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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료수리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최적의 주기적 예방보전정책을 고려한다. 이를 위

해서 Wu와 Clements-Croome (2005) 그리고 Jung (2006b)이 제안한 확률적 보전효과를 갖는 두

종류의 예방보전모형을 가정하고자 한다. 이 때, 시스템이 가동되는 동안에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비

용이 주어져 있을 때,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단위시간당 기대비용

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 횟수와 예방보전 주기를 결정한다. 끝으로 수치적 예를 통해서 제안

된예방보전정책을자세히설명한다.

주요용어: 단위시간당기대비용, 무료수리보증, 예방보전, 예방보전효과.

1. 서론

보증기간이 제공되는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 (repairable system)에 대한 사용자 측면의 최적의 보전

정책 (optimal maintenance policy)과 관련된 연구는 신뢰성 응용분야에서 많은 연구가들이 관심을 갖

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Sahin과 Polatoglu (1996)는 재생보증 (renewing warranty) 또는 비재생보

증 (non-renewing warranty)이 제공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 측면의 교체정책 (replacement pol-

icy)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그리고 Jung과 Park (2003)은 Sahin과 Polatoglu (1996)의 교체정책을 예

방보전 (Preventive Maintenance; PM)정책으로 확장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Canfield (1986)의 예방

보전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Canfiled (1986)의 모형에서 사용된 예방보전 활동에 대한 효

과 또는 수준이 항상 고정된 상수로 표현된 것을 어떤 임의의 확률분포를 갖는 확률변수라고 가정한

일반적인 형태의 예방보전모형이 Wu와 Clements-Croome (2005)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그리고 Jung

(2006b)은 이러한 Wu와 Clements-Croome (2005)의 예방보전 모형을 예방보전의 비용도 예방보전의

효과에의존한다는예방보전모형으로확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의 예방보전모형, 즉 Wu와 Clements-Croome (2005)의 모형과 Jung

(2006b)의 모형을 사용하여 보증기간이 고려된 예방보전모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Jung

(2006a)은 Canfiled (1986)의 예방보전 모형을 가정하여 재생보증과 비재생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예방

보전정책을 설명하였으며, Han과 Jung (2002)은 비재생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교체모형을 베이즈 관

점에서 다루었다. 또한, Yeh 등 (2007)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증정책인 무료수리보증 (free-repair

warranty)을고려한교체정책을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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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무료수리보증이 주어진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하여 확률적 예방보전효과를 갖는

두 종류의 예방보전모형을 고려한 새로운 예방보전모형을 고려하고자 한다. 즉, 시스템에는 무료수리보

증이 주어지고,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기 x마다 예방보전 활동이 이루어지며, 예방보전 활동

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Wu와 Clements-Croome (2005) 또는 Jung (2006b)의 확률적 예방보전효과를

갖는 예방보전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면

최소수리 (minimal repair)가 수행되며, N번째 예방보전주기에서는 사용자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으

로 교체된다. 이러한 두 종류의 예방보전모형에 대하여 단위시간당 기대비용 (expected cost rate per

unit time)을 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 주기와 횟수를 결정하는 최적의 예방보전정책

(optimal PM policy)을설정하는방법을소개하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두 종류의 확률적 예방보전효과를 갖는 예방보전모형인

Wu와 Clements-Croome (2005)의 모형과 Jung (2006b)의 모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3절에서

는 2절에서 설명한 두 종류의 예방보전모형을 이용한 무료수리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예방보전정책

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두 모형에 대한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최소화

하는최적의예방보전정책을결정하는방법에대하여설명하고자한다. 4절에서는 3절에서고려된최적

의예방보전정책을설명하기위하여수치적예를보이고자한다.

2. 확률적 예방보전효과를 갖는 예방보전모형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확률적 예방보전효과를 갖는 예방보전모형을 이용하여 무료수리보증이 종

료된 이후의 예방보전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

는데, 이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이용할 두 종류의 확률적 예방보전효과를 갖는 예방보전모형인 Wu와

Clements-Croome (2005)의모형과 Jung (2006b)의모형에대하여간단히설명하고자한다.

