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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자산경영은 자산을 보유/관리하는 조직의 전략적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생애에

걸친 자산과 자산 시스템의 성능, 리스크 그리고 비용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활동과 노

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90년대에서 2000년대를 전후로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급격한 증가

로 인한 유지관리 시장의 확대, 생애주기비용 개념의 확대 적용, 정보화기술의 발전 등

에 힘입어 정부기관 및 기업에 자산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도

전파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산경영 활동의 도입 현황 및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고, 유지보수의 업무 수행 관점에서 자산경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제

기업('K'공사)의 유지보수 업무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K'공사의 유지보수 업무 운영 방식 및 프로세스는 설비 및 자산의

고장을 선행적으로 예방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장

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 개선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보전원(엔지니어)의 직무

재편성 및 인재 육성 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K'공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산경영 전략, 프로세스, 조직 및 운

영, 정보 시스템의 개선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유지보수

업무의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자산관리, 자산경영, 설비자산경영, 공공시설, 유지보수, 보전,

자산경영 국제표준, ISO 55000, ISO 55001, ISO 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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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공공시설(교량, 하수도 등)은 한 국가의 사회 문화 및 경제활동을 이루는 필수 불가

결한 핵심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515조원(2007년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

며(진경호 외, 2009, 사회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체계도입 전략) 대다수

가 1970~80년대에 구축된 것으로 노후화가 급증되어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급

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전까지는 공공시설의 안전한 유

지관리나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고 보수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은 거의 등안시 되어왔

다.

이후 1990년대 중반의 대형 건설 사고들을 교훈삼아 사회적 자산들의 효율적 관

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설물의 안

전한 사용과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들이기 시작했지만, 현재의 사후 대응적 유지관

리 방식으로는 노후화된 시설물의 증가추세와 제한된 예산으로 높아지는 공공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성능향상, 안정성을 담보하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으로 자산경영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관련 연구 및 도입, 적

용사례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 산업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에서는 유지보수비용의 절감

을 위해 자산의 계량적 평가를 통한 공공시설의 자산경영체계에 대한 연구가 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 졌으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산경영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명

문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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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자산경영 시스템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유지보수 업무 추진 현황 분석을 통해 유

지보수 담당자 및 보전원들의 업무 추진방식의 변화 방향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업무의 개선 방향 도출은 유지보수 업무의 기획(목표설정 및 계획), 기업 전략과

유지보수 업무의 연계방향 도출, 유지보수 업무의 활동 및 이행, 업무 결과의 평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환류 시스템 도입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산경영 관련 국제 표준인 ISO 55001 : 2014에 입각한 현황 진단지를

작성하여, 'K'공사 지사 및 본사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유

지보수 업무 담당자의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심층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2] 사전조사 및 사례조사, 연구 개념도

대상이 된 'K'공사의 유지보수 업무 범위는 항행 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분야이

며, 기타 활주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 현황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장의 발생 및 원인분석이 어려운 항행 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분

야에 대한 자산경영 시스템 도입이 선행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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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를 통해 유지보수 활동 및 자산경영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을 재

조명하고, 중요한 공공시설 중 하나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K'공사의 유지보수 업무

운영현황을 자산경영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국내기업의

자산경영 시스템 도입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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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검토

1. 해외 선진국의 자산경영 도입 배경 및 적용

가. 주요 선진국의 자산경영 도입 배경 및 접근방식

유럽 및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19세기 말부터 산업화를 겪어 공공시설의 자산경

영 활동의 중요성이 일찍이 부각되었으며, 주요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진

경호 외, 2009, 사회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체계도입 전략).

