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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분기기 밀착검지기 Life expectancy의 유지보수 

주기 결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Maintenance Interval Decisions for Life expectancy in 

Railway Turnout clearanc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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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시스템은 궤도, 차량, 신호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결합되어 동작을 한다. 각 시스템들은 각각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브시스템은 또한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시스템은 각기 다른 고장특성과 고장률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시스템에 적당하도록 유지보수가 수행 되어야 한다. 각 시스템(기기)의 고장특성은 사용횟수, 사용 연수 혹은 사용강도

에 따라 달라진다[2]. 기기의 고장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고장모드를 정의 해야 한다. 기기는 여러가지 부품으로 구

성되어 있고, 고장을 발생시키는 minimal cut set의 구성요소를 찾아 내야 한다. 각각의 cut set에 따라 기기의 고장률을 산정

할 수 있다. 기기의 교체주기를 전환횟수나, 주요 운행선 위주로 우선 순위를 둔다. 성능 확보측면에서 적정한 교체시점을 고려

하여 결정하고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관리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

는 범위에서 기기의 적정교체 주기의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Weibull분포는 수명시간과 관련된 분야에서 응용되는

Abstract Railway turnout system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s in a railway and abnormal turnout systems

can cause serious accidents. To detect an abnormal state of a turnout, turnout clearance detectors are widely used. These

devices consider a failure of a turnout clearance detectors to be a failure of the turnout system, that could hinder train

operations. Analysis of turnout clearance detector failures is very important to ensure normal train operation. We cate-

gorized failures of detectors into four groups to identify failure characteristics of the 140 detectors, which are composed

of main line detectors (A), side tracks (B), detectors that are in operation more than 80 times a day (C) and detectors

that are in operation fewer than 10 times per day. Failures of detectors have mainly been caused in the control part, in

the cables and sensors; failures a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 B, C and D). We have tried to find failure density dis-

tributions for each type of failures, inferring the parameter distributions a priori. Finally, using the Bayesian inference

we proposed a maintenance time for control parts through the mean time of the detector, life and the life expectancy.

Keywords : Bayesian, Weibull distribution, Life expectancy, Adherence detector, Electric point machine

초 록 철도 분기기는 철도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이며, 분기기가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분기기의 상태를 검지하기 위해서 밀착검지기를 사용한다. 밀착검지기의 고장은 분기기의 고장으로 간주

되어 열차운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분기기 밀착검지기의 고장 특성분석은 분기기의 운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밀착검지기의 운용특성 및 고장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밀착검지기를 본선(A) 및 측선(B), 분기기 동작 횟수가 10회

미만(C) 및 80회 이상(D)로 분류하였다. 선정된 밀착검지기 140대를 기준으로 밀착검지기 고장특성을 분석하였다. 분

기기의 고장은 제어부, 케이블 및 검지센서에 발생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운용 환경(A, B, C, D)에 따라 분류하였으

며 각각의 고장밀도함수를 선정하고 모수를 추론하여 사전분포 값을 선정하였다. Bayesian추론을 이용하여 기기의 평

균수명과 한계수명(Life expectancy)을 예측하여 밀착검지기 제어부에 대한 교체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베이지안, Weibull분포, 한계수명, 밀착검지기, 전기선로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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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이며 형상모수(Shape Parameter)를 변화 시킴으로써 여러 형태의 분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베이지안은 통계학적으로 관

심이 있는 모든 모수치 및 예측 값 등은 불확실 하지만 이 불확실의 정보가 확률로서 표현 된다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며, 모수

에 대한 사전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추정을 더 잘해 낼 수 있고 복잡한 경우는 전통적인 통계학 보다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 유지보수신호시스템에서 열차의 탈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기부의 텅레일과 기본레일간의 밀착을 검지 하며 직접적

인 안전을 확보한다. 밀착검지기의 적정 사용 년 수는 주요본선 이나 기기의 노후 도에 따라 일부는 보수 하거나 일괄 주기로

교체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동차와 일반 열차 혼영으로 운영되는 일반철도 자갈 도상 위에 설치된 전기선로전환기를 대상으로 두 개

역의 최근 5년간의 설치연도가 기기 별로 다르고 또한 고장으로 인한 관측중단시기가 모두 다른 다중중도중단자료인 우측관측

중도절단 필드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부품의 수명을 월별 및 고장항목으로 분석한다. 본선(A)과 측선(B)으로 분리하고, 일일 10