2.1. 모형 A

모형 A를 Wu와 Clements-Croome (2005)이 제안한 확률적 예방보전효과를 갖는 예방보전모형이라

고 하자. 모형 A는 다음과 같은 6개의 기본가정이 모형에 포함되도록 하여 기존의 연구를 좀 더 일반적

인 형태로 확장하였다. 특히, 세 번째 가정을 통해서 예방보전 활동에 대한 효과를 고정된 상수로 가정

한 기존의 예방보전모형을 예방보전의 효과를 표현하는 인자가 어떤 임의의 확률분포를 갖는 확률변수

라고가정한예방보전모형을제안한것이다.

가정 (A)

1. PM은 kx, k = 1, 2, · · · , N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x는 PM의 주기이고, N은 PM의 횟수

이다. 그리고 N번째 PM주기에서는시스템이새것으로교체된다.

2. h(t)는 PM이이루어지지않을때의고장률함수로써순증가함수이다.

3. k번째 PM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스템의 고장률함수는 hk(t) = θk−1h(t), t ∈ (0, x)이 되고 θ는

예방보전의수준을표현하는인자로써누적분포함수 F (θ)를갖는확률변수이다. 단, θ ≥ 1이다.

4. 연속되는예방보전주기사이에서고장이발생되면최소수리를수행한다.

5. PM과최소수리, 그리고교체를위한시간은고려하지않는다.

6. 최소수리비용은 cm, 예방보전비용은 cp 그리고교체비용은 c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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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모형에 대해서 Wu와 Clements-Croome (2005)은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이 다음과 같이 구

해짐을 보였으며, 이러한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N∗와 x∗을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

서설명하였다.

CA(x, N) =
1

Nx

(
cm

NX
k=1

Z x

0

„Z ∞

1

θdF (θ)

«k−1

h(t)dt + (N − 1)cp + cr

)
. (2.1)

여기서, cr은시스템의교체비용이고, cp는예방보전비용그리고 cm은시스템의최소수리비용이다.

2.2. 모형 B

모형 B를 Jung (2006b)이 제안한 확률적 예방보전효과를 갖는 예방보전모형이라고 하자. 모형 B는

예방보전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예방보전의 비용 또한 예방보전의 효과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여 모형

A를확장한모형이다. 모형 B에는다음과같은가정들이포함된다.

가정 (B)

1. 가정 (A)의 1, 2, 3, 4, 5와동일하게가정한다.

2. 최소수리비용은 cm이고 교체비용은 cr이다. 그리고 예방보전비용은 예방보전의 수준을 나타내

는확률변수 θ에의존한다. 단, θ의누적분포함수는 F (θ)이고, θ ≥ 1이다.

위와같은모형에대해서 Jung (2006b)은단위시간당기대비용이다음과같이구해짐을보였으며, 이

러한단위시간당기대비용을최소화하는최적의 N∗와 x∗을찾는방법에대해서설명하였다.

CB(x, N) =
1

Nx

(
cm

NX
k=1

Z x

0

„Z ∞

1

θdF (θ)

«k−1

h(t)dt + (N − 1)cp(µθ) + cr

)
, (2.2)

여기서, cr은 시스템의 교체비용이고, cp는 예방보전비용 그리고 cm은 시스템의 최소수리비용이며,

cp(µθ)는예방보전비용으로써예방보전의수준을비용에반영하기위해서 µθ의감소함수라고가정한다.

단, µθ =
R∞
1

θdF (θ)이다.

3. 무료수리보증 이후의 예방보전정책

본 논문에서는 무료수리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예방보전정책을 고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스템에는

보증기간이 주어지며, 보증기간 동안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면 시스템에는 무료로 최소수리가 수행된

다. 그러나 보증기간에 있어서는 보증기간이 재생되지 않고 처음에 주어진 보증기간이 유지된다. 그러

므로 무료수리보증에서는 보증기간이 종료될 때의 시스템의 수명 (age)은 항상 w가 된다. 이제 이러한

무료수리보증이주어진경우에 2절에서설명한모형 A와모형 B를가정한예방보전모형에대하여사용

자측면의최적의예방보전정책을고려하고자한다.

