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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hat reduce the maintenance cost and extend life time of the urban transit EMU 
through effective maintenance method research. The maintenance cost of the urban transit EMU shares 
60%~70% of it's life cycle cost. It means that the maintenance cost is bigger than the introduction cost of the 
urban transit EMU. In this study, I introduces a quality control technique to improve the urban transit vehicle 
reliability. I suggest the control chart using quality control technique. And the control charts apply to the 
Static Inverter of EMU.

1. 서  론

장기간 수명주기(Life Cycle)을 갖는 도시철도차량은 초기 도입비용보다 유지보수비용이 많은 비중

(60%～70%)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연구를 통하여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과 대형시스

템의 수명 연장을 추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유지보수 결함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은 인

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 손실로 사회 안전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도시철

도차량의 유지보수에 있어서 검수 주기 마련과 반복적 사고/고장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

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의 신뢰성 평가를 통해 주어진 운영조건에서 각 물리적 시스

템들이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보전계획 수립을 위해

서 체계적인 신뢰성 기반의 유지보수 절차 및 방법의 확립이 필요하다. 도시철도차량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신뢰성 기반의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는 방법과 미시적으로 

품질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부품 또는 시스템의 이상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여 고장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본 논문은 품질관리 기법이 도시철도차량 유지보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현재의 모든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운영, 폐기 될 때까지 끊임없는 측정과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이상적으로 설계되고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작업 공정에서 아무리 정상적인 조건에서 부품을 
검수, 정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특성값을 갖는 품질의 부품을 유지할 수 없으며, 어떠한 기준값을 
중심으로 우연적인 산포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잘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경우는 부품의 품질산포
에 이상적인 변동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연원인(Chance cause)과 이상원인(assignable 
cause)으로 나눌 수 있다.
우연원인은 생산조건이 정상적으로 관리된 상태 하에서 발생되는 우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변동을 만

드는 원인으로서 현재의 능력이나 기술 수준으로는 원인규명이나 조치가 거의 불가능한 원인이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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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방법 관리도 종류 사용 목적 비고

관리를 할

대상(통 계량)에

의한 분류

계량관리도
시간이나 길이, 무게 등 연

속적인 양을 관리하는데 적합

X관리도, X-BAR(평균치)관리도,

R(범위) 관리도 등

계수관리도

불량수, 불량률, 결점수 등 개

수 및 그 비율 등을 관리하는

데 적합

P(불량률)관리도, Pn(불량개수)관

리도, C(결점수)관리도, U(단위당

결점수)관리도 등

사용목적(용도)에

의한 분류

해석용 관리도
관리된 상태(안정상태)에 있

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쓰임

과거 data를 기초로 원인을 분석

하는데 사용

관리용 관리도
공정을 안정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

관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이상한 상태를 감지하

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특징

기호 명칭 설명

RX - 관리

도
평균값과 범위 관리도 X 관리도와 R 관리도를 합쳐서 만든 관리도로 품

자의 숙련도 차이, 작업 환경의 차이, 원자재의 미세한 변동, 설비의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등으로 현실

적으로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관리가 불가능한 원인이다.

이상원인은 현재 기술수준이나 능력으로 원인규명 및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서, 관리 미비에 기인하는 

원인이다. 이상원인은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품질 변

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작업자의 부주의나 태만, 설비상의 이상, 규격이하의 불량 자재의 사용 등이 여기

에 속한다. 따라서 공정에서의 이상원인은 충분히 조치 할 수 있는 원인이므로, 즉시 제거해야만 공정이 

안정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듯 품질변동의 원인은 조치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

상이 측정되는 Data의 적절한 관리와 해석을 통해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품

질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초 연구 내용[1]을 바탕으로 

하여 적용 가능한 관리도를 선정하였고, 이를 보조전원장치(SIV)에 적용하였다.

