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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출입문 전자변 누기고장의 신뢰도 함수와 임무 신뢰도를 

고려한 정비 주기 결정

Determination of Maintenance Period Considering Reliability Function and 

Mission Reliability of Electromagnetic Valves of EMU Doors Considering Air 

Leakag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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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철도 전동차 출입문의 작동공기를 공급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전자변은 누기로 인한 고장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

자변은 고장발생시 승객의 안전은 물론 정상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품이므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지만 국내 운영

기관들은 고정된 전동차 검사주기에 전자변을 정비하고 관리한다. 서울도시철도(SMRT)에서 전동차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획된

영업운행을 마치지 못하고 기지에 입고한 운용변경 건이 6호선은 5,7,8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나 운용 변경된

고장 중에서 출입문고장의 비율은 5,7,8호선이 4.7~8.4%인데 비해 6호선은 13.2%로 가장 높으며, 또한 6호선 출입문 고장 중

에서 전자변의 고장은 3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현행의 중정비에 맞춘 고정주기 정비방식보다

신뢰도가 향상되는 새로운 검사주기를 연구하기 위해 SMRT 6호선 전동차 16년간의 운영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 4년 고장 데

Abstract The electromagnetic valve of pneumatic doors of EMUs has a high failure rate due to air leakage because

it supplies air on and off to operate the doors repeatedly. The electromagnetic valve is a very important safety compo-

nent for which a very high reliability is required because failure makes it impossible to operate the passenger cars. How-

ever, domestic urban railway operators maintain electronic  valves of the EMU door under a fixed cycle with a spare

period according to the full overhaul cycle of the EMU. An improvement of the current maintenance cycle was sug-

gested based on the reliability function and mission reliability.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MINITAB for the opera-

tional data of EMU line 6,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ult distribution and derived the shape and scale

parameters of the reliability function. If we limit the specific reliability probability to under a certain failure rate and

calculate its statistical parameters, we can calculate the allowable inspection period with mission reliability.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ed a maintenance period based on RCM (reliability centered-maintenance) to improve the reliabil-

ity of electromagnetic valves from 68% to 95%. 

Keywords : Electronic valve, A fixed cycle with a spare period, Maintenance period based on RCM, Reliability 

초 록 전동차의 공기 작동식 출입문을 작동하기 위한 공기를 공급 또는 차단의 역할을 하는 전자변은 고장발생시

승객의 안전은 물론 정상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품이므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지만 누기로 인한 고장 비

율이 높은 편이다.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고정주기와 임의 여유기간을 적용한 전동차 중정비 주기로 전자변을

정비한다. 현행 중정비 주기 방식의 대안으로 고장 신뢰도를 고려한 정비주기를 제시하고자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전

자변 고장 통계자료에 상용 통계프로그램(MINITAB)을 적용하여 신뢰도 함수(Reliability Function)와 임무신뢰도

(Mission Reliability)를 계산하고 적정 정비주기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비 주기는 현 4년 주기의 정비의 부품신뢰도

를 68%에서 95%로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전자변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전자변, 고정주기와 여유기간, 신뢰도 중심 정비주기, 신뢰도

*Corresponding author. E-mail: koojs@seoultech.ac.kr.

© 2017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All rights reserved.

https://doi.org/10.7782/JKSR.2017.20.5.569



박희섭 · 구정서 · 김길동

57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5호 (2017년 10월)

이터를 분석하고 통계프로그램(MINITAB)으로 수명분포 분석을 한다. 그리고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고장데이터를 통계프로

그램으로 분석하여 신뢰도함수의 형상모수 및 척도모수를 추정한다. 추정된 전자변의 신뢰도함수를 이용하여 현행 고정주기(4

년±10%)의 부품 신뢰도를 분석 평가하고 출입문 전자변의 고장영향(중대고장)에 부합하는 신뢰수준(95%)을 적용하여 새로운

검사 주기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출입문 전자변의 고장 데이터 분석

2.1.1 고장발생 형태 및 발생빈도

전동차 고장분석은 SMRT의 전동차 고장관리 전산시스템인 유피스(Uffice)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6월까지 6호선 전동차

의 Overhaul 4년 주기의 구간 기준으로 고장데이터를 전동차정보시스템에서 전량 인출하여 수집하였다. 기능정지를 일으킨 결

과에 대하여 정리한 출입문 전자변의 고장데이터 분석 결과, 대부분이 공기누기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월별 고장발생 빈

도는 Fig. 1과 같다. 