1) 공공시설 증가 및 유지관리 시장 확대

선진국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의해 공공시설의 증가 및 유지관리시장이

성숙하였다. 유럽 및 미국, 호주 등의 서방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가

재건 및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으

며,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신규 시설물 투자보다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투

자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의

시설물 유지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자산경영를 통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 기법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2) 공공시설관리의 새로운 회계적 접근방식

자산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변화요인 중 하나는 국

가 회계제도의 변화이다. 미국의 GASB346), 영국의 RAB7) 등 각 나라별로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공공시설을 포함한 재정회계보고를 요구함에 따라 자산경영 제

도는 도입되었으며, 이는 기존에 세입과 세출이라는 예산과목별 단순 집행실적만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개념에서 벗어나 예산의 투입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주의 측면에서

복식부기회계로 재정회계 보고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공부문의 성과향상과 투명성, 책임성 등이 강조되었

다. 또한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 정부효율성 및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생

기준 예산 및 회계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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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 중심의 공공시설 관리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공공시설의 성능 관리 중심의 법령 및 규정, 계약방식의 도

입 및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환경법인 EPA(Environment Protect Act 

(1986) U.S.A.) 등에서 시설물이 제공하여야 하는 환경측면의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을 명시하는 법령 등이 발효되었다.

또한 계약방식에도 성능 중심의 공공시설 관리가 정착되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 위탁업무 또한 더욱 세분화하여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4) 생애주기 비용 개념의 확대 적용

신규 건설사업과 유지보수 투자 등 건설투자에 있어서 생애주기 비용 개념의 적용

되었다. 이에 따라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관점에서 자산이 제공하는 서비스수준

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도들이 이루어 졌다.

5) 정보화 기술의 발전

정보화 기술의 발전 또한 자산경영 활동이 빠르게 전파되는 주요 이유이다. 과거에

도 사회기반 시설물과 관련한 많은 종류의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었지만, 최근의 발

전된 정보화 기술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정밀한 정보가 수집되고 정리될 수 있다. 따

라서 대략적인 경향과 추측을 기반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수집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최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

게 되었다.

나. 자산경영에 대한 국제표준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

자산경영에 대한 정의는 자산 관리의 주체에 따라 자산경영에서 강조되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제시설물관리매

뉴얼4(INGENIUM, 2006)에 언급되어 있는바와 같이“자산경영은 자산의 요구되는 서

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를 위해 자산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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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자산경영에 대한 3가지 국제표준을 공표

하였다. ISO 55000은 자산경영과 관련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ISO 55001

은 자산에 대한 통합되고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서술하였으

며, ISO 55002는 시스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ISO 55001의 적용 지침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 자산경영에 대한 국제표준을 받아들여, 한국산업표준 KS

Q ISO 55000, KS Q ISO 55001, KS Q ISO 550002로 발간하였으며, 자산경영의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KS Q ISO 55000:2014, 자산경영 – 개요, 원칙 및

용어).

<표 1> 자산경영 관련 주요 용어 정의

자산(Asset)
조직에 잠재적 또는 실제적 가치를 가지는 독립체, 

물건, 항목

자산경영

(Asset Management)

자산으로부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협력활

동

자산경영시스템

(Asset Management 

System)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 목표, 프로세스

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의 조합이며 조직에서 상호적

으로 작용하는 것.

전략적 자산경영 기획서

(SAMP)

조직의 자산경영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별자산 또는  

자산의 그룹에 요구되는 활동, 자원과 기간을 구체적

으로 명기한 문서화된 정보를 말한다.

자산경영활동의 주요 적용 범위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성능 또는 기능 관리

특정 조직이 자산 또는 시스템을 취득하는 목적은 원하는 기능을 충족하는데 있

으며, 자산의 성능은 사용자, 소유자, 공공적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자산 성능이

개별 부문의 요구 충족에 실패할 때 고장 상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철도차량의 경우

사용자가 더 이상 교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차량은 고장상태가 된다.

만약 연속적으로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 또는 연속적인 요구 성능을 제

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산의 성능관리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자산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상태 저하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자산의 성능 저하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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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환경적, 운영적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즉 허용되지 않을 때 자산

성능은 관리되어야 한다.

2) 리스크 관리

리스트는 물리적 자산의 성능 또는 기능적 고장의 발생 확률과 환경, 운영적 요인

등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가 치명적인 리스크는 반응적 대응, 사후적으로는 관리할 수

없으며, 고장이 발생되기 전에 선행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산경영은 그 결과가 큰

중대한 자산의 고장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고장을 예방하는 활동이다.

