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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lso in railway vehicles, related products are being designed and manufactured through RAMS 
activities in order to secure their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　 safety. Subway operators are 
conducting R&D on various preventive maintenance methods　and applying them to the field so as to establish 
a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RCM) system. In this connection, manufacturers　shall carry out  R&D based 
on reliability from the first design stage of development to provide high quality products to subway operators. 
And operators shall have the products operated properly to their particular operating environment and managed 
based on the standard maintenance manual. Not only that, but the related field data shall be fed back into the 
manufacturers to upgrade upcoming products by organic cooperation between manufacturer and operators. 
However,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is not still developed in the domestic railway 
industry. In terms of methodology for life predic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field data on relays 
used for rolling stocks considering oper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position of subway operators and predict 
parts reliability using reliability prediction program from the standpoint of manufacturers as well.

1. 서  론

신뢰성이란 KS A 3004에서는『주어진 기간동안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템

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KS C IEC 62278에서는 신뢰도란『아이템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요구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확률』로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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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분야에서도 RAMS, RCM 등 신뢰성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
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작사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운영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사항 
분석 등 개발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신뢰성이 기반이 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운영사에서는 제작사가 
납품한 제품을 운영환경에 맞게 사용하고 정해진 유지보수 지침에 의하여 정비해야 하며, 또한 필드데
이타가 다시 제작사로 피드백되어 설계에 반영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작사와 운영사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철도분야에서는 이러한 교류 및 협력자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명을 예측하는 5가지 방법중에서 가속수명을 이용한 예측을 제외한 4가지의 경우를 
전동차량에서 사용되는 계전기의 사례를 들어 수명을 분석하고 예측을 수행하였다.

2. 신뢰성과 예측 방법의 종류
신뢰도 예측이란 “부품 또는 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고장률이나 평균수명 등과 

같은 신뢰성 척도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표1은 수명예측의 종류 및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신뢰도예

측을 통해서 제작사는 제품의 수명 예측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긴 수명을 가진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선

택할 수가 있다. 철도차량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예측 규격을 사용하여 부품 및 시스템의 운용과 사용

조건에 대한 고장률을 예측하므로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품 및 시스템의 수명을 예측하여 제품을 개발

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

다.

부품의 수명을 예측하고 예측한 수명을 정비에 활용한다든지, 운영데이타를 피드백 시켜 설계에 제반

영하여 수명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행위 등을 아직까지 철도차량분야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운영기관에서는 표1의 1번과 같이 제작사가 제시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유지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작사에서는 단순 소모품(오일, 고무류 등) 등을 제외하고는 내구연한(부

품수명)의 설정이나 부품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기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수명평가의 종류는 크게 5가

지로 구분할 수 가 있으며, 1,2,3번은 운영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예측 방법이 될 수 있으며, 3,4,5번은 제

작사가 설계 제작시 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연번 수명예측 종류 예측 방법 비       고

1

제작사가 제시한

기준값을

이용한 예측

 제작사가 제시한 정비기준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방법

주기별 검사에 맞게 끼워 맞추거나

시험실데이타를 이용하여 실 환경

과 차이가 많음

2
운행특성을

고려한 예측

 각 운영기관의 운영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

운행환경 변화 등 변수에 대한 대

응력이 떨어지고 많은 시간이 흘러

야 함.

3
필드데이타를

이용한 예측

 필드에서 사용 중 고장 발생한

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적

으로 수명을 추정하는 방법

통계적으로 추정하는데 있어 필요

로 하는 정보(사용시간, 고장형태

등)가 포함된 필드 이력 데이터 품

질 확보

4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예측

 MIL규격, Telcordia, EPRD/NPRD

규격 등을 이용하여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

현실과 예측값의 차이가 크고, 예

측방법에 있어 팩터값을 어떻게 정

하는냐에 따라 예측결과가 달라짐

5
가속수명시험에

의한 예측

 제품을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하여

고장을 낸 후 가속 모형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의 고장시간

으로 환산하여 수명예측 하는 방법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고장형

태를 가속시키는 스트레스의 종류

가 부품에 따라서 다름

표 1. 수명예측의 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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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사가 제시한 기준값을 이용한 예측