2. 관리도 종류

관리도는 통계량과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도표 1. 관리도 분류

 
2.1 계량형 관리도

계량형관리도(Control Charts for Variables)란 부품의 길이, 인장강도, 무게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

는 수치를 갖는 계량형 품질특성 에 관한 관리도를 말한다.

계량형 관리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생산공정이나 그 산출물은 측정이 가능한 품질특성이 있으므로 사용분야가 다양한다.

2) 부품의 길이나 무게와 같은 계량치는 단순히 합격-불합격(예: 부품의 외경과 내경이 규격에 합당

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계수치와 비교할 때, 계량치는 부품의 품질특성에 대하여 양적으로 표현하므로 개개를 측정하는 

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공정에 대한 정보를 적은 측정량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전체 

측정비용은 적게 들 수 있다.

4) 적은 수의 부품을 측정하여도 이상요인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공정에 문제가 발견하였을 때 조속

히 대응할 수 있다.

5) 계량치의 데이터로 공정성능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공정개선이 가능하다.

도표 2. 계량형 관리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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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특성의 분포를 관리하게 된다. X 관리도는 군의 평

균값의 변화와 군간의 변화를 관리하며, R 관리도는 산

포의 변화를 관리.

sRX - 관리

도

( MRI - )

측정값과 이동범위

관리도

개개의 측정값관리도는 부품군을 추출할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부품들을 추출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는 측

정값이 얻어지면 곧 관리도에 타점 되므로, 측정으로부터

판정 및 조치까지 시간적인 지연이 없는 것이 특징.

sX - 관리도
평균값과 표준편차

관리도

RX - 관리도에서 부분군의 크기가 비교적 클 때, 범

위R 대신 표준편차 S를 사용하는 관리도이다. R관리도에

서 최대값과 최소값만이 이용되는 반면, S관리도는 개개

데이터의 산포를 포함하는 표준편차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다 할 수 있음.

Rx-
~

관리도 중앙값과 범위 관리도

X 관리도 대신
~
x 관리도를 사용하여 평균치

X 를 계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평균값의 변화와 산포의 변화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Rx - 관리도와 거의 같은 기능이다.

CUSUM 관리도

(cumulative

sum control

chart)

누적합 관리도

현재 검사 결과와 과거 검사 결과들을 누적하여 산출한

값으로 관리도를 작성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변화가 서

서히 일어나는 경우 민감하게 탐지 해낼 수 있는 것이 특

징이다.

MA관리도

(moving

averare)

이동평균관리도 CUSUM 관리도와 같은 목적으로 개발됨

EWMA관리도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re)

지수가중평균관리도

CUSUM 관리도와 같은 목적으로 개발됨.

최근의 측정치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 변화에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하여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

기호 명칭 설명

P 관리도 불량률 관리도 불량률을 탐지하거나 평균불량률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

Pn 관리도 불량개수 관리도 불량개수에 대해 관리

c 관리도 결점수 관리도

부품에 따라 약간의 결점이 있어도 불량품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품으로서 일정 단위 중에 나타나는 결점 수를

관리

u 관리도 단위당 결점수 관리도
일정 단위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경우로서 단위당

결점수를 관리

 
2.2 계수형 관리도

계수형관리도(Control Charts for Attributes)는 불량 개수나 불량률과 같은 계수 형태의 품질특성치를 사

용하여 작성된 관리도를 말한다. 예로서 어떤 철판 한장당 흠의 수, 로트의 전구 중 불량품의 수 등이 

있다.

 

도표 3. 계수형 관리도의 종류

 
3. 관리도의 선정

3.1 관리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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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차량의 유지보수시 측정하는 Data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본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 사

용할 수 있는 관리도는 일정 시간동안 얻을 수 있는 표본의 개수가 1개 뿐이거나 측정값을 얻는데 큰 

비용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I-MR관리도를 사용한다.