회(C) 미만과 80~100회(D)을 전환하는 선로전환기를 그룹으로 추출하고 밀착검지기의 고장을 전체와 추출한 데이터를 비교, 분

석하여 적정교체주기를 제시한다. 또한, 기기에 대한 한계수명(Life expectancy)을 예측하여 철도신호분야의 유지보수계획을 수

립하는데 주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밀착검지기의 BOM(Bill of Material)을 도출하였으며, 운용형태가 서로 다른 2

개역에서 관측된 고장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구성은 제2장에서 밀착검지기의 BOM(Bill of Material) 분류 및 고장

현황의 분석, 3장에서는 수명예측을 위한 모델구축, 4장에서는 모델과 고장데이터를 이용한 수명예측을 하였으며, 5장에서는 결

론을 도출하였다.

2. 밀착검지기의 정의 및 고장분석

2.1. 밀착검지기 기능

밀착검지기는 텅레일과 기본레일 간의 밀착상태 및 할출 상태를 검지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밀착검지기는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한 방식과 기계적인 접촉을 없애고 근접센서로 기본레일과 텅레일의 이격거리를 검지하는

방식이다[5]. 밀착검지기는 제어부, 검지부, 표시제어부로 되어있으며, 전기 및 전자장치로 구성되어있으며, Fig. 1은 기존 전기

선로전환기와 연동이 되어있다. 

2.2 구조분석 및 고장 년도

밀착검지기는 제어부(Fig. 1), 검지부, 제어부와 검지부를 연결하는 케이블로 나눌 수 있고, 제어부 하부에는 각 계전기 및 전

원부가 있으며, 검지부는 기본레일에 설치된 센서로 텅레일의 밀착여부를 검지한다. Fig. 2와 Table 1은 밀착검기지의 기능 및

부품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림 BOM(Bill of Material)을 작성하였다. 밀착검지기의 BOM은 고장 발생유형과 부품의 구성을 비

교하여 도출하였으며, Fig. 2과 같은 FTA(Fault Tree Analysis)을 얻었다.

Fig. 1. Electric point machine and contact clearance detector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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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검지기 발생하는 이벤트를 고장의 원인에 따라 정상사상에서 고장상태를 일으키고 직접적인 원인을 결함사상으로 규명

하고 나열하여, 논리회로를 사용하여 고장 사상을 결합시켰다. FT의 작성은 시스템 고장의 최상위사건을 주요 시스템 고장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하위 고장 원인을 찾아 각 요소 별 연결의 관계에 따른 논리 회로를 결합하여, 더 이상 분해가 없는

기본사상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BOM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Table 2은 11월에서 2월 사이 동절기에 고장이 42.9%이며, 슬립과 같은 것이 원인이라 추정되며, 하절기인 7월~8월은 16.5%

가 발생한 것으로 외란(서지 등)에 의한 고장으로 추정되었다. 도출된 BOM과 고장사상을 결합한 FT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발

생한 고장데이터를 재정리하였다. 밀착검지기140대를 대상으로 수집한 고장데이터는 Fig. 3과 같으며, 5년간 고장 건수는 106

건이다.

10건은 초기고장으로 간주되어 분석에서 제외 되었으며, 10건 중에서 5건은 기기 및 설치불량으로 인한 제어회선의 눌림 및

파손 등으로 초기 3개월 내에 발생되었다. 밀착검지기의 계절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고장분석은 월별로 고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제어부가 49.5%, 검지부 34.1%, 케이블 16.5%가 발생하였다. 부품들의 고장은 선로전환기에 설치된 제어부, 레

Fig. 2. Adherence detector decision tree analysis.

Table 1. Adherence detector gate decision tree analysis number.

Number  Gate name Number  Gate name

 1  Adherence detector  19  Fixed nut

 2 Controller  20  NS relay contact

 3 Detection  21  RS relay contact

 4 Cable section  22  NS sensor

 5 Relay  23  RS sensor

 6  Over voltage inflows  24  Over voltage inflows

 7 Sensor  25  Connector terminal

 8 Connectors  26  Connector pin-up

 9  Control line  27  Access is poor

 10  Cross-index card  28  Induction

 11  Connector connection  29  Nut

 12 Damage protection  30  Insulation resistance

 13 Protection circuit  31  Line disconnection

 14 Diode  32  Cloth instar

 15 Sensor sensitivity  33  Disturbances occur

 16 NS connection terminal  34  Cable short trail

 17  RS connection terminal  35  Cable breakage

 18 Power supply

Fig. 3. Number of graph analysis failures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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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설치된 검지부에 주로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서지와 같은 외란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케이블의 고장은 분기기

