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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은 철도차량 영업운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도시철도차량의 
출입문은 승객들의 승하차를 담당하는 장치로써 고장이 발생할 경우 승객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열차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치이다. 최근에는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의 신뢰도 목표값을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설계와 제작을 위한 발주사양 기술 요구조건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으며, 차량 제작자는 제작시 발주사양 
기술 요구조건에서 철도운영자가 제시한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의 신뢰도 목표값을 만족시켜야 하고, 철도운영자는 
유지보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자의 신뢰도 목표값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식 출입문 시스템의 유지보수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도를 미니탭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현장 데이
터를 적용한 신뢰도 분석은 철도차량에 대한 새로운 유지보수 정책이나 유지보수 주기를 바꾸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주요어 : 신뢰성, 철도차량,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 고장율

Abstract - Electrical door system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items for the successful commercial operation 
of the railway vehicles. Nowadays, reliability values of electrical door system have a tendency to be included 
in technical requirements for design and manufacturing of rolling stocks. Manufacturer shall meet the 
reliability target values of electrical door system which is proposed by railway operator in procurement 
contract book. Railway operator shall approve the supplier's the reliability target values based on 
maintenance operation data. Railway operators are in the transition stage from the framework of maintenance 
interval based on time to the framework of maintenance interval based on distance. In this study, failure 
rates of the electrical door system currently used in railway vehicles are collected from maintenance field 
data. Failure rates are analyzed by using Minitab. Several kinds of plan for improving reliability are also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keep studying on reliability prediction methodology, applying it in the field 
and implementing on improvement of reliability through feedback as well. Further, it will be useful for 
determining new maintenance policies or changing maintenance intervals for existing railwa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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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는 교통수단 중에서 대량수송 비중이 크고, 이
용하는 승객들을 정시에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철

도시스템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시철도

차량 출입문은 정거장에서 승객이 원활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동작하여야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의 고장 

및 오동작으로 인하여 승객 승하차에 어려움이 발생

뿐 만 아니라 운행 장애를 유발하여 도시철도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심각한 경우 승

객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치이다.
현재, 출입문 시스템을 포함한 도시철도차량의 정

비체계는 운행 시간 또는 운행 거리에 따라 기준을 정

하여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계획정비를 실시하는 획

일적인 정비방식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성 

중심 유지관리체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전기식 출입문의 신뢰성 관리를 위해서 실제 

발생된 고장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개별 고장 원인을 제

거하거나 감소시켜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신뢰성 기

반 유지보수체계로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을 관리하여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 제작사에서 

제시한 신뢰성 값과 실제 운영 자료에 근거한 신뢰성 

값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철도차량 운영기관의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의 실제 

운영 자료를 사용하여 고장자료를 분석하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요소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전기식 출

입문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의 구조

2.1. 전기식 출입문의 개요
본 연구에서의 대상인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은 

2005년 이후 도시철도차량에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전에 적용하였던 공기식 출입문 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내구성과 유지관리성, 운행 중에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는 등 승객

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도록 설계되었다. 일반적인 

중량철도차량에는 량당 8세트의 측 출입문이 구성되

어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세트

의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은 크게 4부분(제어장치부, 
작동부, 판넬부, 비상장치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

식 출입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DCU(Door 
Control System)로 각 출입문 시스템에 개별적인 DCU
(Door Control Unit) 를 가지고 있어 개별시스템의 상

태를 스스로 파악이 가능하고, 운전실에서는 각 DCU의 
상태를 입력 받아 출입문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도시철도차량에 적용된 출입문 시

스템의 폭은 공기식 출입문과 같은 1,300mm를 적용

하여 한번에 3명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기식 출입문의 시스템 규격은 Table 1과 같다.
도시철도차량 유지관리는 시간 및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TBM(Time Based Maintenance)방식으로 유지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차량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은 Table 2와 같다.

2.2.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의 주요 구성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의 구성은 전기식 출입문 시

스템을 제어하는 제어장치(DCU), 전기신호를 회전운

동으로 변환하는 모터(motor)와 모터의 회전력을 스

Division Specifications

Door System Type Electrical pocket sliding type

Stroke 2 × 650 mm = 1,300 mm 

functioning method Screw gear system

Rated voltage 100 VDC

Operating Voltage 70 VDC ~ 110 VDC

Opening time 2.5 ± 0.5 Seconds

Closing time 3.0 ± 0.5 Seconds

Obstacle detection Thickness 10 mm × 100 mm 

Main work device
Door control unit (DCU)
Internal and external emergency release device
Isolation and Switch

Operating switch

- Two closed detection switch
- One lock detection switch
- Two senses emergency release switch (internal 

/ external)
- Block (Isolation) device detection switch 1

Table 1. Electric door system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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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류에 전달하는 커플링(couping), 스크류의 회전운동

을 직선왕복으로 변환하여 출입문 판넬을 개폐하는 너

트(nut), 비상상황, 운전실 출입문 동작신호 입력을 제

외하면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을 개방하지 않도록 하

는 록킹장치(locking) 등의 전기식 출입문의 주요 구성

은 Fig.1 과 같다.

