정보 -> 공구 -> 모두보기 -> DATA SHEE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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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시설 확인하는 방법

 - 점 검 (1) -

점검관리 -> 점검 목록 마스터 -> 모두보기 -> DATA SHEET VIEW

4.4.29 시설 확인하는 방법

 - 점 검 (2) -

점검관리 -> 점검 목록 마스터 -> 모두보기 -> 점검 목록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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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시설 확인하는 방법

 - 결과 점검 -

점검관리 -> 점검 일정 조회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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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설비보전시스템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주변시스템과의 관계, 그리고 향후 

연관성이 있으리라 예상되는 내용들과 실제 우리 나라에서는 설비보전시스

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경계를 어떻게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도입할 계획에 있는 회사들의  

설비보전시스템 준비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다.

가. 설비보전시스템 실태

1) 우리 나라의 설비보전시스템의 도입과 실태 

우리 나라에도 본격적인 설비보전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이제는 십 수년이 

훨씬 넘는다. 1980년대 후반에 당시의 호남정유(현재의 LG-Caltex정유)에서 

MPAC을 도입하여 얼마 전까지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시장에서 사라졌지만 

HP에서 MNT3000이라는 설비보전시스템 Package를 도입하여 한 화하여 시장

에서의 판매를 시도하 던 것도 그때쯤이다. 이를 시작으로 상당수의 대기

업들이 상용 Package를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 다. 필자

는 그때 즈음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설비보전패키지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동 창업하여서 이 분야에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는 그 

회사를 포함하여 6, 7개의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스템들을 국내에

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는 별개로 설비관리시스템을 정말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우리 나라 시스템 도입의 특

성상 명백하게 실패하 다고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많은 비용

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일부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시스템을 잘 사용하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어떤 차이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몇몇 회사들의 사례를 면 히 관찰해 보면 그 차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실패 사례들

A 조선회사 : 이 회사는 1992년 말부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Text Ba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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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erver Version의 외국산 Package를 도입하여 약 6개월에 걸쳐 

Database구축과 Customization을 수행하 다. 그 후 1년이 되지 못하여 시

스템은 완전히 사용중지 되었으며 현재는 간단하게 개발한 시스템으로 기본 

업무만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회사의 실패 원인은 회사의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그 운 방식에서의 적

응 미숙이 시스템 전체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수 백명의 공무인원

이 있는 회사에서 동시사용자 10명 이하 규모의 시스템을 도입하 는데 

Pilot Area를 적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하여 사용하 으며, 작업자가 작

업결과 내역을 적은 기록지를 사무실로 보내면  담당 여직원이 입력하는 방

식으로 처리하 다. 따라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잇점을 사용자들이 공유하

기 어려웠고, 기존의 문서작업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시스템 관련 작업은 

이중 일이 되어 시스템 도입에 실패하게 되었다.

B 제철회사 : 국내 굴지의 전기로 제철회사인 B사의 사례에서는 설비관리 

시스템이 실패하는 매우 전형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시스템 구축시의 사

용자와 경 진의 무관심, 구축 후의 변화관리에서의 실패, 시스템 담당자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스템의 사용이 초기부터 이루어지지 못하

다.

C 제강회사 : B사와 마찬가지로 전기로 Minor Steel회사인 C사의 시스템 도

입 실패 요인은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 회사가 도입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스템이었지만 회사의 업무 

체제가 선진화된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선진 

Process 수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전무하 다.

3) 성공 사례들

D 금속회사 : 용광로를 사용하여 구리 및 관련 금속을 제련하는 D사의 성공

은 프로젝트 초기에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 시스템 도입을 위한 완벽한 준

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경 진의 의욕적인 지원, 능력있는 담당자의 

전임배정, 전산화를 통하여 얻어야할 목표의 명확한 설정 등이 그 준비 사

항이었으며, 시스템의 운 을 시작할 시점에도 변화관리에 대한 강한 지원

이 있었다. 또한 전산실에서 기존시스템과의 Interface, 기능의 보강 등에 

효율적 지원을 해 주어서 그야말로 모범적인 설비관리 시스템 사용자가 될 

수 있었다.

E 화학회사 : 분해된 나프타 원료로서 생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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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E사는 매우 복잡한 업무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초기부터 주변 시

스템과의 강력한 Interface와 Integration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다. 경

진의 지원도 상당하 고, 기존 시스템에서 바뀌어진 시스템으로 이동될 

당시 바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치 한 계획과 대규모 투

자를 통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향상 및 주변 시스템과의 연결이 성공을 

만든 비결로 생각된다

F 섬유회사 :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원사 및 필름을 생산하는 F사는 현재의 

정보기술 수준으로 보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시스템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

다. 하지만 이 회사가 설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효과는 다른 어떤 회

사보다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공장의 설비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스

템화하 으며, 기존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작업관리, 의사소통 등을 시스

템을 통하여 해결하 다. 또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500여명의 공무 인원이 

200여명으로 감축되었는데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별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설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눈으로 확인하는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회사의 성공 요인은 선견지명이 있는 관리자의 강력한 지원이 가장 중요

한 요소 다.

