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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s of Control Charts for Failure Rate 

with Fixed Inspection Interv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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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control charts for failure rate using the 
number of failures based on the fixed interval inspection with replacement. 
And we investigate the power of detection of the proposed control charts 
by the 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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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부품이나 시스템의 고장률은 시점 t에 가동된다는 조건하에 시점 t  이후에 부품이나 

시스템의 단위시간당 고장확률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고장률의 유형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증가하는 증가형 고장률, 감소하는 감소형 고장률과 시간의 향을 받지 않

는 상수형 고장률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시스템의 고장률은 가동시간에 따라 

고장률이 감소하는 초기고장기간, 고장률의 증감이 거의 없는 우발고장기간, 마지막으

로 고장률이 증가하는 마모고장기간을 거치는 욕조곡선의 형태를 따르는 경우가 많

다.

시스템은 판매나 초기사용에 앞서 일정기간을 시험 가동시켜 초기고장기간의 높은 

고장률을 일정수준으로 낮추어 주는 번인(burn-in)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렇게 안

정된 고장률은 마모고장기간에 이르기까지 증감이 거의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고장률이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기간은 시스템의 내용수명기간으로 대체

로 우발고장기간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수명기간에 연속되는 일정구간 동안 관측되는 부품이나 시스템의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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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여 가동 중인 시스템이나 부품의 고장률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정구간 동안의 수명자료는 관측에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관측 중단 자료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불완전한 자료를 이

용하여 시스템이나 부품의 고장률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관리할 수 있

는 관리도의 운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Lee등(1999)은 구간의 크기가 T로 일정한 구간별로 랜덤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을 복원 수명시험으로 관찰한 수명자료를 이용하여 고장률을 관리하는 

슈하르트 관리도를 제안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 다. Cho와 Lee(2002)는 같은 상황에

서 고장률에 대한 지수가중이동평균관리도를 제시하고 이들의 특성을 ARL(average 

run length)의 관점에서 비교하 다. Crowder(1987, 1989), Lucas와 Saccucci(1990) 등

은 ARL의 관점에서 지수가중이동평균관리도의 가중치와 관리한계의 최적설정을 연구

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고장률 관리 대상 부품이나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즉시 교

체하여 운 하면서 미리 정해진 고정구간마다 고장회수를 관측하여 최근 관측 구간의 

자료를 통합하여 이용하는 고장률 관리도를 제안하고 그 성능을 고찰함으로서 고장률

관리에 효율적인 관리도를 탐색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관리도 운 기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수명관측모형과 고장률 관리도를 제안하고, 3절에서는 

제안된 관리도의 ARL을 이용하여 관리도의 성능을 고찰한다. 

2. 수명관측모형과 고장률 관리도  

예를 들어 1000여개의 전력반도체를 사용하는 송전시스템을 운 하면서 전력반도체

의 고장률을 관리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송전시스템의 운 은 전력반도체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예비 부품으로 교체하여 송전시스템이 지체 없이 가동되도록 하

고 있다고 하자. 이와 같은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수명관측모형으로 n개 동일부품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운 하는 도중에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고장부품을 교체하

여 시스템을 운 하면서 미리 정해진 고정구간마다 고장회수를 관찰하는 복원 수명시

험으로 <그림 2-1>과 같이 검사 시점별(ti)로 각 구간 고장회수(Ri)를 관찰하는 모형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검사시점 t0 t1 t2 tK − 1 tK

고장부품수 R1 R2 RK

<그림 2-1> 수명관측모형

위 수명관측모형에서 검사시점은 ti = t0 + i T와 같이 T시간 간격으로 주어진다

고 하자. 이와 같은 수명관측모형은 Lee 등(1999)과 Cho와 Lee(2002)가 고려한 크기



Comparisons of Control Charts for Failure Rate 

with Fixed Inspection Interval
795

가 T로 일정한 구간별로 랜덤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을 복원 수명시험으로 관찰하는 

수명관측모형과 달리 현장의 고장 기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수명관측모형에서 부품의 수명분포는 고장률이 λ인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고장률 λ의 관리를 위한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T시간동안 관

찰되는 고장 부품의 수(Ri)와 고장률 λ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Ri는 평균이 λnT인 

포아송분포를 따른다. 그러므로 고장률 λ의 구간별 추정치 λ̂ i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λ̂ i=
R i
nT
                                     (2.1)

고장률관리도는 관리상한만 고려하므로 목표값이 λ0일 때 λ̂ i를 관리통계량으로 

사용하는 고장률관리도의 α확률한계선 UCLλ은 다음 식(2.2)를 만족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P( 0≤ λ̂ i≤UCL λ|λ= λ0)

= P( 0≤
R i
nT
≤UCL λ|λ= λ 0)

= P( 0≤Ri≤nT⋅UCL λ|λ= λ 0)
= 1-α

                        (2.2)

Ri를 관리통계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α확률한계선 UCLR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CLR = nT UCLλ                              (2.3)

그러나 이산형 확률변수 Ri에 대하여 P (0 Ri UCLR )가 정확하게 1− α가 되

도록 하는 UCLR을 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관리도의 제1종 오류의 확률이 α를 넘지 

않도록 하는 최소의 정수를 UCLR의 값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즉, Fλ0nT (r)을 평균이 

λ0nT인 포아송분포의 누적분포함수라고 하면 UCL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F− 1
λ0nT(1− α )로 나타낼 수 있다.