계전기 제작사에서는 고유수명을 MTBF, 고장율 등이 아닌 동작 횟수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값

은 표6과 같다. 계전기 동작 시 작용하는 물리적 응력으로 정해지는 기계적 수명과 접점의 통전전류, 전

압과 차단전류에 의한 전기적 수명으로 정해짐을 알 수 있다.

계전기의 사용환경과 역할에 따라 동작횟수가 상이하여 단순한 동작회수를 가지고 유지보수 기준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표 2.  계전기 종류별 고유수명데이타 (제작사 제시)

구  분 제작사 수명(전기적/기계적) 사용개소
KH-102-3C

K사 50만회/5,000만회
냉방제어용

KH-102-3C-7 차종별 사용개소 상이하나,주로 인접차출입문개폐확인(5,6,2차분)냉난방제어관련(1차분)에 사용
5,7,8호선 ATC용 
바이탈계전기 U사 제작사 자료 확보 불가 ATC용 바이탈 계전기용

(EBR, LDE, RDE 등)

5호선용 ATC용 
논 바이탈 계전기 T사 10만회/100만회 ATC용 논 바이탈 계전기용

(PCR, LIC, RIC)

SC(SM)-10VD～50D S사 100만회/1,000만회 차종별 사용개소 상이
SMC(D)-10P～80P L사 150만회/1,000～500만회 CM, SIVK, ESK 등
SMC-100P～800P 50～100만회/500만회
WRAX-L440A,B,D W사 100만회/200만회 차종별 사용개소 상이

4. 운행특성을 고려한 예측

4.1 사용빈도 분석 및 기준정의

Fig. 3-3과 같이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계전기 동작횟수와 실제 운행중 동작 하는 횟수를 추정해보기 위

하여 차종별 사용용도가 다른 743개의 계전기(접촉기)에 대하여 사용 등급을 본선 1왕복을 기준으로 역간 

동작할 수 있는 빈도를 8개 등급으로 정의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사용량은 정확한 동작 횟수를 알 수 없기

에 운영기관 특성에 맞게 추정 사용량을 적용하였다.

그림 1. 운행에 따른 계전기 등급별 동작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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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사용빈도 등급 기준

등급 사용량 기  준 비  고

8 100% 상,하선 모두 사용 (역마다 사용) 열차정지계전기 등

7 50% 상,하선 구분 사용 (역마다 사용) 출입문 계전기 등

6 50% 상,하선 모두 사용하되(일부역에서 사용) CM기동 등

5 20% 계절적 특성에 따라 동작 냉/난방기, 송풍기 등

4 5% 본선 운행중 불특정하게 사용 주간제어기 EB 등

3 2% 회차시 마다 동작 1왕복당 1회 동작

2 1% 열차 최초 기동시 동작 일평균 2회 동작기준

1 1% 평상시 사용치 않으나 절체시(고장) 동작 

4.2 운행거리에 따른 동작횟수 분석

각 호선별 년간 주행거리와 영업거리 및 역수를 고려하여 편성별 년간 왕복 횟수를 산출하였으며, 사용

빈도에 대한 8등급을 적용하여 분석을 한 결과 사용빈도에 따른 동작횟수는 약 1,000여회~약110,000여회

의 동작횟수를 보였으며, 심각도 등급에 따라 가장 치명적인 "S등급"에 해당하는 계전기는 제어방식에 

따라 특정차종에 국한되었다.

