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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국민이 여행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항공, 지하철, 전철, 잠수함, 선박 등을 이용할 때 국민의 생명

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현장측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한 고장 및 조치내역을 관리서버에

등록하여 보고하면, 관리서버에서는 검사측 클라이언트에 고장데이터를 전달하고 고장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고장내역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을 통한 고장관리 시스템에 관한 발명임.

대표도

도 2

색인어

네트웍, 고장, 고장보고, 고장분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기본 업무흐름도

도2는 본 발명의 관리서버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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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네트웍을 통해 항공사, 지하철, 전철, 잠수함, 선박 등이 운용되는 현장에서 발생하

는 고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현재, 각 항공사, 지하철, 전철, 잠수함, 선박 등의 기관에서 고장을 보고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고

장에 대한 정보가 축적 되어 있지 않아 고장 Trends를 알 수가 없다. 또한 지하철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매, 생산자, 부품, 메이커의 문제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고장의 체계적인 관리

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하철 사고, 기차사고, 항공사고, 선박사고, 잠수함사고 등이 발생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국민이 여행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항공, 지하철, 전철, 잠수함, 선박 등을 이용할 때 국민의 생명

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현장측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한 고장 및 조치내역을 관리서버에

등록하여 보고하면, 관리서버에서는 검사측 클라이언트에 고장데이터를 전달하고 고장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고장내역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을 통한 고장관리 시스템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고장보고 및 관리 시스템(SDR 시스템이라고도 호칭함)의 업무흐름도이다. 여기서, '현장'이라 

함은 항공기, 기차, 전철, 선박, 잠수함 등의 기계장치를 운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도1에서 볼 때, 현장에서 기계장치의 운행 또는 점검 중에 고장이 발견되면 고장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고장보고서

를 작성한다. 고장보고서에는 대상물의 이력, 고장발생 위치, 구간, 고장구분, 고장부품, 원인 등을 소정의 양식에 정

리하여 기입한다. 가능하면 사진 등의 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에서 고장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관리팀에 고장등록을 한다. 시스템

관리팀에서는 고장을 접수하는데, 고장등록 내용은 고장이유, 관리번호, 지연시간, 발생장소, 고장발생일시, 고장코드

, 고장부품의 메이커, 부품번호, 시리얼넘버, 롯트넘버 등이다.

한편, 현장에서 고장을 조치한 경우에는 조치내역을 시스템관리팀에 등록한다. 조치내역의 등록 사항에는 상기 고장

등록 내용에 조치결과가 추가된다.

시스템관리팀에서는 고장(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의)보고를 받으면 이 고장보 고를 검사팀에 전달한다. 모든 고장보고

를 검사팀에 전달하여 검사를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사전에 고장 분류코드를 정해 놓고 특정 코드에 해당되는 고장의 

경우에만 검사팀에 보낼 수도 있다.

검사팀에서는 고장보고를 전달받으면 소정의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는 다시 시스템관리팀

에 보고된다. 검사결과 보고의 기재항목에는 상기 고장등록 내용과 검사결과 데이터가 될 것이다.

시스템관리팀에서는 현장으로부터의 조치내역과 검사팀으로부터의 고장보고를 접수하여 고장분석을 한다. 고장분석

은 다양하게 수행될 수 있는데, 현장 내지는 검사팀(기타 다른 이용자일 수도 있음)의 조회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장분석을 행할 수 있다. 조건별, 대상물별 고장발생수, 부품결함율, 대상별 고장이력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부품에 

대한 신뢰성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 신뢰성 판단이란 특정 고장부품의 발생빈도를 체크하여 표준 고장빈도와 비교하

는 판단 방법이다.

이와 같은 고장분석의 방법은 조회요청의 형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즉, 조건별 조회, 대상물별 고장발생 조회, 자

재결함 조회, 대상물 이력조회, 종합고장 조회 등을 요청함에 따라 시스템관리팀에서는 기왕에 등록해 놓은 고장데이

터들을 분석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출력 형태도 단순 보고서 형태 뿐만 아니라 그래프 형태도 가능하다.



공개특허 10-2004-0107895

- 3 -

이상의 업무흐름에 있어서, 현장-시스템관리팀-검사팀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의 네트웍을 통해 연결가능하다. 이 

경우에 시스템관리팀이 서버 역할을 하고, 현장과 검사팀이 각각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것이다.