또한, 측정되는 Data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합, 불의 계수형데이

터를 이용한 계수형관리도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차량에서 사용되는 판정데이터는 하루에 발생하

는 데이터의 표본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p관리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하나의 검사항목의 판정결과에 대한 계수형데이터는 많은 다른 잠

재적 요인으로 부터 결점이 당일 검사단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c관리도나 u관리도를 

사용할 수 있다.  c관리도나 u관리도 역시 도시철도차량의 정비특성을 고려하여 동일 표본의 크기를 고

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u관리도를 사용한다.

3.2 I-MR 관리도

I-MR(혹은 RX - ) 관리도는 개체 관리도로 불린다. 개체 관리도는 샘플 데이터를 1개씩만 구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한 다. 예로 자동차 생산 같이 일정한 시간에 1대씩 생산되는 부품은 전체를 조사

하는 것이 샘플 1개인 경우다. 또는 측정값을 얻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1개의 

측정값만 얻는 경우에는 개체[X 혹은 I] 계량형 관리도와 이동 범위 관리도[R 혹은 MR]를 같이 사용한

다. 

I-MR 관리도는 동일한 그래프 창에 개체[I] 관리도와 이동 범위[MR] 관리도를 함께 그린 것이다. 

개체[I] 관리도는 화면 위쪽에 그려지고 이동 범위[MR] 관리도는 아래쪽에 그려진다. 두 관리도를 동

시에 보면서 공정에 이상 원인이 있는지 탐지하고, 공정 수준과 공정 변동을 추적한다. 

개체[I] 관리도는 표본 크기가 1일 때 개체[I] 관리도를 사용하면 공정의 이상 상태를 파악한다. 이동 

범위 [MR] 관리도는 “두 샘플간 이동 범위[MR]"에 대한 관리도이다. 이동 범위[MR]는 연속된 관측치

로 부터 만들어진 인위적 부분군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표본 크기가 1일 때 이동 범위 관리도를 사용하

여 공정의 변화를 감시한다. 

개체(I) 관리도는 공정 중심이 관리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관리도를 사용하여 공정 평균을 

평가하려면 공정 변동이 관리 상태에 있어야 한다. 공정 변동이 관리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이동 범위 (MR) 관리도와 결합된 I-MR 관리도를 사용하면 좋다. 

 

3.2.1 I-MR 관리도 계산

- 합리적인 군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 

CL(중심선) UCL(관리상한선) LCL(관리하한선)

X
k
x

x iå= RAnxREx 22 ×+=+ RAnxREx 22 ×-=-

Rs
1-

= å
k
R

R is
s SS RRD 27.34 = SRD3

(단, 
2

2
2

3 An
d

E ×==
이며, 2E 는 n=4~5개인 경우의 값이다. 3.27은 n=2일 때 4D 값이다. 

음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 합리적인 군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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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중심선) UCL(관리상한선) LCL(관리하한선)

X
k
x

x iå= SRx 66.2+ SRx 66.2-

Rs
1-

= å
k
R

R is
s SS RRD 27.34 = SRD3

(단, 2.66은 n=2일 때 2E 값이고, 3.27은 n=2일 때 4D 값이다. 음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3.2.2 I-MR 관리도 작성

총 20개의 개별 데이터와 각 데이터 간의 이동범위를 이용하여 I-MR 관리도를 작성해 보았다.

 

도표 4. I-MR 관리도 예제 데이터 

No Data No Data No Data No Data

1 776.5 6 762.6 11 726.4 16 702.6

2 747.9 7 768.1 12 741.1 17 738.2

3 770.8 8 765.2 13 747.4 18 709.9

4 764.4 9 759.5 14 705.6 19 710.8

5 726.5 10 771.1 15 718.7 20 718.4

 

그림 1. I-MR 관리도 그래프

3.2.3 결과 해석

위 I-MR 관리도에서 5번째에서10번째 데이터까지 6개의 점중에서 5개의 점이 중심선에서부터 [1*

표준편차] 밖에 위치되는 이상원인이 나타났다. 16번째 데이터에서는 3개의 점중에서 2개가 2*표준편

차 밖에 있는 경우이다. 14번째에서20번째 데이터까 지  6개의 점중에서 5개의 점이 중심선에서부터 

[1*표준편차] 밖에 위치되는 이상원인이 나타났다.I 관리도상으론 현재 공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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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5 16 0.065306122 11 291 20 0.068728522