표 4. 운행거리에 따른 동작횟수 분석 결과

구   분
5호선

(76개편성)

6호선

(41개편성)

7호선(1차/2차)

(17개/45개)

8호선(1차/2차)

(15개/7개)

① 차 령 15년 11년 9년/14년 11년/14년

② 년간주행거리 8,036,539km 4,206,714km 7,115,880km 2,283,768km

③ 편성당 년간 평균 주행거리 105,744km 102,602km 114,773km 134,339km

④ 영업거리 및 역수 52.3km/51역 35.1km/38역 46.9km/42역 17.7km/17역

⑤ 편성당 년간 평균 운행역수 103,115역 111,080역 102,781역 129,026역

⑥ 편성당 년간 왕복 횟수 1,011회 1,462회 1,224회 3,795회

⑦ 사용빈도

(년간)

8등급 103,115회 111,080회 102,781회 129,026회

7등급 51,558회 55,540회 51,391회 64,513회

6등급 51,558회 55,540회 51,391회 64,513회

5등급 20,623회 22,216회 20,556회 25,805회

4등급 5,156회 5,554회 5,139회 6,451회

3등급 2,062회 2,222회 2,056회 2,581회

2등급 1,031회 1,111회 1,028회 1,290회

1등급 1,031회 1,111회 1,028회 1,290회

4.3 부품 수명 분석 결과

제작사가 제시한 수명인 동작횟수를 운행특성에 따라 수명을 예측 분석한 결과 동일부품이라도 호선

별, 사용개소별 역할에 따른 사용빈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제작사에서 제시한 전기적 수명 50만회∼

100만회를 적용하여 수명산정시 50만회는 5년~83년, 100만회는 9년~166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

왔지만, 이런 사용횟수를 고려하여 수명주기 도래시 예방정비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기란 현실적

인 여러 문제점에 도달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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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용빈도에 따른 수명 도래시점 예측

사용빈도 년간사용량 전기적수명 사용년한 비  고

8 약110,000회/년
100만회 약 9년 WRAX-L440B

50만회 약5년 KH-102-3C-7

7, 6 약56,000회/년
100만회 약18년 WRAX-L440A,B

50만회 약 9년 KH-102-3C-7

5 약22,000회/년
100만회 약45년 전사양

50만회 약23년 KH-102-3C-7

4등급이하 약6,000회/년
100만회 약166년 전사양

50만회 약83년 KH-102-3C-7

계전기류의 수선특성을 분석한 결과 계전기 고장을 유발하는 부품은 접점 (가동/고정)과 코일이 대부분 

이었으며, 이력관리 후 발생된 고장을 분석해 보면 불량 코일의 경우 모두 10년이상 사용된 코일임을 알 

수 있었다.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을 고려하여 심각도 등급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을 달리하는게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지보수 지침으로 계전기 사용용도에 따른 심각도를 기준으로 하여 고장시 

자력운행이 불가한 “S등급”은 우선적으로 일괄교환 조치하고, A,B등급의 계전기는 중정비 도래시 단계

적으로 교환, 기타 등급은 기존의 유지보수 방법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다.

5. 필드 데이터를 이용한 수명분석

4에서는 운행특성을 고려하여 계전기 종류별, 사용용도별 구분을 통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수명과 비교

를 해보았다. 5에서는 기 분석된 계전기 종류중에서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심각도 등급이 고루 분포

되어 있는 L440 시리즈의 계전기를 선정하여 10년간 운영한 필드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전기의 신뢰도를 

예측 하였으며, 선정된 계전기의 고유 특성은 표 6과 같다.