1st, 2nd 분석구간은 동절기에 누기발생 빈도가 높고, 3rd 분석구간에선 관리기술의 향상으로 동절기와 하절기 고장발생 빈도

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1st, 2nd 분석구간에서 동절기(11,12,1,2월)에 저온으로 의한 기밀성(밀봉력)이 감소하여 누기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데 이와 관련하여 임선영[1]은 관련 연구에서“오링의 밀봉력이 감소하는 것은 온도감소에 따른 탄성률의 감소에 기

인하며 오링의 수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변형상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개발품의 소재변경 등

품질 개선을 통하여 품질이 안정된 3rd 기간이 향후 유지보수 주기 산정의 대상이 된다.

2.2 출입문 전자변의 고장분석

2.2.1 고장데이터의 구분

본 논문은 출입문 전자변을 고정주기로 Overhaul할 때 고무부품인 오링과 패킹이 전량 신품으로 교체되고 소정의 시험을 거

쳐 도어엔진에 장착되는 점을 고려하여 Overhaul 주기를 기준으로 Fig. 2와 같이 고장데이터를 6호선 40개 편성의 중정비

(Overhaul)가 1회 완료되는 기간을 구간(interval)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구간별 고장 건수는 Table 1과 같다. Fig. 2에서

0th 구간은 2000년 최초 영업시작 후부터 처음 시행한 Overhaul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1st 구간은 첫 번째 Overhaul

완료 후 2번째 Overhaul 시행일까지 기간이고 2nd 구간은 두 번째 Overhaul 완료 후 3rd Overhaul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

며 3rd 구간은 3rd Overhaul 완료 후 4th Overhaul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Table 1에서 전체 고장건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1st 구간에서 3rd 구간으로 갈수록 고장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0th 구간의 데이터는 초도 개발 부품의 초기고장이 다수 발생되고 데이터 기록도 충실하지 못하여 통계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또한 1st, 2nd 구간 중에는 장애에 의한 운용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장치를 중점점검 대상으로 관리하고 오

링 등 고무부품의 소재변경 적용, 동절기에 객실 보온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작업들이 이루어져서 현 운용 조건하의 고장 분

석에 포함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여 최종 신뢰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3rd 구간의 누기 고장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은 0th 구간과 2nd 구간의 운용 중 여러 가지 개선 조처를 통하여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으므로 통계분석의 대상으로

Fig. 1. Monthly frequency of occurrence of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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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으나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 40개 편성 중에서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4th Overhaul을 아직 하지 않은 10개 편성은 3rd

분석구간이 채워지지 않은 불완전 데이터이므로 통계에서 제외하고 30개 편성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3 신뢰도

어떤 부품이 특정 시간에 작동을 시작하여 T0까지 운용되었다고 하자. 고장이 났거나 T0시간 이후에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시간 T0는 부품의 수명이 된다. 는 어떤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f(t)를 갖는 연속확률변수

(Random variable)가 될 수 있다. 그러면 R(t)로 표시되는 시간 t에서 부품의 신뢰도 또는 신뢰도 함수는 식(1)과 같이 정의된다.

2.3.1 신뢰도 함수

 or  (1)

여기서 F(t)는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이며, 이다. 그러면 신뢰도 함수 R(t)는

가 된다.

신뢰도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Weibull 함수의 신뢰도 함수식은 식(2)와 같이 된다.

 (2)

여기서, λ는 척도모수(Scale parameter)이고, β는 형상모수(Shape parameter)이다.