3) 전 생애적 비용 관리

생애 주기 비용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비 자산의 설계와 개발에 소요되

는 비용은 생애 주기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운영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용은

전 생애 비용의 약 85%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산의 설치, 공사 후 보전 부문의

노력으로 위의 85%에 해당하는 운영 부분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자산은 전생애(설치 기획 ~ 폐기)를 대상으로 포괄적 비용 관리가 요구된다.

자산의 성능, 리스크, 비용의 전 생애적 최적관리를 위해 자산을 운영하는 조직은

자산경영 목표, 계획, 전략 수립, 자산경영 활동의 이행, 성능평가와 개선을 수행하여

야 한다.

[그림 3] 자산경영 시스템 체계 및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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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SO 55001 : 자산경영시스템 –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NO 요구사항 비 고

1.적용범위       2. 인용문헌    3. 용어 및 정의

4 조직 상황

PLAN

4.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4.2 이해 관계자의 필요와 기대의 이해

4.3 자산경영 시스템의 범위 결정

4.4 자산경영 시스템

5 리더십

5.1 리더십과 헌신

5.2 방침

5.3 조직 역할, 책임과 권한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활동

6.2 자산경영 목적, 달성 계획 활동

7 지원

7.1 자원 7.2 역량 7.3 인식 7.4 의사소통

7.5 정보에 관한 요구사항

7.6 문서화된 정보 (일반, 작성, 갱신, 문서화 정보관리)

8 운영

DO

8.1 운영 계획과 통제, 8.2 변화 관리, 8.3 외부 위탁 (외주)

9 성과 평가

CHECK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2 내부 심사(심사 목적, 방법) 9.3 경영 검토

10 개선

ACTION

10.1 부적합과 시정조치 10.2 예방조치 10.3 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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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자산경영 관련 주요 연구 및 활동 동향

가. 국내 자산경영 관련 주요 연구 동향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시설의 자산경영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내의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자산경영 시스템을 적용한 경영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방성 외 3인은 “공공시설물 자산관리의 성과지표 개발(권방성 외, 2010, 공공시

설물 자산관리의 성과지표 개발) 논문을 통해자산경영 성과지표를 BSC, AHP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논문

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물 자산경영의 발전도를 초기수준으로 진단하였으며, 성공

적인 자산경영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업 차원의 성과 측정 및 평가 항목을 제안하였

다.

진경호 외 3인은 “사회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체계 도입 전략” 논문

을 통해 국내외 자산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공시설의 자산경영체계 도

입 방안과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가자산의 합리적인 평가와

동시에 유지관리를 포함한 장기적 최적 투자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

의 자산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의 도입 환경을 분석하여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성공적 공공시설 자산경영체계 도입을 위해 제도적, 프로세스적, 자원적, 기술

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핵심 전략을 분석하여 세부 전략별로 실천과제를 분석하여 단

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국가기반시설 자산관리 위험도 분석 개념 연구(박미연 외. 2012, 국가

기반시설 자산관리위험도분석 개념 연구) 등 자산의 성능분석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한

자산경영 시스템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자산경영에 대한 초기 도입을 위해 자산경영 시스템에

대한 소개나 국가적 차원의 자산경영체계구축을 위한 도입환경 분석, 위험성 평가방

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분석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이 수행된 연구사

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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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기업 도입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의 구분 및 발전단계를

분석하고, 재무적 의사결정 중심의 자산경영 도입에서 유지보수 업무 관점에서의 자

산경영 적용 프로세스 및 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림 4] 선행연구와의 주요 차이점



- 11 -

나. 국내 기업의 자산경영 관련 활동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 전문 공기업을 설립하여 유지관

리 업무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있다(채명진 외 , 2009, 국내외 사회기반시

설물 자산관리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발전 방안).