표 6. L440시리즈 계전기 정격 및 성능

구 분 L440A L440B L440D

정 격

정격동작전압 DC100V DC 50V DC 24V

정격통전전류 3A

접 점 배 열 4a+4b

성 능

최저동작전압 70V이하 35V이하 16.8V이하

코 일 저 항 1,600Ω±5% 400Ω±5% 100Ω±5%

코일온도상승 100℃이하

절연내력(60Hz,1분) AC1,200V

절연저항(500V메가) 100㏁

내구성

시  험

전기적 TYPE TEST 50만회

기계적 TYPE TEST 100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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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L440시리즈 BOM (Bill of Materials) 체계 구성

계전기의 구조는 그림2와 같으며, 3레벨로 구분하여 1레벨은 계전기 조립체, 2레벨에서는 부품 수선단

위를 고려하여 코일, 접점 Ass‘y, 기타부속품으로, 3레벨에서는 접점 Ass‘y내 단위부품과 기타 부속품내 

28개 단위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벨1 레벨2 레벨3

Relay 접점 Ass'y 고정접점

가동접점

코   일

기타부속품 프 레 임

커    버

아크슈트

절연튜브

서포트

그림 2. 계전기 BOM 구성도

5.2 데이터 정리

L440시리즈에 해당하는 계전기의 총 수량은 10,650개이며, 필드데이터의 고장률을 분석하기 위해서 

계전기의 10년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기준은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자재관리 전산 시스템에

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수집 주기는 분기별, 사용량은 입고 수량 및 출고 수량으로 하였으며, 계전기는 

불량시 수리하여 재사용되어지는 수리계의 제품으로 구매수량은 신품 및 수선후 재사용되어지는 수선품을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모두 포함하였다. 즉, 입고수량은 신품 및 중고품(수선후 재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하

였으며, 고장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하였다. 분석하고자 하는 계전기는 대개의 경우 수리를 통

해 고장 전의 상태로 복귀(Restoration)가 가능하고, 신규로 구매하는 것과 기능적인 차별 점은 없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입고되는 계전기는 신품 또는 수선후 재사용되는 중고품 두 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나,

기능적으로 차이는 없으며, 수리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신품과 동일한 수명 조건을 갖는다는고 정의하였다.

우선 수집된 계전기 고장에 대한 고장분포를 알고자 Weibull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Weibull 분석의 장

점은 Bath Tube 곡선의 초기 (Wear In), 정상상태 (Steady-State), 마모 (Wear Out) 등 모든 상태의 고장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5.3 데이터 해석

 신뢰성분석 프로그램인 RELEX의 Weibull 모듈을 사용하여 Table 3-14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전기의 와이블 분석결과 형상모수( )는 1.0676, 척도모수()는 4,333.2644가 나왔다.

 평균수명은 식 2.9의 와이블 분포식 따른 평균수명은 아래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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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간
     (단, ,  이다)

 감마함수표에 의해서   이므로 평균수명(MTBF)는 4,229시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상모수()는 1.0676로 계전기는 지수분포에 근사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전기전자제품의 고유 

특성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즉, 고장 발생 형태가 우발적인 고장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정한 경향의 고

장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림 3. 계전기 확률 분포                     그림 4. 사용시간에 따른 신뢰도 변화

6. 예측 규격을 이용한 신뢰도 예측

계전기 신뢰도 예측을 위하여 217Plus 규격을 사용하였고, 비전기전자 부품의 경우는 NPRD

(Non-electronic Parts Reliability Data)라는 고장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Fig. 7과 같이 계전기를

BOM 레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30개 단위부품에 대하여 고장률을 예측하였다. 온도(40℃)와 환경

조건은 GM(Ground Mobile)하였으며, 예측된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분석결과 L440시리즈의 평균수명은

217,019시간, 고장률은 4.61×10
-6
이었다.

그림 5. Captured Screen of RELEX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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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 레벨에서의 신뢰도를 재 산정하기 위하여 각 부품의 고장률을 신뢰도 예측 모형에 적용하

여 초기 시스템 고장률( IAl : Initial Assessment)을 예측하고, 비 부품 요인들의 영향을 반영하는 팩터를

적용하여 수정된 시스템 고장율 ( Pl :Prediction)을 계산한다. 여기에 경험적인 필드데이터를 반영하여

고장률을 다시한번 산정하여 정확도를 높인다. 그림6은 이러한 산출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6 Diagram of System Failure Rate

Process Grade는 비 부품 요인으로 인한 시스템 수준에서의 고장률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8개범주

로 구분되고 460개 질문으로 구성되며 이중 필수 답변 항목은 107개 항목이다.