의 가동 부에 의한 마모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제어부의 고장 49.5% 중계전기 고장이 27.5%이고, 검지부

34.1% 중에서 검지센서 고장이 13.2%이며, 케이블의 고장 16.5%에서 콘넥터 12.1%를 차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밀착검지기 고장데이터그룹 분류

본 분석에 사용된 최근 5년 간 고장 106건은 2개 역에 설치된 140대의 밀착검지기 고장데이터이다. 선정된 2개역은 열차 운

행 량이 비슷하며, 2개 역의 밀착검지기를 본선에 설치된 밀착검지기(A)과 측선에 밀착검지기(B)으로 2그룹으로 분리하고, 사

용빈도 수를 기준으로, 일일 10회(C) 미만과 80~100회(D)을 전환하는 선로전환기를 그룹으로 분리하여, 본선과 측선으로 분류

한 A와 B그룹과, 전환횟수 기준으로 분류한 C와 D그룹에 대한 고장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개역의 140대 설비 중 A와 B그룹

에서 53대가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87대는 고장 데이터 수집에서의 종료 시점과 역사 공사로 선로의 이동으로 인한 설비의 일

괄 교체로 관측 중단을 하였다. C와 D그룹은 열차 통과가 많은 본선 위주로 선정을 하였으며, 각각 31대의 기기 중 14대가 고

장이 발생을 하였다. 수집된 밀착검지기의 고장데이터를 이용하여 140대와 추출한 4개 그룹의 데이터를 비교 및 분석하여 기

기에 대한 교체 시점인 한계수명(Life expectancy)을 예측 하여 적정한 교체 시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3. 밀착검지기 고장빈도 예측

3.1 욕조곡선 및 고장모드

욕조곡선은 시스템의 초기고장, 우발고장 및 마모고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시스템과 관련된 욕조곡선에서 고장률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 했을 때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고장률이 일정한 것을 통상 우발고장으로 간주한다. 밀

착검지기의 FTA를 분석하였을 때, 밀착검지기를 구성하는 많은 부품은 밀착검지기 기능의 필수 부품이어서, 그 부품들이 고장

이 발생하였을 때 밀착검지기의 고장으로 간주된다. 밀착검지기의 일부의 부품이 연속적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전체 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고, 혹은 각기 서로 다른 부품이 우발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밀착검지기의 각 부품의 고장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우발 고장일 경우에 우발고장의 고장률(λ)은 각 고장을 일으키는 부품의 고장률(λi)을 합한 값

이다.

 (1)λ = Σλ
i

Table 2. Eachfilure rate analysis.

1 

Month

2 

Month

3 

Month

4 

Month

5 

Month

6 

Month

7 

Month

8 

Month

9 

Month

10 

Month

11 

Month

12 

Month

Total 

disability
Failure rate

Controller

Relay 4 3 3 1 1 1 3 2 1 1 2 3 25 27.5%

49.5%
Condenser 1 0 0 1 0 1 0 0 0 0 0 0 3 3.3%

Power 2 0 0 2 1 0 1 1 1 1 0 1 10 11.0%

PCB board 1 1 1 0 0 0 2 0 1 0 1 0 7 7.7%

Detection 

Sensor 

insulation
1 2 0 1 2 0 0 1 0 0 0 1 8 8.8%

34.1%Connectors 0 2 2 1 1 1 1 0 0 2 2 0 12 13.2%

Sensor 

Sensitivity
2 1 1 0 0 0 2 0 0 0 3 2 11 12.1%

Cable 

section

Control circuit 0 0 0 0 0 0 0 0 1 0 1 0 2 2.2%

16.5%

Connectors 

PIN 
0 0 2 0 0 0 0 0 1 3 2 0 8 8.8%

Cross-index 

card 
1 0 0 1 0 0 1 1 0 1 0 0 5 5.5%

Total disability 12 9 9 7 5 3 10 5 5 8 11 7 91 -

Failure rate 13.2% 9.9% 9.9% 7.7% 5.5% 3.3% 11.0% 5.5% 5.5% 8.8% 12.1%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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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고장률(λi)은 이론적으로는 일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Fig. 4는 bathtub