이하, 시스템관리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를 관리서버라 하고, 본 발명의 기본적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관리서버의 

구성 및 작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고장보고 관리시스템의 관리서버(100)의 구성도이다. 현장측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제1통신모듈(102)과 검사팀측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제2통신모듈(102')이 있다. 이들 통신모듈은 도2에

서는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제1통신모듈(102)을 통해서 현장 클라이언트로부터 고장보고와 조치내역을 등록받는 고장등록모듈(104) 및 

조치내역 등록모듈(106)이 있다. 각 모듈에 고장등록 및 조치내역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장 등록양식(108) 및 조치내

역 등록양식(110)이 소정의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다.

고장등록양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장이유, 관리번호, 지연시간, 발생장소, 고장

발생일시, 고장코드, 고장부품의 메이커, 부품번호, 시리얼넘버, 롯트넘버 등이 있다.

또한 조치내역 등록양식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위 사항들 이외에 조치내역 데이터가 추가된다.

한편, 고장등록모듈(104)은 제2통신모듈(102')과 연결되어, 검사팀 클라이언트에 고장보고를 전송한다. 이러면 앞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검사팀에서 고장보고 에 따라 해당 고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관리서버(100)에는 또한, 검사팀에서 검사를 완료한 후 검사팀 클라이언트에서 제2통신모듈(102')을 통해 전송한 검

사결과를 등록하는 검사결과등록모듈(112) 및 검사결과 등록양식(114)이 있다. 검사결과 등록 사항은 용이한 처리를

위하여 사전에 코드 등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치내역등록모듈(106)과 검사결과등록모듈(112)에 등록된 데이터를 근거로 고장을 분석하는 고장분석모듈(1

16)이 있다. 고장분석모듈(116)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회요청모듈(118)의 요청에 따라 고장데이터를 분석하

여 그 결과를 출력한다. 예를 들어, 조건별, 대상물별 고장발생수, 부품결함율, 대상별 고장이력 등의 조회요청에 따라

고장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신뢰성 판단이 가능하다. 신뢰성 판단이란 특정 고장부품의 발생빈도를 체크하여 표준 고장빈도와 비교하는 판

단 방법이다. 고장부품의 상세 스펙과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물의 고장 경향을 파악가능케 하는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고, 고장추적 보고서도 제공할 수 있다.

고장분석모듈(116)에서 분석된 고장내용은 현장측 클라이언트 또는 검사팀 클라이언트 또는 기타 다른 이용자의 요

청을 조회요청모듈(118)로 받아 출력모듈(12)로 출력한다. 출력의 형식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반 보고서 형식

이나 그래프 형식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대상물이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에는 이를 경보(alert) 형식으로 출

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출력의 형식의 선택은 당업자에게 지극히 자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

한다.

한편, 도2에서, 관리서버(100)에는 고장데이터DB(200)가 연결된다. 고장데이터DB(200)에는 상기 고장등록모듈(10

4)에 등록된 고장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관리서버(100)에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밖에도 조

치내역DB(미도시), 검사결과DB(미도시) 등이 가능하다. 이들을 별도로 도시하지 않고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이들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구축은 관리서버에 당연히 수반되는 내용이다.

고장데이터DB(200)에 저장되는 고장데이터의 예를 표에 도시하였다.

아래의 표에 나타낸 데이터는 항공기의 경우에 발생가능한 고장들의 데이터로서, 크게, 고장보고 테이블(표1), 장탈

부품 테이블(표2), 고장이미지 테이블(표3), 고장코드 테이블(표4), 제작사 테이블(표5), 모델테이블(표6), 부품명 테

이블(표7)로 구성하였다.

[표 1]

영문명 한글명 필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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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 Number 보고서번호 SDRNumber 고장이 발생한 번호를 년 단위로 관리한다.

Line 대상운송사 AirLine 고장이 발생한 운송사

Year Count 항공사 Count YearCount 운송사별 발생 순번

Difficulty Date 고장발생일자 DiffDate 고장이 발생한 일자

User Id 사용자 ID UserID 고장보고서를 등록한 사용자

Report submitter 보고자 Reporter 고장보고서 보고자

Report Date 보고서일자 RepDate 보고한 일자

Report Time 보고서시간 RepTime 보고한 시간

Registration No. 등록부호 RegNumber 고유한 등록 번호

Type 기종 ACType 항공기의 기종을 표시한다

Submitter Type 처리형태 SubmitType 정비사,수리공장 공통코드

Air work 사업구분 AirWork 대상물의 사업구분을 의미한다.