또한 일부기업에서는 자산경영체계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업 경영활동의 수단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발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남

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의 발전 회사는 자산경영에 대한 국제 인증을

취득하는 등 빠른 속도로 경영활동에 도입하고 있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시특법에 의해 1995년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으로 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진단, 계측, 보수∙보강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공공시설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

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2)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으로 도로기획관실의 도로정책팀에서 관리∙감독으로 고속도

로의 신설∙확장∙유지관리 관련업무 및 기술 개발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로의 기능보전과 편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일상적인 정비는 물론 손상된 시설물

의 복구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진행되는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해 개량 및 시설의 추

가 등으로 시설물 사용연한의 연장을 목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

부터 유지관리 체계의 과학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현재는 도로의 효과적인 관리

를 위해 각종의 유지관리 정보화 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중에 있다. 이중 포장유지관

리시스템(PMS)은 1997년부터 실무에서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노선별 도로현황자료, 설계 및 시공요소, 교통량, 유지보수 실적, 포장상태 등의 자료

가 DB로 구축되고 있지만, 유지관리의 연속적 순환체계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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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조사장비나 경제성 분석모델의 개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 교량유지관리시스템(HBMS)은 고속도로상의 관리대상 교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

해 기존의 교량관리방법의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도에 개발되었으

며, 이후 교량대장, 보수 및 점검실적 등 각종 교량관련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완료하여, 교량의 상태를 부재단위의 5단계 상태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기

간이 적어 아직 데이터의 누적량이 많지 않으며, 현재에도 교량유지관리시스템의 보

완 및 성능개선이 진행 중에 있다.

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1967년 설립되어 상하수도 및 하천, 댐 등 물 관련 종합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소양강댐 등 국내 16개 다목적댐 및 낙동강

하구둑을 관리하고 있으며, 화북댐 등 5댐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27개 광역 상수도망

을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지자체의 하수도를 수탁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산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림 5]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산경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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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CMMS(Computeris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 설비자산

경영을 운영하기 위한 IT 시스템으로 광의적 의미에서 EAM(Enterprise Asset

Management) 시스템이라고도 함를 시범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CMMS

를 확대 구축하여 전국 42개 사업장에 이를 설치하였다. 08년부터는 CMMS를 고도화

하여 모든 설비에 대해 예방보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그림 6] 한국수자원공사의 CMMS 주요 기능

한국수자원공사는 CMMS를 활용하여 시설관리 및 정비작업, 점검 작업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각종 지표관

리, 점검실적을 통해 경영활동에 연계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수질안정성을 유

지하고 있으며, 설비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08년 약 122억원)으로 경제적 효과도 얻

고 있다.

4) 한국철도공사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으로 과거 철도청에서 수행하던 철도의 시설과 운영 부문 관

리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네트워

크 시범 구축을 위한 연구를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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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 유지보수 활동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유지보수 업무의 구분

가.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내 사회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 중요성은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사

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점점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사고

율이 높은 편이다.

<표 2> 국내 공공시설 관련 주요 사고

사고 내용 사고 시기 준공 시기

경주 저수지 제방 붕괴 2013년 4월 1964년

구미공단 화학물질 누출 2013년 3월 1973년

부산 상수도관 파열 2013년 1월 1983년

안양 송유관 기름 유출 2004년 9월 1970년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1979년

지하철 2호선 터널벽 붕괴 1992년 8월 1984년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유지보수 및 보전 업무에 대한 잘못된 사

회적 인식을 뽑을 수 있다.

[그림 7] 고장 위험성(리스크), 고장, 사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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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을 보면 3가지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왼쪽 그림의 경우 작업자가 크

레인의 위험요소를 살펴보는 상태이고, 중간그림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지탱하고 있

는 케이블이 파열되어 크레인의 주요기능을 상실(고장)한 상태이다. 가장 오른쪽 그림

의 경우 크레인이 원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유지보수의 사전적 의미는 시설이나 건축물 등이 원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보호하며 유지하는 활동으로 위 그림의 가장 왼쪽의 업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유지보수를 사고나 기존의 설비가 원래의 기

능을 잃고 난 후 이를 고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유지관리를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

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나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일상적인 정비‧점검보다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는데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고장이 발생함과 동시에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 유지보수 방식의 구분과 특성

[그림 8] 유지보수(보전) 방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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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지보수(보전) 방식은 [그림7]과 같이 구분된다. 보전업무의 계획성

유무에 따라 계획보전과 비계획 보전(사후보전)으로 구분되며, 다시 계획보전은 예방

보전, 사후보전, 개량보전 등으로 구분된다(한국표준협회, 2016, 보전경영 전략 수립과

이행).