2.3.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의 동작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은 운전실에서 열림, 닫힘 신

호를 보내면 각 출입문 DCU는 출입문의 상태를 확인

하여 모터(motor)를 제어하며, 모터구동에 의해 스크

류가 회전운동을 하고, 스크류가 회전하면 스크류에 

연결된 볼 너트(nut)가 좌․우 직선 운동을 하고 포크 

어셈블리와 연결 브라켓에 의해 행인 디바이스(han-
ging device Ass’y)와 연결된 출입문 판넬이 개폐되는 

방식이다.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의 동작은 Fig 2와 같다.

Division Specifications
Inspection period

km Time

Verify door closing function of 
TCMS

According to the command of the TCMS all doors should be 
opened normally. 60,000 4M

Check the door opening and closing That all the doors of each car is gently slipped while operating 
in open and check for unusual noises 60,000 4M

Ensure emergency release device

⋅When operating the prize wheel, make sure the locking 
smoothly released and manually open the door easily.
⋅Locking is made smoothly handle return by the square key 

in case of emergency, make sure that when the door opened 
and closed work properly.

60,000 4M

Ensure the door blocking device Doors shut-off device is working properly verify that the doors 
open its doors only bypass operation 60,000 4M

Doors opening and closing time 
checks

Open:2.5 ± 0.5 second
Close:3.0 ± 0.5 second

Check the door opening and closing hours, the built-in 
diagnostics to connect a laptop to the door Engine 720,000 4Y

Doors open status check opening 
distance:

1,300mm(0/+10mm)

⋅When the door closed, check the status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position and the Seal of the door.
⋅If you opened the door, check the door opening distance 

at 1m height from the bottom point.

720,000 4Y

Check there is no wear and more 
of each component Check the wear and abnormal sound occurs if and disrepair 720,000 4Y

Screw cleaning and lubrication After cleaning, the Screw applies a lubricant. 720,000 4Y

Hanging device cleaning and 
lubrication Hanging device after cleaning and lubricate. 720,000 4Y

Table 2. Electric door inspection standards

Fig. 1. Main configuration of the electric door system

Fig. 2. Flow chart of the electric do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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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데이터 분석

3.1. 출입문 시스템의 고장 현황
도시철도차량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고장은 운영

기관에 따라 고장분류를 달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압기기, 주회로장치, 고압보조기기, 저압보조기기, 운
전실설비, 열차정보장치, 열차보안장치, 배전반설비, 차
체 및 실내설비(출입문 시스템 포함), 공기 및 제동제어

장치, 대차 및 기초제동장치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

지만, 열차보안장치와 제동제어장치, 출입문 시스템은 

차량의 운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치이

며, 특히 출입문 시스템은 승객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장치에 대하여 2012년 ~ 2013년 동안 발생한 고장 172
건 중 출입문 시스템이 포함된 차체 및 실내설비(Body 
and Interior equipment) 38건, 열차보안장치(Train se-
curity device) 33건, 주회로장치(Main circuit device) 
24건 순으로 고장이 발생하였고, 172건의 고장 분석

내용은 Table 3과 같다.

3.2. 출입문 시스템 상세고장 내역
출입문 시스템 고장이 차체 및 실내설비 고장 38건 

중에 포함되므로, 총 38건 중에서 출입문 시스템에 대

한 고장 건수는 31건, 냉난방 설비관련 6건, 기타 1건
이 발생하였다. 출입문 시스템 고장 중 출입문 하부레

일에 이물질의 간섭에 의한 출입문 닫힘 불량으로 발생

한 사항을 제외하면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에 대한 고장

은 총 19건이다.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에서 DCU 고장

이 9건(47.36%), TGIS의 순간 통신에러 6건(31.57%), 
출입문 재개폐로 정상복귀 4건(21.05%)으로 분석 되

었다. 