곡선이며, 마모고장 부분에서 어떤 분포를 갖는 다고 가정 할 수 있다. 그 특정분포의 초기부분은 고장빈도가 상대적으로 매

우 작아 우발고장 부분으로 간주 할 수 있다. Fig. 4의 마모고장 부분에 표시된 특정 고장분포곡선에 2은 마모시작 구간이며, 3

은 마모의 평균지점을 가리킨다. 또한, 4지점은 Life expectancy인 마모의 한계지점으로 교체 지점을 의미한다.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진 밀착검지기는 마모고장 보다는 캐패시터와 같이 온도와 서지와 같은 외란에 영향을 받아 고장이 발

생하는 경향이 있다. 통상 어떤 시스템이 마모고장이 시작되어, 전체 시스템의 10%가 고장이 발생하면 수명한계에 도달했다고

가정한다[3]. 밀착검지기의 제어부는 마모고장이 도래하기 전에 일률적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어, 필드 데이터를 분석을 통

하여 우발고장에서 마모로 넘어가는 변화점(chang point)을 도출하여, 기기의 수명을 예측하여 Life expectancy에서의 한계수명

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측된 고장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밀착검지기 제어부의 주

요 변수인 확률분포 모형을 찾아 기기의 고장 분포를 추정하여야 한다. 고장데이터에 대한 확률분포를 이용해 신뢰성 척도의

하나인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사전 고장 데이터를 이용한 정확한 한계수명의 예측시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3.2 확률분포 선정

통계적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분석도구 중 고장 자료를 이용 최적의 분포를 도출하기 위한 Minitab을 이용하여 어떤 분포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고장 데이터로부터 최적의 분포 모수 추정에는 최우추정법을 적용하였다[3]. 전기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고장데이터는 A, B, C 및 D의 4그룹에 대한 고장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고장확률분포는 각 부품에 따라 독립적

인 확률분포를 갖는다. 그 중에서 49.5%로서 고장빈도가 가장 높은 제어부를 선정하였다. 

Table 3은 Anderson-Darling 값을 비교 결과 최대우도법(MLE)에서 Weibull, 대수정규, 지수분포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Anderson-Darling 값은 A그룹은 지수분포가 낮으며, B그룹은 Weibull분포가 낮게 나왔다. C그룹은 지수분포와 Weibull 분포가

같음을 나타낸다. D그룹은 대수정규분포가 낮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A와 B 및 C와 D그룹에서 지수분포와 Weibull 분포의

같은 경우는 Weibull 분포가 bathtub곡선에 대한 적용이 쉽다. 다만, C와 D그룹에서 지수분포가 낮게 나타났지만, 3가지의 분

포가 거의 차이가 없음으로 전체의 확률분포에 적용이 가능한 Weibull 분포를 확률분포로 적용하였다. 

또한, Weibull분포는 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안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기기의 노후화로 고장

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β > 1)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Weibull 분포를 선정하였다. Weibull분포는 형태를 결

정하는 형상모수와 수명을 반영하는 척도모수를 가진다. 이중 형상모수는 수명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모수로써 고장특성이나 재

Table 3. Anderson-darling values for failure rate distribution.

Dation Probability distribution A B C D

ML

Weibull distribution 65.77 64.12 110.06 114.98

Lognormal distribution 65.70 64.29 110.03 114.94

Exponential distribution 66.12 64.82 110.06 114.98

Fig. 4. Bath curve lifetim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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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형상모수에 대한 정보를 획득 하기 위한 방법은 필드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가능하다.

3.4 수명예측을 위한 베이지안 접근법

베이지안 접근법은 해석적 모델과 현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명예측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도입 되며, 베이지의 법칙(Bayes

rule)에 기반한다. 식 (2)에서 좌변의 B(α, β)는 x를 조건부로 하는 α, β의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 우변분자의 B(α, β)

는 형상 모수와 척도 모수의 결합확률밀도로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이며, B(x|α, β )주어진 파라미터 α, β를 관철된 데이

터를 조건부로 하는 L(= day, F)의 우도함수(likelihood), Bayesian 방법은 적절한 사전분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작업이다. 우변의 분모는 상수로서 주변분포이다[7,8].

(2)

고장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고장 데이터를 기초로 확률밀도함수가 결정되면 우도 함수를 유도하고, 사전분포를 부여하여 사

후분포로부터 확률밀도함수의 모수를 추출 및 불확실성을 추론 할 수 있다. 사후분포는 식(2)과 식(3)를 곱함으로써 얻어진다.