2.3.2 임무신뢰도(Mission Reliability Function) 함수 

임무신뢰도는 Fig. 4와 같이 임무를 수행하기 직전, 평가 대상의 운용 수명 T0가 정해진 임무시간 t 동안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부 확률(Conditional reliability function)로 정의된다.[2] 여기서 임무 시간동안 시스템은 정비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통상 부품이나 시스템의 임무가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을 찾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군용 시

스템인 경우 적을 공격하고 나면 기지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임무 신뢰도 이다. 임무신뢰도

는 특정 임무 기간 동안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임무를 완수(Duration of a specified “mission

profile”)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부품이나 시스템이 고장 나지 않을 확률로 정의 되며, 확률은 임무 길이 시간(t)과 일치하는

신뢰도 함수로 나타내어진다.

Table 1. Main causes of door failure.

Division (Interval) 1st 2nd 3rd

Total 967 660 488

 Leakage 933 545 258

 Incorrect behavior 10 34 130

 Appearance breakage 23 69 40

 Etc. 1 12 60

T T 0≥( )

R t( ) = P T t>( ) 1 P– T t≤( ) = 1 F– t( )

F t( ) =  
0

t

∫ f t( )dt

R t( ) = 1  
0

t

∫– f t( )dt =  
0

∞
∫ f t( )dt

R t( ) = e

t

λ
---
⎝ ⎠
⎛ ⎞

β

–

Fig. 2. Definition of distinction of fault data. Fig. 3. Incomplete data (stop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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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신뢰도는 식(3)과 같게 된다.

(3)

2.4 현장 데이터를 이용한 신뢰도 특성 분석

2.4.1 분석 조건

출입문 전자변은 누기고장을 유발하는 오링 등이 Overhaul시 4년 주기로 전량 신품 교체되므로 재생과정을 겪는 것으로 간

주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Overhaul 완료시의 출입문 전자변은 신품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0th

~2nd 구간중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이 이루진 출입문 전자변을 취부하였기에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 40개 편성 중 주기가 도래

하여 4th Overhaul이 진행된 30개 편성에 대하여 3rd 구간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3rd 구간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출입문

전자변은 Fig. 3과 같이 불완전 데이터인 제1종 관측중단(Censored type I)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30개 편성의 출입문 전자변

1,920개가 분석 대상이고, 4년±10% 기간 중에 488개가 고장을 발생시켰으며 1,432개는 관측 중단되었다.

2.4.2 히스토그램 작성

출입문 전자변의 환경(온도) 영향에 따른 누기고장 분포특성을 그림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1st, 2nd, 3rd 구간의 발생빈도를 정

규분포를 가정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면 Fig. 5와 같다. 이 히스토그램에서 고장발생 빈도는 사용시간 변화 대비 수명분포가

사용수명과 관계가 있는 특정한 추세를 가지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3,4].

2.4.3 수명분포의 가정

통계프로그램(MINITAB)의 확률지 타점에 의하여 분포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 4개(와이블, 정규, 지수, 로지스틱)의 수명

R T
0
, t( ) = P T T

0
> t/T+ T

0
>{ } = 

P T T
0

t+>{ }

P T T
0

>{ }
------------------------------ = 

R T
0

t+{ }

R T
0

{ }
----------------------

Fig. 4. Mission profile Process.

Fig. 5. Histogram of fault data.

Table 2. Results for Goodness-of-Fit test.

Distribution
Anderson-Darling 

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Weibull 6459.963 0.987

Normal 6464.688 0.894

Exponential 6459.360 *

Logistic 6473.892 0.848

Fig. 6. Probability plot for Weibull distribution(Left : LSM, Right : M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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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로 가정하여 타점하였다. Table 2를 보면 와이블 분포의 상관계수가 출입문 전자변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Fig. 6을 보면 와이블 분포를 최소제곱법(LSM, method of least squares)과 최우도법(ML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평가하여 확률지에 의한 추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측중단이 포함된 데이터는 최

우도법을 사용하는 경우[5]가 많지만, 이들 도식에서는 최소제곱법이 최우도법보다 추종성이 월등히 우수하였으므로 최소제곱

법을 채택하였다.