2 216 14 0.064814815 12 275 15 0.054545455

3 183 12 0.06557377 13 248 16 0.064516129

4 152 11 0.072368421 14 212 9 0.04245283

5 145 13 0.089655172 15 189 8 0.042328042

6 190 18 0.094736842 16 203 2 0.009852217

7 237 12 0.050632911 17 209 8 0.038277512

8 218 15 0.068807339 18 227 10 0.044052863

9 248 25 0.100806452 19 235 26 0.110638298

10 272 20 0.073529412 20 250 11 0.044

3.3 P 관리도

P 관리도는 현장에서 조사하는 샘플 수가 같지 않아 불량률로 관리할 때 사용한다. 이 관리도는 시료

의 크기가 반드시 일정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3.3.1 P 관리도 계산

P 관리도는 불량률 관리도라고도 한다. 즉 불량률 변화를 관리하는데 사용한다. 불량률 변화는 모수

의 평균 불량률을 추정하거나 샘플링 검사의 엄격도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불량률이 알려졌거나 모

를 경우로 나누어 관리한계선을 계산한다.

P 관리도의 불량률은 검사 개수가 일정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으며 검사개수에 따라서 관리 한계선이 

변화한다.

- 불량률이 주어진 경우 

   불량률 p가 주어진 경우 중심선과 관리상한선과 관리하한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중심선 UCL LCL

p nppp )1(3 -+ nppp )1(3 -- ,음수이면 0으로 한

다.

 

- 불량률을 추정하는 경우 

   불량률 p를 추정하는 경우는 샘플의 전체 불량률 åå= ii nxp 로 추정하여 사용한다. 중심

선과 관리상한선과 관리하한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중심선 UCL LCL

p nppp )1(3 -+
nppp )1(3 -- ,음수이면 0으로

한다.

 

3.3.2 P 관리도 작성

총 20개 군의 시료 데이터로부터 불량개수를 채취하여 P관리도를 작성해 보았다.

 

도표 5. 예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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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 관리도 그래프

3.3.3 결과 해석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벗어난 점에 해당하는 시료들을 확인 해야한다. 현재 검수되는 부품의 불량

률은 정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 원인을 검토해봐야 한다.

4. 도시철도차량 보조전원장치(SIV) 고장진단

4.1 보조전원장치 일반

4.1.1 보조전원장치 (SIV: Static Inverter)

SIV는 차량내의 냉난방장치, 조명기기, 제어장치 등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차량용 인버터를  말

한다. 이 장치의 역할은  전력선으로부터 차량에 공급되는 전원은 차량에서 사용되는 각종 장치의 전원

과 다르므로 이를 차량 내 장치에 맞는 전원으로 변환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SIV는 입력되는 전원에 관계없이 규정치에 가장 근사한 전원을 차량 내의 각 장치로 

공급해야하고 규정치를 넘어서거나 미달할 경우 차량 내 장치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동작을 실시하여야 

한다. SIV의 동작에 이상이 있을 경우 차량의 운행과 차량내의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1.2 보조전원장치 신뢰성 향상

차량 운행시 전력선으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은 변동이 발생할 조건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변동성에서도 보조전원장치는 규정기준치에 근사한 전원을 출력하여 차량내의 전기장치가 안정적으

로 작동하도록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전원장치의 성능검사 조건을 규정기준치 만족여부만

이 아니라 보조전원장치 출력전원의 상태를 관리하여 고장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조전원장치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4.2 고장진단 시스템 적용

4.2.1 업무흐름

4.2.1.1 보조전원장치 TEST 업무

보조전원장치는 차량의 정비시 차량으로부터 탈거하여 SIV시험기를 통해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SIV