3.1. 무료수리보증 이후의 예방보전정책: 모형 C

이 절에서 고려하는 예방보전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스템에는 무료수리보증기간 w가 주어지

고,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주기 x마다 예방보전활동이 이루어지며, 예방보전활동이 이루어진 이후

에는 2.1절에서 설명한 모형 A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시스템에 고장

이 발생하면 최소수리가 수행되며, N번째 예방보전주기에서는 사용자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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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된다. 이러한 예방보전모형을 모형 C라고 하고, 모형 C에 대한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최적의예방보전정책에대하여고려하고자한다.

먼저,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기대순환길이 (expected cycle length)을 구

하여야 하는데, 무료수리보증에서는 보증기간 동안에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보증기간이 새로 시

작되지 않고 잔여 보증기간만이 유지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기대순환길이 L이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

있다.

L = w + Nx. (3.1)

그리고 총기대비용 (total expected cost)은 Jung과 Park (2003) 그리고 Wu와 Clements-Croome

(2005)의결과를이용하면다음과같이구해진다.

TC(x, N) = cm

(Z w+x

w

h(t)dt +

NX
k=2

Z x

0

„Z ∞

1

θdF (θ)

«k−1

h(t)dt

)
+ (N − 1)cp + cr. (3.2)

위의식 (3.2)에서 w는보증기간, cm은최소수리비용, cp은예방보전비용, 그리고 cr은교체비용이다.

그러므로 식 (3.1)의 기대순환길이와 식 (3.2)의 총기대비용으로부터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은 다음과 같

이된다.

CC(x, N) =
1

w + Nx"
cm

(Z w+x

w

h(t)dt +

NX
k=2

Z x

0

„Z ∞

1

θdF (θ)

«k−1

h(t)dt

)
+ (N − 1)cp + cr

#
. (3.3)

식 (3.3)에서 보증기간이 없으면 즉, w = 0이면 식 (2.1)에 있는 모형 A의 단위시간당 기대비용과 동일

해짐을알수있다.

이제, 식 (3.3)의단위시간당기대비용을최소화하는최적의예방보전주기와횟수를결정하는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최적의 예방보전 주기 x∗를 찾기 위해서 식 (3.3)을 x에 관해서 1차 미분한 다음 0으로

놓고풀면다음을얻을수있다. 
h(w + x) +

NX
k=2

hk(x)

! 
w

N
+ x

!
−

 Z w+x

w

h(t)dt +

NX
k=2

Z x

0

hk(t)dt

!
=

(N − 1)cp + cr

cm
. (3.4)

위의식 (3.4)에서 hk(t)는다음과같다.

hk(t) =

„Z ∞

1

θdF (θ)

«k−1

h(t).

여기서 시스템의 고장률함수 h(t)가 증가함수이면, 주어진 N의 값에 대해서 식 (3.4)를 만족하는 최적

의 주기 x∗의 값이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해지는 x∗는 N의 값에 의존하게 되므

로 식 (3.4)을 만족하는 최적의 주기 x∗와 최적의 예방보전 횟수 N∗를 동시에 찾아야만 한다. 이를 위

해서식 (3.4)를만족하는 x가 N의함수가되기때문에이를 xN이라고하고, 이값을식 (3.3)의 x대신

에대입하면, CC(xN , N)은 N만의함수가되므로최적의횟수 N∗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N∗ = min
N

CC(xN , N), N = 1, 2, 3, · · · . (3.5)

따라서 식 (3.3)의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횟수는 식 (3.5)에서 구해진 N∗이고,

이때최적의주기 x∗는 xN∗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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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료수리보증 이후의 예방보전정책: 모형 D

이 절에서 고려하는 예방보전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스템에는 무료수리보증기간 w가 주어지

고,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주기 x마다 예방보전활동이 이루어지며, 예방보전활동이 이루어진 이후

에는 모형 B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면 최소

수리가 수행되며, N번째 예방보전주기에서는 사용자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된다. 이러한 예

방보전모형을 모형 D라고 하고, 모형 D에 대한 예방보전모형에 대하여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정책을 설정하고자 한다.먼저,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는 시스템의 기대순환길이를 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식 (3.1)과 동일하게 된다. 그리고 총기대비용은

Jung과 Park (2003) 그리고 Jung (2006b)의결과를이용하면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TD(x, N) = cm

(Z w+x

w

h(t)dt +

NX
k=2

Z x

0

„Z ∞

1

θdF (θ)