이러한 보전방식은 산업화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시기적으로 보면 산업화가 태동했던 18~19세기에는 시설물이나 설비에 대해서 비

계획보전, 사후보전의 비중이 높았지만, 1950년대 및 60년대를 계기로 도시화가 급속

도로 진전되고, 공공시설의 수가 늘면서 인프라 시설 및 관련 설비의 리스크 비용 또

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일상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관리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었다.

예방보전은 다시 정비나 점검을 일정시간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시간기준보전

(TBM)]과 설비나 시설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전하는 [상태기준보전(CBM)(예지보

전)]으로 구분된다.

[그림 9] 유지보수(보전) 방식의 시대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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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다양한 유지보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자산경영의 측면에서 해당 조직의 목

표, 유지보수 전략 및 설비에 대한 경제적인 고려(ROI), 보유한 인적자원의 인식, 고장

감지 직무 및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그림 10] 유지관리 방식(전략) 선정 기본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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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형적인 CMMS 시스템의 프로세스 흐름도

현재 우리나라 법규 상 주요 사회인프라시설(도로 및 건축물 등)은 대부분 시간기

준보전(TBM)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해야할 시설물/설비의 수가 많아지고, 관련

기술이 변화하는데도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 기준이 바뀌지 않아 현장에서 애로를 겪

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2000년대 이후 ICT관련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설비나 시설물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 기술 및 IT 시스템(CMMS, Computer Managed Maintenance

System)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여 상태기준보전(CBM)을 보다 수월하게 유지보수 업

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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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K'공사 사례분석을 통한 자산경영체계도입 방안 분석

1. 'K'공사 유지보수 업무 관련 현황조사 방법 및 범위

가. 현황 조사 방법 및 범위

본 조사는 'K'공사의 항행 안전 및 정보 통신 부문에 자산경영 및 정보 시스템

(CMMS/EAM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산경영에 대한 국제 표준 (ISO 55000)

요구에 부합하면서,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자산의 적합한

구분, 자산 중요도 평가 체계, 고장 예방에 유효한 선행적 예방보전 활동 수행 여부 등

을 조사하고, 향후 'K'공사의 기획 및 관리 프로세스, 관리지표 설정, 정보시스템의

요구 기능 정의 등을 개발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항행안전 분야의 무선/통신 시설과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 추진 현황이며 조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시행되었다.

1) 현장조사 범위

<표 4> 'K'공사 현장조사 범위

구 분 위 치 비 고

공항 및

비행장 분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광주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울진비행장

항행안전 및

정보통신분야

항로시설분야
항로시설본부(인천), 안양 항공 무선 표지소,

제주항공무선표지소(성판악, 동광)
항행안전분야

2) 조사대상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표 5> 'K'공사 조사대상 업무 범위

구 분 업 무 비 고

항행

안전분야 시설관리

및 예방점검 업무

•시설현황, 무선국, 예비품, 법정자격, 개인별 교육,

직무기술서, 부대시설 등 시설관리업무

• 예방점검, 시설성능관리, 유지보수교범, 비행검사 등

예방점검업무

정보통신분야

시설관리 및

예방점검 업무

•시설현황, 용역관리, 측정장비, 예비품, 부대시설 등

시설관리업무

•예방점검, 시설성능, 유지보수교범 등 예방점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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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하고 있는 항행 안전분야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

해 현재 구축된 시설현황조사, 예비품 비치 여부, 보전원들의 직무기술서 및 교육현황

등을 분석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시설의 성능관리 체계 및 유지보수교범, 예방점검

업무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3) 조사대상 업무 관련 시설물 목록

<표 6> 'K'공사 조사대상 업무 관련 시설물 목록

구 분 시 설 명 비 고

항행

안전

시설

항행

안전

무선

시설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LLZ, GP, MB),

레이더시설(ASR, SSR, ARTS, ASDE, PAR),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위성항법시설(GPS 항공감시시스템),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항공