2.4.4 분포의 적합도 검정

와이블 분포, 정규분포, 지수분포, 로지스틱 분포의 수명 분포에서 고장데이터를 와이블 분포로 가정하여 타점한 결과가 실선

에 거의 일치하는 특성을 보여주므로 와이블 분포가 고장데이터의 신뢰도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분포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검토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정량적인 검정기준으로 앤더슨 달링 검정(Anderson-

Darling Correlation)과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한 통계적 적합도 검정을 통해 확인하여 보아도 와이블

분포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앤더슨 달링 검정의 경우 검정 값이 작을수록 분포의 적합성을 나타내고 Pearson 상관계

수의 경우는 1에 가까울수록 관심 대상 분포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6].

2.4.5 모수의 추정

와이블 분포를 통하여 수명 분석한 결과를 보면 Fig. 7의 신뢰도 특성에서 왼쪽 상단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보면 사용 후 800일 근처에서 출입문 전자변의 고장 확률이 가장 높았고 왼쪽 하단의 신뢰도 함수를 참고하여 보

면, 4년(1,460일)정도 되면 신뢰도가 70% 이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오른쪽 하단의 고장률 함수는“작동하는 것 중에서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므로 사용 시간대비 모두 고장 확률이 커지는 특성, 즉 형상 모수(β)가 1보다 크므로 출입문 전

자변은 열화(마모고장)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3은 95% 신뢰구간에서 와이블 분포의 추정된 모수값(Parameter

value)을 나타낸다.

출입문 전자변의 고장데이터를 타점하여 최소제곱법으로 분석하면 최종적으로 식(4), (5), (6)과 같은 신뢰도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가 도출된다[7].

 (4)

(5)

 (6)

여기서 f(t)는 확률밀도(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함수, R(t) (Survival or Reliability function)는 신뢰도 함수, h(t) (Hazard

function)는 고장률 함수를 나타낸다.

 f t( ) = 
1.293

3,109.72
--------------------- × 

t

3,109.72
---------------------
⎝ ⎠
⎛ ⎞

0.293

 × e

t

3,109.72
---------------------
⎝ ⎠
⎛ ⎞

1.293

–

R t( ) = e

t

3,109.72
---------------------
⎝ ⎠
⎛ ⎞

1.293

–

h t( ) = 
1.293

3109.72
------------------- × 

t

3,109.72
---------------------
⎝ ⎠
⎛ ⎞

0.293

Fig. 7. Parameter estimates for Weibull distribution. Fig. 8. Plot for failure data for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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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와이블 분포의 추종성 확인

Fig. 8은 수명분포 분석에서 얻어진 모수를 사용하여 그린 분포곡선(95% CI 구간 포함)과 고장데이터를 동일 그래프에 타점

하여 비교하였다. 타점한 데이터의 예측된 와이블 분포를 함수가 잘 추종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는 출입문 전자변의

수명을 와이블 분포로 추정된 모수값(Shape=1.29, Scale=3,109.72)을 이용하여 표현함이 타당함을 증명한다. 이는 와이블 분포

가 여러 가지 분포를 근사적으로 잘 표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8].

2.4.7 출입문 전자변에 대한 산업현장 보증수명(B5 수명) 적용 및 4년±10% 주기에 대한 신뢰도 평가

Table 4는 전자변의 수명 분위수(Percentile)와 신뢰도를 대응시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보증수명으로 많

이 사용되는 B5 수명(5% 고장 확률)의 경우를 출입문 전자변에 적용해보면 약 312.69일(Day)이 되며, 이때의 신뢰도는 95.0%

정도임을 식(5)의 신뢰도 함수로 확인 할 수 있다.