Difficulty Place 발생장소 DiffPlace 고장이 발생한 장소를 나타낸다

Direction Name 편명 DirecName 대상물의 운송 방향

Take off 1 구간1 TakeOff1 대상물의 운송 구간1

Take off 2 구간2 TakeOff2 대상물의 운송 구간2

Take off 3 구간3 TakeOff3 대상물의 운송 구간3

Plan Start 계획시작 AirPlanStart 출발 계획 시:분

Plan End 계획종료 AirPlanEnd 도착 계획 시:분

Air Actual Start 실제비행시작 AirActualStart 실제 출발 계획 시:분

Air Actual End 실제비행종료 AirActualEnd 실제 도착 계획 시:분

Difficulty section 고장구분 DiffSection 고장이 발생한 종류 지연,회항,ISFD 등

Difficulty

Detail section
지연구분

DiffDetailSect

ion
지연,결항 대한 상세한 구분

Delay Time 지연시간 DelayTime 정비 지연시간 (시분)

Non Maint Time Non Maint지연시간 NonDelayTime 정비가 아닌 지연시간 시:분

Non Maint Code Non Maint 코드 NonDelayCo 정비가 아닌 지연 구분코드

ATA Code ATA코드 ATACode 고장에 대한 상세분류 코드

SDR type SDR Type SDRType 정비,점검,등등 구분

Stage ofOperation 고장발견시기 stgOperation 고장이 발견한 시기

NatureofCondition1 고장상태1 NatureCond1 고장의 상태

NatureofCondition2 고장상태2 NatureCond2 고장의 상태

NatureofCondition3 고장상태3 NatureCond3 고장의 상태

Precautionary

Procedure 1
조종사조치사항1 PreProcedure1 조종사조치사항

Precautionary

Procedure 2
조종사조치사항2 PreProcedure2 조종사조치사항

Precautionary

Procedure 3
조종사조치사항3 PreProcedure3 조종사조치사항

Precautionary

Procedure 4
조종사조치사항4 PreProcedure4 조종사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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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관할지역 Region 검사 관할지역