정보

통신

시설

•단거리이동통신시설(U/VHF Radio),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고정통신망(AFTN), 항공정보교환망(AMHS),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항공직통전화망,

항공종합통신망(ATN),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PDC, VCCS, 녹음기

등

정보

통신

분야

안내감시
•운항정보표출시설(FIDS), 안내방송시설(PA),

감시시설(CCTV), TV방송시설(CATV)

네트워크센터 •네트워크 및 통신망 시설, 네트워크관리시설

교환설비 •교환장비시설, 선로시설

기타시설
•비상경보시설, 출입통제시설

•기타부대시설(UPS등), 전원시설



- 21 -

4) 현황 분석을 위한 현장 진단 및 인터뷰 질문지

가) 자산경영체계 구축 현황 조사를 위한 평가 진단지

'K'공사 항행 안전 및 정보 통신 부문에 대한 시설 자산경영 현황 분석은 ISO

55001 자산경영 시스템 요구 충족 측면과 자산 경영 지원 요소 (인력/프로세스/시스

템)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된 4개 영역, 각 10개, 총 40개 질문에

대하여 4단계 수준 (반응/예방/계획/선행)으로 평가하였다.

세부 진단 항목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K'공사 유지보수 관련 경영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 진단지 개요

ISO 55001 요구사항과 주요 진단항목

◦ 자산경영 전략 영역

조직과 조직 상황 이해

자산가치 대비 보전 비용

물리적 자산의 총 가용성

등록 자산의 현황/정확도

RCFA 이행정도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필요 이해

자산경영시스템의 범위 결정

자산경영시스템
리더십과 헌신

정책
조직의 역할, 책임과 권한

자산경영시스템을 위한 개선기회 및 리스크

해결을 위한 조치
자산경영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기획

◦ 자산경영 지원 영역

자원
작업오더 생성

운전원 예방보전 관여도

DSS(의사결정)

변화 관리

역량

인식

의사소통
정보 요구

문서화된 정보

◦ 자산경영 실행 영역

운영 기획과 통제 작업 기획의 정확도

예방/예지보전 이행 정도

예비품 문서화

변화 관리

외부 위탁

◦ 평가 및 개선 영역

불일치 교정 조치 작업 오더 이력

기술인력 생산성

사후 보전 재검토

예방 조치

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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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자산경영 관련 국제표준에 기반을 둔 진단지 설계 개념도

나) 유지보수 업무현황 분석을 위한 현장 인터뷰 질문지

<표 8> 'K'공사 유지보수 업무현황 분석을 위한 현장 인터뷰 질문지

질문항목

◦ 시설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 현 시설물 관리체계의 개선사항

2.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에 관한 의견

3. 시설현황 등 시설관리의 전산화 관련 의견

◦ 예방점검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4. 현 예방점검체계의 개선사항

5. TBM, CBM, RCM 등 유지보수전략에 관한 의견

6. 예방점검의 전산관리와 성능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 기술등급제도 등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훈련 관리에 대한 현장의견

7. 현행 자격교육 및 현장직무교육 체계의 개선 사항

8. 기술등급제도의 도입에 관한 의견

9.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과정 설계방안에 대한 의견

◦ 시설관리전산시스템(CMMS)의 공사설계기능에 대한 현장의견

10. 시설관리전산시스템(CMMS)의 공사설계기능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

◦ 시설관리전산시스템(CMMS)의 워크오더 개념에 대한 현장의견

11. 현 워크오더를 활용한 업무추진 방식에 관한 의견

12. 워크오더를 활용한 물품 구매 프로세스에 관한 의견



- 23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및 인력운영 현황에 대한

전국 11개 지사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보전원에 대해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인터뷰 대상 조직은 아래와 같으며 총 40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현장 인터뷰 대상 조직 세부현황