«k−1

h(t)dt

)
+ (N − 1)cp(µθ) + cr. (3.6)

여기서, w는 보증기간, cm은 최소수리비용, cp은 예방보전비용, 그리고 cr은 교체비용이다. 그리고

cp(µθ)는 예방보전비용으로써 예방보전의 수준을 비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µθ의 감소함수라고 가정한

다. 단, µθ =
R∞
1

θdF (θ)이다. 예를 들어 Park과 Jung (2002)의 연구에서 고려했던 것처럼 임의의

q0 > 0와 q1 ≥ 0에대하여다음과같은형태의예방보전비용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cp(µθ) = q0 + q1 (µθ)
−1 (3.7)

또는

cp(µθ) = q0 + q1 exp {−µθ} . (3.8)

이제, 식 (3.1)의 기대순환길이와 식 (3.6)의 총기대비용으로부터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된다.

CD(x, N) =
1

w + Nx"
cm

(Z w+x

w

h(t)dt +

NX
k=2

Z x

0

„Z ∞

1

θdF (θ)

«k−1

h(t)dt

)
+ (N − 1)cp(µθ) + cr

#
. (3.9)

만약, 식 (3.7) 또는 식 (3.8)과 같은 형태의 예방보전비용을 고려하고, q0 = cp이고 q1 = 0이면 식

(3.9)의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은 식 (3.3)에 있는 모형 C에 대한 단위시간당 기대비용과 동일해 짐을 알

수있다.

이제, 식 (3.9)의단위시간당기대비용을최소화하는최적의예방보전주기와횟수를결정하는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최적의 예방보전 주기 x∗를 찾기 위해서 식 (3.9)를 x에 관해서 1차 미분한 다음 0으로

놓고풀면다음을얻을수있다. 
h(w + x) +

NX
k=2

hk(x)

! 
w

N
+ x

!
−

 Z w+x

w

h(t)dt +

NX
k=2

Z x

0

hk(t)dt

!

=
(N − 1)cp(µθ) + cr

cm
. (3.10)

여기서 고장률함수 h(t)가 증가함수이면, 주어진 N의 값에 대해서 식 (3.10)을 만족하는 최적의 주기

x∗의 값이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해지는 x∗는 N의 값에 의존하게 되므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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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을 만족하는 최적의 주기 x∗와 최적의 예방보전 횟수 N∗를 동시에 찾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식 (3.10)을 만족하는 x가 N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를 xN이라고 하고, 이 값을 식 (3.9)의 x대신에

대입하면, CD(xN , N)은 N만의함수가되므로최적의횟수 N∗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N∗ = min
N

CD(xN , N), N = 1, 2, 3, · · · . (3.11)

따라서 식 (3.9)의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횟수는 식 (3.11)에서 구해진 N∗이고,

이때최적의주기 x∗는 xN∗가된다.

4. 수치적 예

본 논문에서 고려된 예방보전모형에 대한 최적의 보전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고장시간

T가 척도모수 (scale parameter)가 1인 와이블분포 (Weibull distribution)를 한다고 가정하자. 즉, 가

정된 시스템의 고장률함수는 h(t) = βtβ−1이 된다. 그리고 식 (3.5)의 예방보전비용을 가정하고, 예방

보전의 수준인 θ는 Wu와 Clements-Croome (2005)의 논문에서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분포함수를

갖는균등분포 (uniform distribution)를한다고가정하자.

F (θ) =

8<: θ

u− 1
, 1 ≤ θ ≤ u

0, otherwise

표 4.1은 u와 q1의 변화에 따라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 주기와 횟수 그

리고 그때의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 논문에서 고려한 네 종류의 모형 (모형 A,

B, C, D)에 대한 최적의 예방보전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표에서 w = 0.5, q1 = 3이고

u = 1.3일 때, 식 (3.11)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 주기는 0.730이고 횟수는 6이 됨을 알 수 있는

데, 이는모형 D에대한최적의예방보전정책이다. 이것은보증기간이종료된이후에 0.730시점마다예

방보전을 수행하고 6번째 예방보전 주기에서는 시스템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기대비용 측면에서 최

적의 예방보전정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u와 q1의 값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1로부터 w와 u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 q1이 증가하면, N∗는 감소하고, C(x∗, N∗)는