α 추정치와 β 추정치를 각각 모수 λ을 가지는 지수분포와 척도모수 a와 형상모수 b를 가지는 2모수 Weibull분포를 이용하여

적합 시켰다. 

(3)

단, α : 형상모수(Shape parameter: Exponential), β : 척도모수 (Scale parameter: Weibull)

MLE : a (Scale parameter), b (Shape parameter)

식(4)은 모집단을 특정 확률함수로 가정 후 자료가 추출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2모수 Weibull 분포를 이용한 우도 함수

(likelihood)이다. Weibull 분포의 형상모수(α) 및 척도모수 β)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밀착검지기 제어부는 전자 부품으로

이루어진 설비이며, 고장은 과부하 및 부품 속의 함유물로 인한 단락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고장률이 일정(CFR)형태를 따

르므로 일정하다는 가정할 수 있어, α를 지수분포를 분포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분포의 폭을 나타내는 β는 욕조

곡선에서 초기, 우발 및 마모 3가지의 고장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명예측을 하기 위해서 Weibull분포에서 고장 관측

값에 일치하는 α의 참값을 찾아야 한다.

(4)

단, n: 총기기수량, Xi : 고장발생시간, i : 우측관측중단 α : 형상모수, β : 척도모수

최대우도(MLE)는 수명예측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포의 폭을 결정하는 우도척도모수인(a)와 모수의 크기에 따라서 고

장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우도형상모수(b)를 찾아야 한다. 사전분포와 우도함수를 적용하여 사후 분포인 기기의 수명을 예측

한다[4].

4. 밀착검지기 수명예측

4.1 사전분포(Prior distribution)에 대한 형상모수 도출

추정하고자 하는 분포의 모수에 대한 사전정보와 이론적 지식을 기초로 한 사전분포를 주관적 사전분포(subjective prior) 또

는 정보적 사전분포라 하며, 주관적 사전분포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다[1,6]. 고장 데이터에 기반한 고장사전분

포는 형상모수 α와 척도모수 β로 나타내야 하므로, 식(5)는 140대에서 시간당 비율로 고장이 발생된 고장밀도함수는 제어부와

같이 여러 부품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기기를, 앞 장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지수분포로 적용을 한다. 내부의 부품이 여러 개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부의 고장률이 일정한 것으로서, 고장률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 

(5)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식(6)은 형상모수, 식(5)는 척도모수를 유도 하였으며, 식(2)에 대입하여 사전분포의 구축을 나타낸

B α, β |x( ) = L x|α, β( )B α, 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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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2].

(6)

Fig. 5은 모수 λ을 가지는 지수분포인 α 변화과정을 추정하여 λ=1.2, 1.4, 1.6(3897, 3530, 3289) 같이 변화에 따른 본선(A)

β =3012과 측선(B) β =2956.1, 일일 전환횟수가 10회 미만(C) β =2906과 80회 이상(D) β =2956에서 분포가 동일 분포 안에 일

치하는 α=1.6을 사전분포로 추정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고장분포를 나타내는 Weibull분포의 형상모수와 척도모수가

선정되었다.

4.2 사후분포에 대한 한계수명 예측

밀착검지기 제어부의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고장데이터를 이용하여 Bayesian에 의한 수명을 예측하여 기기의 Life

expectancy(한계수명)을 찾아야 한다. 이 베이지안 추론을 위해서는 사전분포와 우도함수가 필요하다. 모수들의 결합사후분포나

분석하려는 데이터의 주변 분포에 기반으로 하는 이들 분포는 사전분포에 의존하고, 고장데이터를 이용하여 Bayesian에 적용하

여 최종결과를 비교한다. 본선(A)과 측선(B) 및 일일 전환횟수별 두 그룹(C, D)으로부터 고장데이터를 기초로 고장데이터로부

터 MLE법을 이용하여 Weibull분포의 모수 추정곡선에서 기울기 값으로 b=(1.707, 1.862, 1.082, 1.069)이고, 운영시간이 지남

에 따라 고장률이 증가(α > 1)함으로 고장률이 증가하는 마모(Wearout failure) 고장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척도모수 β = exp(−b/a)

는 선형함수의 절편과 기울기 값을 대입하면 a=(2914.49, 2935.39, 3511.23, 3484.78)이 된다[6].