4) 사례의 교훈 

이와 같이 거의 비슷한 시스템 또는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하 는데도 불구

하고 어떤 회사는 시스템을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고, 어떤 회사는 시스템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여 아예 시스템을 걷어 내거나 재개발을 하고있는 형

편이다.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시스템 도입을 위

한 착실한 준비와 경 자의 지원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서 가장 중

요하다. 준비의 중요성은 어떤 프로젝트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설비보전 

시스템 도입시의 경 자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설비보전시스템의 사용자

들은 일부 외국 합작사를 제외하고는 변화를 매우 싫어한다. 시스템으로의 

변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의 돌파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다. 그 다음은 회사의 Business Process와 도입하는 시스템의 Process를 부

합되게 맞추는 것이다. 패키지의 기능이 아무리 좋고 Process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 몸과 맞지 않으면 감기에 설사약을 먹는 것과 진배없다. 이러

한 근본적인 이유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설비보전시스템의 도입은 실패한다. 

그리고 명심하여야 할 것은 오늘날의 설비보전시스템의 기능들은 거의 평준

화되어 있으며, 기능의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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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활용계획

1) 시스템 선진화의 조건

세계수준의 보전관리의 달성, 이것이 Maintenance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의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불철주야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노력보다

는 어떤 일정한 방법론에 의지하여 이 목표를 위하여 매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우리에게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설비관리를 다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설비관리 업무가 선진적으로 운 되어야만 설

비보전시스템의 선진화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8월호에 언급한 설비관

리 피라미드(Maintenance Management Pyramid)라는 개념이 매우 유용할 것

이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시스템이 선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적 조

건과 외적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내적 조건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업무 체계를 만족시키는 것이며, 외적 조건은 시스템의 기능과 확장성을 말

한다.

2) 내적조건 

시스템의 내적 조건은 그림 7.에 표시된 바와 같이 Data, Process, 조직의 

3가지 측면을 의미한다. 이 조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이 아니라 3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Data : 설비보전시스템 내에서의 Data의 중요성은 다른 시스템과 설비관리 

시스템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Data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MIS시스템

에서 처럼 관계형 Database가 정보의 분화를 위하여 관계(Relation)를 가지

는 것이 아니라 각 자료들이 현실세계에서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어 Data의 요소로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Process : 설비보전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처리하고 표준화하여야 할 많은 

Process들이 있다. 특히 보전 작업과 관련한 Process는 전사적 차원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관점에서 보아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

로 크고 복잡한 면이 있다. 이러한 Process는 바로 아래에서 언급할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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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고려사항과 맞물려 시스템의 성공가능성을 가름하는 첫번째 사항이 

된다. 설비보전시스템은 이러한 Process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 : 보전조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변화의 기

로에 서 있다. 시스템은 이 변화의 과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작

업과 관련한 기능들, 권한과 관련한 기능들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선

진수준을 달성하는데 일조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림 42. 시스템 선진화의 내적 조건  

3) 외적조건

외적 조건은 시스템이 운용되면서 실제로 기능이 발현되어 사용자에게 편의

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들은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들과 

설비관리 방법과 개념의 확장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특성이 필요하다.

내부 기능 : 일반적인 기능들의 구비 및 우리 특성에 적합한 업무들에 대한 

지원기능이 아울러 있어야 한다. 기능은 업무 Process와는 개념이 다르며 

어떤 종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선진 시스템이 갖추어

야 할 시스템의 기능은 설비자료관리, 작업관리, 보전자재관리, 작업표준관

리, 예방 정비관리 등의 기본 모듈에 포함하여 작업자, 외주용역, 프로젝

트, 공기구 등의 일들을 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 시스템들과의 

Interface와 Integration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확장성 : 시스템의 확장성은 새로운 업무와 방법의 수용 능력이며, 오늘날 

제시되고 있는 많은 새로운 개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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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념들과의 관계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외부 확장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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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산업체에서 CMMS의 도입목적은 설비의 안정운전을 바탕으로 하여 설비종합

    효율 극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 혁신과 Vision달성에 있다.

   즉 불량Zero, 고장Zero, 사고Zero, 납기지연Zero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활동을 통하여 계획보전 체제 구축, 보전비용 절감, 설비 및 보전 효

율성 향상, 기회손실 최소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달성 목표와 조건으로는 

      1)가용성(Availability)의 확보 :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시점에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Maintenance 담당자들은 조직 내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운전 요원들이 설비와 시설

물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 : 설비가 가동되더라도 필요한 수준의 

품질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3)유지보수용이성(Maintainability)의 확보 : 설비는 많은 부분에서 

기계적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사용에 따른 마모 등으로 인

하여 반드시 열화와 진부화가 발생한다. 전기적 장치들도 이러한 열화를 

피할 수 없다. 이는 어느 시점엔가는 반드시 고장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한번 고장이 발생하 을 시에 이를 손쉽게 고칠 수 있어야(즉 MTTR

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위의 목표들을 달성할 때 비용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많

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설비를 잘 관리하 다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A.R.M의 3가지 목표는 이론적 의미로서 가치가 있지만 실제로 

Maintenance부서에서 이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 현실적인 

수집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들은 하나의 수치 속에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장율의 저하 ,정비품질의 향상, 정비기술의 축적, 대

응 속도의 향상,  비용의 절감 등을 포함시킨다.  

   목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예방정비의 활성화 ,지식관

리, 정비기술환경의 개선 ,Backlog의 경감 ,자원 Allocation의 효율화를 

이뤄야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설비관리 부문에서 상당한 이익을 창

출할 수 있다. 어느 회사의 생산 이익율이 5%라고 한다면 설비관리에서 

1억의 비용을 절감한다면 20 억원의 생산 및 판매 증대 효과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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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설비 관리 전산화의 기대 효과는 대상 업체와 목표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리를 위한 서류 작업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정비를 위한 부품 재고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셋째 작업 환경의 개선 효과 등의 부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설비관리가 단순한 현장개선이나 시설차원에서 생산성 향상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투자로 인지되어야 하며 

또한 자산관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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