구 분

운영계획 ILS 레이더관제 항공통신

기 타 소 계

항행안전 항행통신

시설팀

항행통신 항행전자

표지소

서울지역본부 1 16 36 21 74

부산지역본부 31 17 48

제주지역본부 31 19 50

대구지사 10 10

울산지사 13 13

청주지사 7 7

무안지사 13 13

광주지사 7 7

여수지사 12 12

포항지사 11 11

울진 7 7

양양 5 5

사천 7 7

군산 1 1

원주 3 3

항행시설본부 33 40 73

안양표지소 5 5

양주표지소 5 5

강원표지소 5 5

부산표지소 6 6

대구표지소 5 5

포항표지소 5 5

예천표지소 5 5

제주표지소 9 9

부안표지소 5 5

송탄표지소 5 5

항공기술교육원 9 9

합 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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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공사 자산경영체계 도입 방안 도출

가.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조사 결과 요약

1) 자산경영체계 구축 현황 조사 진단 결과 요약

가) 자산경영 종합

전체적인 자산의 가용성 관리, 유지보수 비용관리, 예비품 수준 등, 전반적인 시설

자산경영 성숙도는 국내 일반 제조 산업과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시설 자산경영 인력

은 고장 또는 장애의 복원과 수리, 교체, 재생에 요구되는 조직 형태, 인력 구성, 현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설 자산경영 프로세스는 예방점검 프로

세스에 따라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준수율이 높으나, 시설 자산의 잠재적 고장 감지에

따른 계획적 교정 작업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수행

되고 있는 예방점검 작업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그림 13] ‘K'공사의 자산경영 현황 진단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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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경영 전략

'K'공사는 자산경영에서 소개하고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한 유지보수 업무

간의 중요도 분석, 선행적 예방보전 직무 구성이 아닌 장비 제작 및 매뉴얼에 근거한

의존적 관리 직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산경영 지원

자산경영 정보시스템(CMMS)은 자산경영의 유효성과 효율성의 지원 시스템으로

서 'K'공사의 자산경영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데

이터와 정보의 작성, 수집, 분석이 반복적인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적절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유지보수 작업의 유효성과 효율성에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

다.

라) 자산경영 실행

'K'공사 항해 안전 및 정보 통신 부문은 내 외부 이해관계 부문의 요구에 따라 대략

적으로 42종의 업무 일지(일상, 평상, 특별 점검 등)를 활용하여 일간, 주간, 월간, 분

기, 반기, 년간 점검 및 TBM 교체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모든 점검과 작

업이 수기로 관리되면서 반복 작업의 효율성이 제한되면서 관련 데이터의 일관성과

추적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였다.

마) 자산경영 지속적 개선

자산경영의 유효성과 효율성(입력 유지 및 출력 향상, 출력 유지 및 입력 감소)의

지속적인 개선은 시설 자산경영의 경영 측면의 가치 창출을 위하여 작업 및 고장 데

이터/정보의 적절한 수집 및 분석 프로세스, 인력,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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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보수 업무현황 분석을 위한 현장 인터뷰 결과 요약

가) 시설관리, 예방점검 체계의 개선 방안

현행 시스템은 장애 발생 건수를 체크해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장애를 예방하

는 것과는 상당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부(항행 시설)는 모든 상황의 OPEN

을 통해 향후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원인 분석 결과가 반영되는 방향으

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사는 본부에 현 상황을 OPEN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 장애

복구 업무를 수행(보고 후 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즉, 공항공사 항행 시설 관리

업무의 목적인 장애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데 역량을 집중하자는 내용이다. 일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의 상황이 다르고, 지역

본부와 지사의 상황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시스템 개발).

또한 본부, 지사 등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정보 (데이터)를 공개하고 엔지니어링 측

면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 비행 검사 등 복잡하고 특수한

직무에 대해서도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제작사, 성능 등이 다른 시

설 장비에 대해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스템은 시설 유

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직원 평가에 그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나) 기술등급제도 등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훈련 관리 방안

현재 기술 등급 제도는 현업과 동떨어져서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자격을 부여 받

는 것과 직무 숙련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한 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 과도한

인증서를 요구하는 현실에 대해 강조하였다.