현행 4년 주기로 시행되는 Overhaul 주기에서의 출입문 전자변에 대하여 Table 3에 추정한 모수와 식(5)의 신뢰도 함수를 이

용하여 신뢰도를 산출하면 Table 5와 같이 신뢰도가 산출된다. 고정주기는 4년을 기준으로 ±10% 여유를 갖는데 4년+10%일 때

출입문 전자변의 신뢰도는 65.3%까지 하락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2.5 신뢰도 산출에 의한 정비주기 산정

2.5.1 임무신뢰도를 이용한 검사정책

기존 현장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장발생 건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운영기관은 적극적인 정비정책과 예비 물품에 대한 경제적

계획까지도 수립할 수 있게 되므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도출된 신뢰도 함수를 사용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건수

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식(6) 고장률 함수(Hazard function)를 적분하면 특정구간에서의 발생하는 고장건수를 예측 할 수 있다

[9,10]. 이는 고장발생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용하고 신뢰도 있는 방법이다. Table 3과 같이 얻어진

출입문 전자변의 와이블 모수를 고장률 함수로 표현하면 식(6)과 같이 된다.

출입문 전자변은 현재까지도 모든 장치와 함께 Overhaul 시점(4년검사)에 일괄 분해 수리하는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즉 항

상 4년±10%의 기준의 기간주기로만 Overhaul하게 된다. 따라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신뢰도 함수와 조건부 신뢰도를 사용한 출

입문 전자변의 검사정책을 위하여 B5수명과 신뢰도 함수를 Table 4 및 식(5)와 같이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신뢰도를 제

한하면서 특정 시간 동안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고려한 검사정책을 설계한다면, 고정시점(4년)±10%의 검사정책 대신 정량적인

방법으로 모델링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뢰도함수와 조건부 신뢰도함수를 사용하면 임무신뢰도(Mission reliability)를 사용

한 검사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Fig. 4에서 T0는 특정 신뢰도를 나타내는 시간이고, t는 전동차가 특정주기를 경과하고도 99%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

간인 임무시간(Time of mission reliability)이다. 위의 Fig.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7)의 확률식으로 표현된다.

 (7)

Table 5. Four-year assessment period for reliability parameters of Weibull distribution.

Current Cycle(4Y ±10%) Reliability [R(t)]

1,314(lower, -10%) 72.0%

1,460(4Y) 68.6%

1,606(maximum, +10%) 65.3%

Prob L< t L+ y≥{ } = 
Prob y L y< < t+{ }

Prob L y≥{ }
------------------------------------------

Table 3. Parameter estimation for Weibull distribution.

Parameter Estimate

95% lower 

confidence

limit 

95% upper 

confidence 

limit

Shape 1.29303 1.20661 1.38564

Scale 3,109.72 2,889.98 3,346.17

Table 4. Table of percentiles.

Percent Percentile Lower Maximum Reliability

0.1  14.89  10.67  20.77 99%

3 208.96 178.59 244.49

5 312.69 274.10 356.72 95%

7 408.94 364.32 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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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3)과 Table 3의 모수를 적용하여 신뢰도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식(8)과 같이 정리된다[11].

 (8)

이는 Fig. 4와 같이 특정 신뢰도를 제한하여 Overhaul 주기를 설정함과 동시에 그 주기 이후의 특정시간 동안도 고장이 발생

확률을 제한하여 전체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사용하는 4년±10% 검사정책 보다는 정량적이면서 신뢰성 향상

을 이루게 된다.

Table 6은 수명분석으로 도출된 신뢰도[R(t)]와 식(8)을 사용하여 얻어진 임무신뢰도(M-00)의 관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

것은 현재 중정비 기준의 고정주기로 사용하고 있는 4년±10% 검사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며, 임무신뢰도를 7일간의 간격으로

정리한 이유는 SMRT의 최하위 검사가 7일간격의 주기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2.5.2 조건부 확률에 의한 주기산출

