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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the key component that motor block system affect safety and performance of railway.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motor block for improvement of safety and 
reliability of rolling stock. As such, the motor block is an essential part of rolling stock. But 
provisioning quantities and spare quantities depend on the operator' experience.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occur lots of spare or lack of spare. If there are lots of spare, it is difficult to 
keep the circumstance by cost issues. On the contrary, if there are lack of spare, it may have a 
adverse effect on the whole railway. Thus, this study offers method to estimate optimal spare of 
motor block using the analysis of data related with Failure rate, MTBF, standards and guidelines. 
And we expect this study to contribute to determine optimal spare parts.

국문요약
철도차량의 많은 부품들 중에서도 특히 motor block은 차량의 안전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차량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motor block의 성능을 시험
하고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와 같이, motor block은 철도차량에서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운영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구매수량과 예비품수량이 결정되어지
고 있다. 이로 인해 과다하게 많은 예비품이 발생하거나 예비품이 부족한 경우를 초래하는 등 문
제가 발생되고 있다. 많은 예비품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 문제로 유지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예비
품이 부족할 경우 철도 차량 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장
률, MTBF, 규격 및 가이드 등 관련 자료의 분석을 이용하여 철도차량의 motor block의 optimal 
spare 산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현장에서의 적정 예비 부품 수량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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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비부품 또는 품목의 소요예측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철
도차량과 같이 안전을 중시하고 서비스의 정시성을 중요로하는 시스템의 경우 더욱 그렇다. 
예비부품의 최적화는 시스템의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려
운 문제이기도하다. 이유는 시스템의 고장이 확률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발적으로 발생이 되
며 따라서 예측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 이러한 배경을 기준으로 실제의 
시스템인 Motor Block의 RAMS 정보를 기준으로 설계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예비부품 산출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2. Spare Optimization

예비부품의 수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2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예비부품의 대상만
을 고려한 방법으로 Item Level의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비부품 대상인 Item을 포
함하는 시스템과 시스템을 포함하는 운용환경을 고려하는 System Level 접근방법이다.

2.1Item Level의 예비부품 산출방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Item의 고장은 주로 확률적인 현상이며,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고장의 발생경로도 운용환경의 여건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Item Level의 접근 방법은 주로 정비를 담당하는 
개별 엔지니어의 경험적 지식을 기준으로 직관적 또는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개별 Item의 신뢰도 또는 다음 번 고장까지의 시간간격 등을 경험적으로 예측하는 방
법이다. 어떤 Item이 일정기간 동안 살아있을 확률(신뢰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이며,

 는 포아송 분포의 평균치 함수이다.

위 식에서 고장이 없는 경우( f= 0)를 임의의 시간 간격에 대해 해석하면 신뢰도 또는 
다음번 고장까지를 예측한다는 의미이다. 다음 번 고장 시점을 예측한다는 의미는 예비부품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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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ystem Level의 예비부품 산출방법

시스템 Level의 예비부품 산출 최적화 방법은 Item Level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산출의 대상인 Item이 있어야하고, 그 Item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또한 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하는 지원체계
(Support Organization)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시스템 Level 최적화

2.1 Multi-Indenture

분석 대상 시스템의 계층구조를 의미하며, 가능한 LRU 또는 SRU 수준까지 계층구조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 단계의 예측 고장률(또는 Demand Rate), 단가 그리고 정
비도 예측 값을 사용한다.

2.2 Multi-Echelon

시스템의 운용 구조, 즉 정비창, 보급소 그리고 철도차량의 경우 개별 역(Station) 각 지
역 사이의 Logistics요소를 고려한다.

2569



2.3 운용조건

철도차량의 경우 1일 운행 횟수 그리고 운행하는 지역 등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시스
템 사용관련 정보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비-보급기지-운행 역 사이의 정비지원 
관계만을 고려하였다.

3. 모터블럭의 최적화 방법

예비부품의 소요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시스템레벨
의 운용간의 가용도를 최적화하고 이를 위한 예비부품의 수를 최적을 위한 설명변수가 된
다. 이 것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og≅ 
 





여기서,

A는 가용도를 의미하며, EBO는 포아송과정을 가지는 예비부품에 대한 평균치 함수이다. 
즉 예비부품의 수(s)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가용도 A를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1 모터블록의 최적화 - Item Level

모터블록의 LRU 레벨은 5개로 정의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수리가능한 수준은 약 80가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RU 레벨에 대해서만 수행하였고 주로 설계단계의 예측과 경험
적 운용자료 중 고장시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용도를 95%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준에서 개별 LRU 수준의 최적화를 수행하면 설계단
계의 MTBF를 100단위로 환산할 때, 약 37 단위에서 예비부품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즉 
운용조건 없이 Item 레벨의 속성만을 고려하면 약 2개의 소요량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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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tem Level 최적화

3.2 모터블록의 예비부품의 최적화 - System Level

그림 3. System Level 최적화

시스템레벨은 운용조건과 지원체계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법으로 수행했다. 따라
서 비용과 운영조건의 최적화의 주요 변수가 된다.

가용도 90%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5개 LRU에 대해 최적화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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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ystem Level 최적화 결과

4. 결론

Item Level과 System Level의 예비부품 산출 방법은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Item Level의 경우 현장 엔지니어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지만, 시스템 전체의 효율 측면에서 최적이라 할 수 없다. 반면 System Level의 최
적화 기법은 3개의 구조, System, 지원체계, 그리고 운용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모델을 정의하고 현실적인 운영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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