시험기에서 보조전원장치에 전원을 인가하여 각 부분에서 출력되는 전력을 통해 보조전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다. 검사항목별 기준치에 따른 보조전원장치의 작동상태를 검사하여 기준치 내에서 정상작동 실

시여 부를 통해 합격, 불합격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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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보조전원장치 적용

 보조전원장치의 SIV시험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전원장치의 고장을 진단한다. 보조

전원장치의 작동이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에만 관심을 가지던 SIV 시험성능검사에 각 

검사항목의 측정데이터를 통해 규정치를 만족하더라도 보조전원장치의 전원출력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보조전원장치의 고장에 대한 진단을 한다. 보조전원장치 고장 진단

에 관련된 흐름도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보조전원장치 고장진단 흐름도

4.2.2 시스템 적용

SIV시험기에서는 SIV시험기에서 입력된 전원에 대한 각 검사항목의 측정값과 이에 대한 판정결과 데

이터, 이 두 종류의 데이터가 발생한다.

측정값은 계량형데이터이고, 판정결과는 계수형데이터이다. 따라서 SIV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도는 

계량 형 관리도와 계수형관리도, 두가지가 모두 적용 될 수 있다. 하지만 SIV의 정비특성을 고려하여 

가정을 한 다해도 하루에 발생하는 SIV의 데이터의 개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량형관리도와 계수형

관리도에서도 SIV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4.2.2.1 계량형 관리도 적용

SIV시험기의 검사측정Data는 SIV의 정비특성상 검사개수의 제한으로 하루에 측정되는 표본의 수가 

적다. 일정시간동안 얻을 수 있는 표본의 수가 적은 경우, 표본 데이터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표본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관리도는 일정 시간동안 얻을 수 있는 표본의 개수가 1

개 뿐이거나 측정값을 얻는데 큰 비용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I-MR관리도를 사용한

다. 이는 SIV시험기로부터 얻어지는 표본의 수가 한정된 SIV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4.2.2.2 계수형 관리도 적용

개개의 SIV에대한 SIV시험기의 판정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된다. 또한 하나의 SIV 내의 

검사 항목에 따른 판정결과 역시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합, 불의 계수형데이터를 이용한 

계수형관리 도 또한  SIV의 정비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개의 SIV에대한 판정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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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형데이터는 p관리도나 np관리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SIV의 판정데이터는 하루에 발생하는 

데이터의 표본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p관리도를 사용한 다. 

4.3 시스템 적용 결과

현재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입수한 180KVA IGBT-SIV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용한 I-MR관리도, p관리도의 결과는 [그림 4,5]에 나타내었다.

그림 4. 180KVA IGBT-SIV에 적용한 I-MR 관리도 결과

그림 5. 180KVA IGBT-SIV에 적용한 p관리도 결과

4. 결  론

관리도란(control charts)란 관리상태에서의 품질특성치의 평균을 나타내는 중심선(center line)과 중심선 

상하에 한 쌍의 관리한계선(control limits) 그리고 관리도에 공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품질특성치로 구성

된 그래프를 말하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관리도법(control charts methods)이라 한다. 통계적 품질관

리에 서 관리도를 작성하는 중요한 목적은 품질에 관한 데이터를 가능한 빨리 수집하여 품질에 이상요

인이 발생 하는 경우 이를 탐지하여 수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품질 이상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이들 

정보를 관리·해석 하여 품질의 산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있다.

도시철도차량을 운영한다는 것은 차량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제작

되어 납품된 상태를 100이라고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를 90이라고 한다면, 운영자의 입

자에서는 항상 90이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을 통해 정

보를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 현재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측정 정보는 정성적인 정보와 정량적인 정보가 

공존하는 형태로 분석되며 구성품들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Data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

는 다양하며, 같은 Data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각 부품의 특성으로 고려하

지 않고 검사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방법과 도구를 통한 Data 관리는 무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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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도시철도차량 유지보수시 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검사 및 부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Data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철도차량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도시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

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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