다) 전산시스템(CMMS)의 공사설계 및 작업오더 개념 도입

기존 보다 업무가 과중 될 경우, 전산 시스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과 협

력사 협업 측면에서 협력사와 필요한 DB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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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인터뷰 설문지 (예시)

[그림 15] 주요 인터뷰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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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주요 인터뷰 내용 (2)

[그림 17] 주요 인터뷰 내용 (3)



- 29 -

[그림 18] 주요 인터뷰 내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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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경영 시스템을 적용한 'K'공사 유지보수 업무 개선사항 도출

'K'공사의 유지보수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산경영 시스템 적용을 위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1) 시설 자산경영 전략에 시스템적 방법론의 적용

'K'공사의 자산경영 시스템을 진단한 결과, 시설 자산이 적절한 계층 구조 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설 자산에 대한 중요도 평가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

고, 모든 시설 자산이 중요도와 관계없이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시설 관리 및 예방

점검 직무가 독립적 시스템적 방법론이 아니라 판매사(제작사) 등의 매뉴얼에 따라

직무를 수립한 의존적인 경향이 높았다.

[그림 19] 자산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체계 예시

2) 고장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아닌 예지/예측에 따른 선행적 프로세스 도입

'K'공사의 고장대응 프로세스를 분석한 결과 규정과 지침에 의거한 기본적인 업

무 운영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작업의 확정, 이상의

교정에 요구되는 인력 기술 수준과 작업 기간의 결정, 예비품 및 공기구 준비, 준비

된 작업의 계획 및 효율적 실행,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는 명확하게 수립,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향후 작업 기획과 계획 프로세스 개발, 자산경영과

관련된 정보시스템(CMMS)의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큰 개선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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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예지/예측에 따른 선행적 보전활동 예시 (RCM 전략)

[그림 21] 선행적 보전활동 전체 프로세스 상

(출처 : KSA 설비자산경영 모델)

3) 자산경영 조직 및 운영 프로세스 개선

'K'공사의 자산경영 및 설비보전 관련 조직 및 인력양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

행적 예방보전 체계에 적합한 조직운영과 인력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방과 예지, 기획과 계획 측면의 조직 구조 보완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

는 인재양성 또한 대부분의 교육이 개인의 선택으로 편성되며 단기 과정 위주로 운

영되고 있었다. 향후 고도의 유지보수 및 자산경영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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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시스템 개선 필요

'K'공사의 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무를 진단한 결과,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

템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다수 데이터와 정보들이 수기로 작성, 관리되고 있어 데이

터 수집 및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설비자산의 전 생애 비용, 가치

측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전윈들의 반복적 주기 작

업 (성능, 비행 검사 외)의 자동화 입력 체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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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산경영 활동의 국내외 도입

현황 그리고 'K'공사를 대상으로 자산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현황조사 연구를 수행하

였다.

자산경영 활동은 설비자산의 전 생애에 걸쳐 자산의 성능, 리스크 및 비용을 최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이미 상당부

분 도입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도 도입을 시작 또는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하

지만 국내 기업 내에서도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생산/운영, 품질 등 다른 기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K'공사의 현황조사에서도 규정과 지침에 의한 업무 운영 수준은 매우 뛰어난 것

으로 조사되었지만 시설 자산에 대한 중요성/리스크 평가, 이에 따른 유지보수 전략

수립 등의 자산경영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이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자산경영 시스템을 보유

할 때,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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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pplication of Asset Management System

to Optimize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 A Case Study of ‘K’ Corporation -

Joe, Hyunwoo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Asset management is a systematic and intentional effort to manage the

performance, risk, and cost of assets in an optimal and sustainable way throughout

the life of the organization to achieve its strategic goals.

In developed countries, asset management was introduced around the 1990s and

2000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maintenance market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old infrastructure facilities, the expansion of life cycle cost concept,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study on the introduction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asset management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maintenance work, and

conducted a survey on the maintenance status of ‘K’ Corporation for introducing

asset management.

Keywords : Asset Management, Asset Management System, Facility Management,

SOC, Maintenance, ISO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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