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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 산업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고취됨에 따라 많은 철도 설비의 수명 예측에 대한 연구

가 진행 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철도 용품 공급사는 공급하는 철도 용품에 대한 설계수명 및 

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의무화되고 있다. 철도 신호 용품의 경우 몇몇 용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

자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비를 구성하는 모듈들을 교환 가능한 

단위로 설계하여 고장이 발생한 모듈만 교체하면 지속적으로 설비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

템의 설계 수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지므로 신뢰성 관점뿐만이 아닌 경제적 관점도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연동장치 연동논리부의 초기 예측 단계에서 예측된 고장률

과 초기 획득 비용에 관한 교체 비용에 대한 비율을 바탕으로 경제적 설계수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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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운영 기관은 운영 단계의 RAMS 활동 

수행 및 다양한 공급사가 제시하는 철도 용

품 중 가장 합리적인 설비를 취득하기 위해 

공급사에게 철도 용품의 설계 수명을 요구하

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존까지 철도 

용품의 설계수명 산출과 관련된 수명 모델에 

대한 기준 체계가 확립되어있지 않고 있다. 

또한 철도 신호 용품은 대부분 전자 제품으

로 이루어져 있고 설계 신뢰성을 고려한 설

계가 적용되어 고장 난 모듈의 교체로 해당 

설비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도 함께 고려

되어 기대 수명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철도 신호 핵심 설비인 전자연동

장치의 연동논리부의 예측 고장률 데이터와 

비용을 근거로 경제적 설계 수명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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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전자연동장치 설계 수명 예측

2.1.1 논문구성

설계수명 예측을 위해 연동논리부의 

구성품을 LRU 단위의 모듈로 분류하고 

모듈을 구성하는 각 소자들의 고장률을 

산출하고[1] 신뢰도 블록도를 구성하여 

모듈들의 고장률을 산출하고 각 모듈의 

비용과 품질 보증 기간을 설정한다.

 

2.1.2 초기 설계 수명 설정

일반적으로 액체 전해질 커패시터는 전자 

부품에서 가장 짧은 설계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2] 연동논리부의 각 모듈별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동논리부의 초기 설계 수명을 커패시터의 

설계 수명으로 설정한다. 커패시터의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온도이며 

커패시터 제작사는 최고 사용 온도에서 

보증수명을 기술하며 이에 대한 산출식을 

근거로 커패시터의 설계 수명을 예측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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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설계 수명 재설정

커패시터에 의해 정의된 모듈의 설계 

수명은 커패시터를 포함한 모듈 내 다른 

부품들이 가지는 우발 고장률에 의해서 설계 

수명 이전에 고장 날 확률을 갖는다. 모듈은 

정상 사용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지수분포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고장률은 일정하며 

지수분포와 포아송 분포의 관계에 의해서 

품질 보증 기간 이후부터 모듈의 설계 

수명기간까지(′) 단 한 번의 고장도 발생할 

수 없다. 이를 포아송 분포를 이용해 

확률적으로 표시하면 P(0;λ′)이고 커패시터 

예측 수명에 의하여 정의된 모듈의 설계 

수명에 각 모듈별로 산출한 P(0;λ′)를 

곱한다면 우발 고장을 고려한 모듈의 설계 

수명이 된다.

2.2 시뮬레이션

2.2.1 시뮬레이션 조건

각 모듈의 고장률과 소규모 역 구성일 

때의 수량 선정 및 단품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듈 동작 시 커패시터의 

온도는 65℃로 가정한다.

Table 1 시뮬레이션 조건

2.2.1 시뮬레이션 결과

누적 교체 비용에 대한 초기 획득 비용에 

대한 비율을 100/10, 100/20, 100/30으로 

설정한 경제적 수명을 도출하였다.

Table 2 설계 수명 도출

Table 3 시뮬레이션 결과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누적 교체 비용에 대한 

초기 설비 획득 비용 비율로 연동논리부의 

경제적 설계 수명 예측을 실시하였다. 향 후 

연구 과제로는 설계수명 예측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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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종류

모듈명
고장률

[회/시간]
수량 단품 비용

PSU 8.48E-06 2 75

ILS

PDU 1.49E-06 1 30
CPU 5E-06 2 90
ISO 1.5E-06 1 10

COM 4.89E-06 1 30

IOS

PDU 1.49E-06 1 30
CPU 5E-06 2 90
VDI 1.33E-06 8 35
VDO 1.35E-06 2 35
VPD 1.20E-06 1 40

합 계 1,000

모듈명 초기 
재설정된

설계 수명[h]
수량을 
고려한

설계 
수명[h]

연단 모듈 
비용

PSU 80000 50733 25.9 

ILS

PDU 96000 86507 3.0 
CPU 80000 61156 25.8 
ISO 96000 86464 1.0 

COM 96000 68395 3.8 

IOS

PDU 96000 86507 3.0 
CPU 80000 61156 25.8 
VDI 96000 87495 28.0 
VDO 96000 87353 7.0 
VPD 96000 88295 4.0 

합 계 101.5

누적 교체 비용에 대한 
초기 획득 비용 비율 경제적 설계수명[년]

100:10 10.84
100:20 11.82
100:30 1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