Table 4를 보면 출입문 전자변의 B5수명은 312.69일 이고, 이때의 신뢰도 95.0% 이다. 이와 관련하여 Table 6에서 보면 신뢰

도[R(t)] 약 95%일 때 T0는 310일이 되고, 임무시간을 99%로 제한하면 t는 42일이 된다. 그러면 T0+t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Overhaul 주기는 352(310+42)일이 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정책을 수정하면 현행 Overhaul 기간을 4년 10%의 가감

이 아닌, 신뢰도(95%)와 임무신뢰도 99%를 적용한 확률적 기반의 유지보수 정책을 설정할 수 있고, 이 방법은 유사한 다른 열

화(마모)성 장치나 부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MRT 6호선 전동차 출입문 전자변의 고장데이터를 고장유형 별로 분석하고 가장 빈도가 높은 누기 고장 데

이터에 대하여 통계프로그램 (MINITAB)을 이용한 수명분포 분석은 다음과 같으며 신뢰도함수를 이용한 검사주기 산출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출입문 전자변 고장은 누기로 인한 기능정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월별로 분석하면 1st, 2nd 분석구간은 동절기

에 누기발생 빈도가 높고, 3rd 분석구간에서는 관리기술의 향상으로 동절기와 하절기 고장발생 빈도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누

기는 오링 등 고무부품에 대한 환경(온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와이블 분포에서 형상모수(β) < 1이면 초기고장, 형상모수 = 1이면 우발고장, 형상모수 > 1이면 마모고장을 나타내는데,

출입문 전자변에 대한 모수추정 결과 형상모수(β)가 1.293으로 열화특성(β > 1)을 가지므로 예방검사 정책은 타당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3) 고장데이터가 어떤 이론적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정하는 적합도 검정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MINITAB)으로 지수분

포, 와이블 분포, 정규분포, 로지스틱분포를 가정하여 타점한 결과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와이블 분포가 고장특성을 가장 잘 반

영하며, 와이블 분포의 Pearson 상관계수도 0.987로 두 변인인 고장패턴과 와이블 함수가 강력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

었다.

(4) 와이블 분포를 분석모델로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형상모수 1.29303, 척도모수 3,109.72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모수와 신

뢰도함수를 이용하여 고정주기인 4년±10%의 신뢰도를 산출하면 4년(1,460일)은 68.6%, 하한(1,314일)은 72.0%, 상한(1,606일)

은 65.3%가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산업현장 B5수명의 신뢰도 95%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5) 추정된 모수와 조건부 신뢰도함수식에 특정 주기의 신뢰도(T0)를 95%, 임무시간(t)의 임무신뢰도 99%를 목표로 제한하여

새로운 Overhaul 주기를 산출하면 T0(310) + t(42) = 352일이 산출 된다. 즉, 특정주기 동안의 출입문 전자변 신뢰도 95% 확

보를 위해서는 310일의 Overhaul 주기가 필요하고, 특정정주기를 초과하여 99%의 임무신뢰도를 갖는 임무시간(t)을 더하여 관

Table 6. Inspection cycle considering mission reliability(M : mission term, day).

Time(day) R(t) M-21 M-28 M-35 M-42 M-49

300 95.25% 99.56% 99.41% 99.26% 99.11% 98.96%

310 95.05% 99.55% 99.40% 99.25% 99.10% 98.95%

320 94.85% 99.55% 99.40% 99.24% 99.09% 98.94%

R T
0
, t( ) = 

R T
0

t+( )

R t( )
-------------------- = exp

T
0

t+

3,109.72
---------------------
⎝ ⎠
⎛ ⎞

1.293

– /exp
t

3,109.72
---------------------
⎝ ⎠
⎛ ⎞

1.293

–



박희섭 · 구정서 · 김길동

576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5호 (2017년 10월)

리하려면 352일의 최대 허용 Overhaul 주기가 도출된다. 

본 연구와 같이 출입문 전자변의 고장데이터로 수명분포를 분석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특정기간에 목표로 하는 신뢰도를 우

선 정하여 조건부 신뢰도함수로 Overhaul 주기를 산출하면, 현행의 고정주기 방식보다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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