증가함을알수있다. 이는동일한예방보전의효과에대한비용이증가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표

4.2에는 β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예방보전정책이 나타나 있는데, 이로부터 β의 값이 증가할수록 최적의

예방보전주기는짧아지고, 최적의예방보전횟수는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료수리보증이 주어진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 측면에서의 예방보전

모형을 고려하였다. 특히, 예방보전의 수준을 고정된 상수가 아닌 어떤 임의의 확률분포를 갖는 확

률변수라고 가정한 일반적인 형태의 예방보전모형인 Wu와 Clements-Croome (2005)의 모형과 Jung

(2006b)의 모형을 이용하여 사용자 측면에서의 주기적인 예방보전모형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료수리

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두 종류의 주기적인 예방보전모형인 모형 C와 모형 D에 대하여 각각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이론적으로 구하였고, 최적의 예방보전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치적 예를 통하

여 제안된 모형에 대한 최적의 예방보전 주기와 예방보전 횟수 그리고 그 때의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에

대하여자세히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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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모형 A, B, C, D에 대한 최적의 예방보전정책과 단위시간당 기대비용 (q0 = 1, cr = 9, cm = 3, β = 3)

w q1 Optimal policy
u

1.1 1.2 1.3 1.4 1.5

0

0

x∗ 0.521 0.523 0.529 0.515 0.549

N∗ 20 13 10 9 7

CA(x∗, N∗) 4.0334 4.6366 5.1071 5.5065 5.8502

1

x∗ 0.655 0.649 0.645 0.637 0.643

N∗ 15 10 8 7 6

CB(x∗, N∗) 5.5495 6.0480 6.4219 6.7313 6.9930

3

x∗ 0.845 0.820 0.834 0.802 0.822

N∗ 9 7 5 5 4

CB(x∗, N∗) 7.8653 8.1979 8.4336 8.6075 8.7612

5

x∗ 0.975 0.948 0.942 0.913 0.940

N∗ 6 5 4 4 3

CB(x∗, N∗) 9.6962 9.8704 9.9695 10.0646 10.1063

0.5

0

x∗ 0.488 0.481 0.473 0.474 0.468

N∗ 22 14 11 9 8

CC(x∗, N∗) 4.0578 4.6257 5.0501 5.3970 5.6880

1

x∗ 0.620 0.595 0.576 0.580 0.549

N∗ 16 11 9 7 7

CD(x∗, N∗) 5.5974 6.0657 6.3984 6.6620 6.8786

3

x∗ 0.782 0.746 0.730 0.716 0.689

N∗ 11 8 6 5 5

CD(x∗, N∗) 7.9613 8.2741 8.4631 8.6060 8.7045

5

x∗ 0.893 0.850 0.820 0.801 0.777

N∗ 8 6 5 4 4

CD(x∗, N∗) 9.8549 10.0189 10.0901 10.1149 10.1382

표 4.2 β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예방보전정책과 단위시간당 기대비용 (모형 D) (q0 = 1, q1 = 3, cr = 9, cm = 3, w = 0.5)

β Optimal policy
u

1.1 1.2 1.3 1.4 1.5

3

x∗ 0.782 0.746 0.730 0.716 0.689

N∗ 11 8 6 5 5

CD(x∗, N∗) 7.9613 8.2741 8.4631 8.6060 8.7045

4

x∗ 0.721 0.690 0.668 0.650 0.624

N∗ 15 10 8 7 7

CD(x∗, N∗) 7.6149 7.9096 8.0867 8.2060 8.2995

5

x∗ 0.702 0.669 0.642 0.628 0.614

N∗ 19 13 11 9 8

CD(x∗, N∗) 7.2965 7.5719 7.7307 7.8326 7.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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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e optimal periodic preventive maintenance (PM) policy fol-

lowing the expiration of free-repair warranty. We assume that two periodic PM models

with random maintenance quality which were proposed by Wu and Clements-Croome

(2005) and Jung (2006b), respectively. Given the cost structure to the user during the

cycle of the product, we derive the expressions for the expected cost rate per unit time.

Also, we obtain the optimal PM number and the optimal PM period by minimizing the

expected cost rate per unit time. The numerical examples are presented for illustrativ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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