Aircraft Time 항공기기체시간 AircraftTime 기체 사용시간

Air landing Count 항공기착륙회수 AirLandCount 착륙횟수

Aircraft Make 기체제조사 AirMake 기체 제조사

Aircraft Model 기체모델 AirModel 기체 모델

AircraftSerialNumber 기체일련번호 AirSerial 기체 일련번호

AircraftSeat Number 좌석수 AirSeat 좌석 수

AircraftTotalTime 기체사용시간 AircraftTotalTime 기체 사용 시간

Aircraft L/D Cycles 기체총사이클 AirLDCycle 기체 사용 총 사이클

Engine Make 엔진고장제조사 EngineMark 엔진 제조사

Engine Model 엔진모델 EngineModel 엔진모델

Engine SerialNumber 엔진시리어번호 EngineSerial 엔진 시리어 번호

Engine Seat Number 엔진좌석수 EngineSeat 엔진 좌석수

Engine TotalTime 엔진사용시간 EngineTotalTime 엔진 사용 시간

Engine TotalCycles 엔진총사이클 EngineTotalCycle 엔진 사용 총 사이클

Propellor Make 프로펠러고장제조사 PropellerMeak 프로펠러 제조사

Propellor Model 프로펠러모델 PropellorModel 프로펠러모델

PropellorSerialNumber 프로펠러시리얼 PropellorSerial 프로펠러시리어번호

Propellor Seat Number 프로펠러 좌석수 PropellorSeat 프로펠러 좌석수

Propellor TotalTime 프로펠러사용시간 PropellorTTime 프로펠러사용시간

Propellor TotalCycles 프로펠러총사이클 PropellorTCycle 프로펠러총사이클

ComponentMake 컴포넌트제조사 CompMake 컴포넌트제조사

ComponentName 컴포넌트명칭 CompName 컴포넌트명칭

ComponentPartNumber 컴포넌트번호 CompNumber 컴포넌트 부품 번호

ComponentSerialNumber 컴포넌트시리얼번호 CompSerial 컴포넌트 시리얼 번호

ComponentModel 컴포넌트모델 CompModel 컴포넌트 모델번호

ComponentLocation 컴포넌트위치 CompLocation 컴포넌트 장착 위치

ComponentTotalTime 총사용시간 CompTTime 총 사용 시간

ComponentTotalCycles 총사이클 CompTCycle 총 사이클

ComponentTimeSince 사용시간 CompTimeSince 사용 시간

ComponentSincecode 사용코드 CompCodeSince 사용코드

Discrepancy 고장내용 Discrepancy 고장 내용

Take Action Date 조치일자 TakeActDate 조치일자

Take Action Time 조치시간 TakeActTime 조치시간

Take Action Code 조치코드 TakeActCode 조치코드

MEL No MEL No MELNO MEL No

Difficulty cause Code 고장원인코드 DiffCauseCode 고장원인코드

Difficulty cause 고장원인내용 DiffCauseComment 고장원인내용

Pilot Name 기장 이름 Pilotname 기장 이름

Crew Count 승무원인원 CrewCount 승무원인원

Passenger Count 승객인원 PassengerCount 승객인원

Cargo Count 화물량 CargoCount 화물량

PassengerTakeAction 승객조치 PasTakeAct 승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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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ActionComment 조치내용 TakeActComment 조치내용

Other Comment 기타 내용 OtherComment 기타 내용

ASI Check ASI CHeck ASICheck ASI CHeck

[표 2]

영문명 한글명 필드 ID 설명

SDR Number 보고서번호 SDRNumber 보고서번호

Number 순번 Numbers 순번

Air Line 대상항공사 AirLine 대상항공사

User Id 사용자 ID UserID 사용자 ID

PartMake 부품제조사 PartMake 부품 제조사

PartName 부품명칭 PartName 부품 명칭

PartNumber 부품번호 PartNumber 부품 번호

PartSerialNumber 부품시리얼번호 PartSerialNum 부품 시리얼 번호

Manag code 관리코드 ManagCode 부품 등급 관리코드

PartCondition 부품상태 PartCondition 부품 상태

Part Location 장착위치 PartLocation 장착 위치

Install Date 장착일자 InstallDate 장착일자

TSN 총사용시간 TimeSinceNew 총 사용 시간

CSN 총사이클 CycleSinceNew 총 사이클

TSI 장착후 사용시간 TimeSinceInstall 장착 후 사용시간

CSI 장착후 사이클 CycleSinceInstall 장착 후 사이클

PartTimeSince 사용시간 PartTimeSince 부품 사용 시간

PartSincecode 사용코드 PartSincecode 사용 분류 코드

Security Level 보안 Level SecuriLevel 보안 Level

[표 3]

영문명 한글명 필드 ID 설명

SDR Number 보고서번호 SDRNumber 보고서번호

Number 순번 Numbers 순번

User Id 사용자 ID UseID 사용자 ID

File Location 화일위치 FileLocation 화일위치

File Type 화일형태 FileType 화일형태

Selection 구분 Selection 1,SDR, 2.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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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문명 한글명 필드 ID 설명

SDR Code 코드 SDRCode 고장 분류 코드

SDR Name 명칭 SDRName 고장 명칭

SDR Name Short 약칭 SDRName Shorten 고장 약칭

ASI_YN ASI유무 ASIYN 검사 필수 처리 유무

Inspector_ Section 검사관구분 Inspector Section 기체검사관, 전자검사관, 운항

Display sequance 표시 순서 DisplaySeq 표시 순서

User Id 사용자 ID UserID 사용자 ID

[표 5]

영문명 한글명 필드 ID 설명

Manufacture Code 코드 ManuCode 제작사 코드

Manufacture name 명칭 ManuName 제작사 명칭

Manufacture Short 약칭 ManuShorten 제작사 약칭

Manufacture sel 구분 ManuSelection 01:기체,02:엔진,3:프로펠러,

State 국가 State 국가

Address 주소 Address 주소

User Id 사용자 ID UserID 사용자 ID

[표 6]

영문명 한글명 필드 ID 설명

Model Code 코드 ModelCode 코드

Model name 명칭 ModelName 명칭

model Short 약칭 ModelShorten 약칭

Model sel 구분 ModelSelection 01:기체,02:엔진,3:프로펠러

State 국가 State 국가

[표 7]

영문명 한글명 필드 ID 설명

Part Name code 코드 PartNameCode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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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Name 부품명칭 PartName 부품명칭

Part Name shortened 부품명칭 약어 PartNameShorten 부품명칭 약어

State 국가 State 국가

TSO 기술표준 TSO 기술표준

Display sequance 표시 순서 DisplaySeq 표시 순서

User Id 사용자 ID UserID 사용자 ID

발명의 효과

기술적 효과

1. 항공, 기차, 전철, 선박, 잠수함, 기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을 예측 가능하다.