4.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 신뢰성 분석

4.1.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의 부품 구성 체계
전기식 출입문시스템은 대분류로 도어 오퍼레이터

부, 도어 판넬부, 행잉 디바이스부, 비상장치부 등 4개
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모듈(Mo-
dule)화 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

어있다. 전기식 출입문 시스템의 부품 구성을 3레벨로 

구분한 부품 구성 체계는 Fig.3과 같다.

4.2. 신뢰도 예측
전기식 출입문 제어장치인 DCU의 고유수명이 제작

사로부터 제시되었다. 수명시간은 미국 국방성 신뢰도 

예측규격인 MIL-HDBK-217FN2에 의해 산출된 값으

로서 MTBF는 150,000시간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설계 수명 값은 유지관리에서 설계수명을 고려한 교

체주기의 기준이 되며, 철도차량을 유지관리하면서 수

집되는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화 된다.

4.3. 고장데이터 수집 
제작 시 고려된 설계수명과 필드에서 수집되는 사

용수명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운행 이후, 2012년 ~ 
2013년까지로 약 15개월간의 필드데이터를 수집하였

으며, 대상 차량은 전기식 출입문이 적용된 12개 편성 

Devices 2012 2013 Total

High voltage equipment 3 4 7

Main circuit device 20 4 24

High-pressure auxiliary equipment 16 3 19

Low pressure auxiliary equipment 3 - 3

Driving facility 15 2 17

Train information device 17 1 18

Train security device 31 2 33

Switchboard equipment 3 2 5

Body and Interior equipment 29 9 38

Air and braking control device 1 2 3

Bogie and basic braking device 4 1 5

Amount 142 30 172

Table 3. Failure data associated with major devices

Fig. 3. Configuration Data of Electrical Door System 
(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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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개 출입문으로 한정하여 수집된 고장은 총 19건이

며 Table 4와 같다.

4.4. 고장 분석

고장분석은 미니탭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정
수중단과 정시중단 중 정시중단 시험을 이용하였다. 
즉, 데이터 수집기간(2012.1.1~2013.3.31) 중 종료일

인 2013.3.31일에 모든 시험이 끝난다는 가정 하에 데

이터 수집을 중단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분포를 찾기 위하여 

미니탭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Weibull, 
Lognomal, Exponential 분포의 A-D값이 472.577로 

동일하게 분석되었으며, Normal 분포의 경우 조금 높

은 값(472.578)이었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분포는 A-D
(Anderson-Darling) 값이 가장 적은 분포들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확률분포로서 전자 및 기계부품의 수명분

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Weibull 분포를 선정하여 

해석하였다. 
Weibull 분포는 형상모수, 척도모수, 위치모수에 의

해 정의되며, 고장의 형태(초기고장, 우발고장, 마모고

장)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Weibull 분포에 대한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

sity Function),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위험함수

(Hazard Function)들의 형태는 Fig. 5와 같다.
전기식 출입문의 Weibull 분포에 따른 통계량을 분

석하였으며 아래 Fig.6과 같으며, 통계량은 Table 5와 

같다. 고장분포의 형태를 알 수 있는 형상모수(β)는 

1.042로 우발고장 형태임을 알 수 있었으며, 평균수명

은 277,759시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고찰

최근 철도차량의 객실출입문은 전기식 출입문 시스

Total

Electric door system

DCU 
defects

TGIS with 
Instantaneous 

communication 
Error

Other 
Failure

No. of 
failures 19 9 6 4

% 100 47.36 31.57 21.05

Table 4. No. of failures of the electric door system

(a) Weibull distribution

(C) Exponential distribution

(b) Lognormal distribution

(D) Normal distribution

Fig. 4. Comparison of statistical distributions for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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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공기식 출입문은 계절적 

특성과 정밀한 제어가 불가능하여 동절기 및 승객 승

하차시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

었다. 이와 달리 전기식 출입문은 정밀한 제어와 계절

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에는 

철도차량의 모든 출입문에 전기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유지관리 현장에서 수집되고 제작시 일부 검

토된 예측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전기식 출입문의 핵심 장치인 출입문제어장치 (DCU)

는 설계수명이 15만 시간이었지만, 유지관리 시 수집

된 데이터를 Weibull 해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용

수명은 27.7만 시간이었다. 설계수명보다 사용수명이 

더 많음을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었지만, 설계수명

에서 예측된 정확도를 알 수가 없었고, 현장에서 수집

된 데이터의 수집과 원인분석 등 보다 정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신뢰성 분석

을 통해 설계수명과 사용수명의 피드백을 통해 예측

기술이 발전되고 현장 데이터의 품질향상으로 분석된 

값들의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면, 전기식 출입문의 최

적화된 부품수명과 특성을 파악하여 유지관리 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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