8개 범주는 각각 설계(Design), 제조(Manufacturing), 부품(Parts), 시스템관리(System Management), 비

반복(Can Not Duplicate), 유도(Induced), 마모(Wearout), 신뢰도성장(Reliability Growth)이고 설문지 작

성은 평균 수준인 Default 값을 적용하였으며, 업체 평균 수준을 가정하였다. 부품품질 만 93.8% 등급을

나머지는 각각50% 등급을 적용하였다. . 그림 7은 RELEX2009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설문지의 일부이다.

그림 7. PROCESS GRADE (DESIGN QUESTIONNS)

6.1 신뢰도 예측 결과

표 7과 같이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예측된 평균수명을 정리하였다. 단위 부품의 고장률의 합으로

구해진 값으로 NPRD(Non-electronic Parts Reliability Data)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예측값과

필드데이타의 와이블 해석 결과인 4,229시간과 많은 차이가 이었으며, 진동 및 PROCESS GRADE와

OPERATION DATA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도 예측치가 달라짐을 알수있었다.

1334



표 7. Average Life according to Conditions

연번 구 분 MTBF 고장률(10-6) 비 고

1 NPRD 적용 (MIL-HDBK-217F) 217,019 4.61

2 진동 (Random Vibration) 167,420 5.97

3 진동 + Process Grade 172,392 5.80

4 Operation Data + Process Grade 3,750 266.66

5 진동 + Operation Data 3,219 310.61

6 진동 + Process Grade + Operation Data 3,538 282.60

7. 결  론

도시철도 차량에 사용중인 20여종 60,000여개의 계전기류중에서 L440 타입의 계전기를 선정하여 신뢰

도예측 방법에 따라 적용을 해보았다. 첫번째로 제작사가 제시하는 부품 수명인 동작횟수와 전동차 운

행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빈도에 따른 수명주기를 예측하였고, 두번째로 오랜 현장 경험에서 축척된 필드

데이터의 해석을 통하여 고장분포 특성과 부품의 평균 수명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예측 프

로그램의 217PLUS 규격을 활용하여 부품레벨과 시스템 레벨에서의 신뢰도를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제작사가 제시한 수명(동작횟수)를 기준으로 전동차 운행 특성에 따른 사용빈도, 심각도, 검출도 기준

을 새롭게 정의하여 동작횟수 추정에 의한 부품의 수명은 제작사양에 있는 수명 100만회를 기준으로 하

였을 경우 최소 9년에서 최대 166년까지 산출되었으나, 전동차 내구연한 25~40년과 비교하면 반 영구적

인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전기의 수명을 동작횟수로만 추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출발

역에서 종착역까지 계전기는 한 번 동작하지만 계전기에 걸려있는 전기적 부하는 장시간 계속된다는 것

이고, 제작사가 제시한 수명은 제품 초기 개발시 시행한 이상적인 조건에서 시행한 데이터라는 것이다.

즉 사용개소에 따른 동작횟수의 차이가 큰 계전기의 수명을 단순히 동작횟수로 수명을 산출하는 것은

부적절하였다.

신뢰도 예측결과와 같이 부품의 고장률의 합으로 시스템의 고장률을 예측하는 NPRD에서 예측된 평균

수명 217,019시간과 필드데이터 와이블 해석을 통한 평균수명 4,229시간, 217PLUS에서의 Process Grade

와 진동팩터를 적용한 평균수명 172,392시간, Operation Data를 적용한 평균수명 3,219시간 등 예측 조

건에 따라 수명의 차이를 보였다. 우리는 부품 고장률의 합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데이터를 적용하기 보

다 앞으로는 시스템 레벨에서의 실제 적용 가능한 신뢰도 예측을 실행하여 정비정책시 반영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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