2. 항공, 기차, 전철, 선박, 잠수함, 기구에 사용하는 부품의 메이커, 모델, 부품 번호, 시리얼번호, 고장발생 문제점, 조

치내역, Diagram 등을 파악할 수 있다.

3. 항공, 기차, 전철, 선박, 잠수함, 기구에 사용되는 부품 및 고장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 안전 검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유지보수 Trends 결정

- 구매처, 생산자, 교육, 안전 유지보수 절차 등 효율적인 관리

- 유지보수 프로그램, 검사진행 절차 등의 효과적인 평가

4. 고장 부품 및 컴포넌트를 추적할 수 있다.

경제적 효과

1. 항공, 기차, 전철, 선박, 잠수함, 기구에 있어서의 안전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다.

2. 항공, 기차, 전철, 선박, 잠수함, 기구의 안전을 향상할 수 있다.

3.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4. 기업이 생산한 제품(부품)의 평가를 피드백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향상된 제품을 생산토록 유도할 수 있다.

상업적 효과

1. 항공, 기차, 전철, 선박, 잠수함, 기구의 안전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분석으로 안전 의사결정 및 미

연의 사고 방지 프로그램 지원 가능

2.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재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업적인 효과

3. 기업이 생산한 제품(부품)의 평가를 피드백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향상된 제품을 생산토록 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

4. 항공, 기차, 전철, 선박, 잠수함 분야 종사자의 교육 강화 효과.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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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측 클라이언트와 검사팀측 클라이언트와 관리서버가 네트웍을 통해 연결되어 현장에서 발생한 고장을 보고받아 

관리하는 고장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관리서버는

현장측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제1통신모듈(102)과 검사팀측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제2통신모

듈(102'),

제1통신모듈(102)을 통해서 현장 클라이언트로부터 고장보고를 등록받고 상기 검사팀측 클라이언트에 제2통신모듈

을 통해 고장데이터를 전송하는 고장등록모듈(104),

제1통신모듈(102)을 통해서 현장 클라이언트로부터 조치내역을 등록받는 조치내역등록모듈(106),

상기 검사팀 클라이언트에서 검사결과를 제2통신모듈(102')을 통해 전송하면 이를 등록하는 검사결과등록모듈(112),

상기 조치내역등록모듈(106)과 검사결과등록모듈(112)에 등록된 데이터를 근거로 고장을 분석하되, 조회요청모듈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고장분석모듈(116),

상기 고장분석모듈(116)에서 분석된 고장내용을 현장측 클라이언트 또는/및 검사팀 클라이언트에 출력하는 출력모

듈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을 통한 고장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등록모듈(104)에 등록된 고장데이터를 저장하는 고장데이터DB를 추가로 포함하는, 네트

웍을 통한 고장관리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등록모듈 및 조치내역등록모듈에 고장 및 조치내역을 등록하기 위한 고장 등록양식(108) 

및 조치내역 등록양식(110)이 기억되어 있는 기억장치가 추가로 포함되는, 네트웍을 통한 고장관리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고장등록양식에는 고장이유, 관리번호, 지연시간, 발생장소, 고장발생일시, 고장코드, 고장부품의 메

이커, 부품번호 기재항목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을 통한 고장관리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조치내역등록양식에는 고장이유, 관리번호, 지연시간, 발생장소, 고장발생일시, 고장코드, 고장

부품의 메이커, 부품번호 및 고장 조치내역 기재항목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을 통한 고장관리 시스

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결과등록모듈에 검사결과를 등록하기 위한 검사결과 등록양식이 기억되어 있는 기억장치

가 추가로 포함되는, 네트웍을 통한 고장관리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분석모듈은 특정 고장부품의 발생빈도를 체크하여 표준 고장빈도와 비교하는 신뢰성판단

모듈을 포함하는, 네트웍을 통한 고장관리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모듈은 보고서 형식 또는 그래프 형식의 출력물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을 

통한 고장관리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분석모듈은 특정 대상물이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경보모듈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웍을 통한 고장관리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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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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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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