Table 4은 밀착검지기의 고장데이터를 Weibull분포 함수로 나타내기 위한 필수 항목이다. 4개의 그룹에서와 같이 A와 B 또

는 C와 D그룹에서는 각각 2 그룹씩 추정된 것과 같이 α와 b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전체 역을 기준으로 추정된

Table 4. Equation for Weibull distribution.

Daily number Parameter Estimation Mean Median Log likelihood

A
(b) 1.707

2599.62 2351.62 -220.784
(a) 2914.49

B
(b) 1.862

2606.58 2410.99 -240.874
(a) 2935.39

C
(b) 1.082

3406.13 2505.92 -128.923
(a) 3511.23

D
(b) 1.06966

3394.84 2473.81 -128.373
(a) 3484.78

B α( ) = 
b

a
---

β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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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 1–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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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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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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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sistency according to change of shap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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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A와 B 및 C와 D에서는 차이가 없음이 추정되었다. 이는 α값을 이용하여 고장빈도가 적은 또는 장소별 기기의 교

체 기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추정치들과 비교를 하였다. 제어부에 대한 베이지안의 사전분포 α=1.6으로 95% 신뢰수

준에 대한 제어부의 교체주기는 α를 적용시 본선(A)은 7.3년, 측선(B)은 7.2년, 일일 전환횟수가 10회(C) 이하는 7.2년, 80회

(D) 이상은 7.2년으로 균일 한 년도가 예측으로 나왔다. 또한, 중앙값으로는 6.3년이 예측되었다. 밀착검지기의 평균 고장에 의

한 기기의 교체예측은 평균이 7.2년이나 구간의 평균은 중앙값이 6.3년으로 추정되었다.

Fig. 7에서 나타난 “X”축의 값은 날짜를 나타내며, “−”값은 Gaussian model에서 나타난 값으로서 의미가 없는 값이며, “0”

부터 즉 설치된 날부터 의미 있는 값이 된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밀착검지기 제어부에 대한 교체 기준은 5년 이다. 가장 빈도

가 많은 중앙 값 6.3년이므로, 이 값을 기준으로 사용연장에 대한 정밀 점검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어부의 정밀점검 후에

교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기의 전면교체는 Fig. 7와 같이 밀착검지기 140대(2167)의 전체적인 사전 고장테이터와 A(3011),

B(2955), C(2905), D(2955)그룹 각기 다른 운용 조건에 따른 고장발생데이터에 대한 고장밀도분포 추정 값이 교차 되는 위치

(63.5%)를 Life expectancy지점(8년)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장데이터에 대한 제어부의 전면적인 교체주기는 사용연장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시행하여 적정한 부속품들의 사

용연장을 판단하고, 기기에 대한 Life expectancy에서 사용조건과 상관없이 전체 교체주기를 의미한다. 밀착검지기의 교체주기

는 본선과 측선에서 일일 사용횟수 등 사용환경이 아닌, 사용 일로 교체주기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 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철도신호에서 전기선로전환기는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밀착검지기 고장은 열차소통의 정시율과 안전에 영향을 미

친다. 밀착검지기 제어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기의 교체율 추정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확률 분포로는 Weibull

Fig. 6. Bayesian prior distribut.

Fig. 7. Life expectanc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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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선정되었으며, Bayesian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밀착검지기 제어부의 교체주기를 본선(A)과 측선(B) 및 본선 위주로 일일

전환횟수를 (C)와 (D)그룹으로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현행 정비주기는 제작사가 제시한 정비주기를 기반으로 현행 5년 주

기로 교체를 하는 밀착 검지기 제어부의 기기의 연장에 대한 정밀 점검 시점을 중앙값인 6.3년을 제안하며, 전면적인 교체 시

점으로는 Life expectancy교체 주기는 8년으로 교체를 제안 한다. 고장을 각부 및 계절별로 분석 하였으며 2가지 경우의 고장

모드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환 횟수 별로 추출한 그룹은 수명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기기의 교체는 평균값이 아닌 중

앙값으로 산정을 제안하였다. 설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유지보수의 정비 방법을 고장데이터 확보와 분석에서 교체 주기 산

정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향후 Weibull분포보다 더 적절한 분포와 더 많은 필드 데이터를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기기

의 수명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리라 판단되며, 고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고장유형별(failure mod) 분석을 집중적인 자료수

집과 원인 분석을 통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신뢰성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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