F− 1
λ0nT(1− α ) =  inf { r  :   Fλ0nT (r) 1− α  }             (2.4)

이제 각 구간별로 관측되는 고장 회수 Ri를 이용하여 고장률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도를  다음과 같이 고려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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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관리도별 관리통계량

관리도 관리 통계량

I  Ri,i=1,…,K

II R 1, ∑
i

k= i-1
Rk/2, i=2,…,K

III R 1,  (R 1+R 2)/2, ∑
i

k= i-2
Rk/3, i=1,…,K

관리도별로 관리중심선(CL), 관리상한선(UCL), 관리하한선(LCL)을 설정하면 아래

와 같다.

(1) 관리도 I : 모든 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UCLI = F− 1
λ0nT (1− α )

     CL = λ0nT                             (2.5)

LCL = 0

(2) 관리도 II : 첫 번째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한계

를 설정할 수 있다. (단, 첫 번째 구간은 (2.5)와 같은 관리 한계를 사용한다.) 

           UCLII = F− 1
2λ0nT (1− α )/2

    CL = λ0nT                            (2.6)

LCL = 0  

(3) 관리도 III :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단, 첫 번째 구간은 (2.5), 두 번째 구간은 (2.6)과 

같은 관리 한계를 사용한다.)  

             UCLIII = F− 1
3λ0nT (1− α )/3

    CL = λ0nT                           (2.7)

 LCL = 0

3. 관리도의 ARL   

제안된 관리도가 고장률의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품의 고장률

이 λ로 주어질 때 각 관리도의 ARL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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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도 I의 ARL :  

ARL (λ ) =
1

1 − L1 (λ )
,                          (3.1)

여기서 

L1 (λ ) =P (0 R1 UCLI|λ )                      (3.2)
이고, R1은 평균이 λnT인 포아송분포를 따른다.

(2) 관리도 II의 ARL :  

ARL (λ ) = 1 +
L1 (λ )

1 − L2 (λ )
,                        (3.3)

여기서 L1 (λ )는 식(3.2)에서 주어진바와 같으며

L2 (λ ) =P (0
R1 + R2

2
UCLII|λ )                 (3.4)

이고, (R1 + R2)는 평균이 2λnT인 포아송분포를 따른다.

(3) 관리도 III의 ARL :  

ARL (λ ) = 1 + L1 (λ ) +
L1 (λ )L2 (λ )

1 − L3 (λ )
,                 (3.5)

여기서 L1 (λ )과 L2 (λ )는 각각 식(3.2)와 식(3.4)에서 주어진바와 같으며

L3 (λ ) =P (0
R1 + R2 + R3

3
UCLIII|λ )              (3.6)

이고, (R1 + R2 + R3)는 평균이 3λnT인 포아송분포를 따른다.

이제 제안된 고장률 관리도가 고장률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관리상태의 고장률의 목표값 λ0가 0.05이고 고정구간의 간격 T가 10

일 때, 수명관측대상 부품의 수 n이 50, 100, 200인 경우를 가정하고 제안된 관리도의 

관리중심선, 관리 상한선(α = 0.005  확률한계선)을 구하고, 관리도의 ARL을 알아보기

로 하자. 고장률의 목표값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이용하거나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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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관측한 고장부품의 수를 이용하여 식(2.1)과 같이 고장률을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관리도의 관리중심선과 관리상한선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관리통계량별 관리중심선과 관리상한선 

n 관리도 관리 중심선 관리상한선

50

I

25

39

II 69/2

III 98/3

100

I

50

69

II 127/2

III 182/3

200

I

100

127

II 237/2

III 346/3

<표3.1>의 각 관리도에 대하여 고장률을 0.05에서 0.06까지는 0.001씩, 0.06에서 0.1

까지는 0.05씩 변화시키면서 ARL을 계산한 결과는 <표3.2>, <표3.3>, <표3.4>와 같

다. 관리도의 관리 상한선을 관리도의 제1종 오류의 확률이 0.005를 넘지 않도록 설정

하 기 때문에 각 관리도의 ARL은 관리상태의 고장률 λ0가 0.05일 때 200이상이 된

다. 기대하는 바와 같이 관리통계량 I, II, III을 사용하는 모든 관리도의 ARL은 n이 

커질수록 탐지 능력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n이 50일 때 관리통계량 II의 ARL은 n이 100일 때 관리통계량 I의 ARL과 유사하

고,  n이 100일 때 관리통계량 II의 ARL은 n이 200일 때 관리통계량 I의 ARL과 유

사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관리통계량 II는 관리통계량 I의 인접한 두 구간의 수명정

보를 통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통계량 II를 사용하면 관리통계량 I을 사용하는 

것 보다 표본의 크기를 1/2로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관측된 세 구간의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관리통계량 III의 고장률 변화에 

대한 탐지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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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관리도의 ARL (n= 50)

λ             유형  I II III

0.050 290.39640 230.90740 218.65110

0.051 210.97620 150.75490 131.34250

0.052 155.55630 101.02490 81.91956

0.053 116.32930 69.42478 53.00470

0.054 88.18352 48.88437 35.55217

0.055 67.72430  35.24218  24.70285

0.056 52.66648 25.99436 17.76770

0.057 41.45160 19.60263 13.21607

0.058 33.00352 15.10288 10.15312

0.059 26.57025 11.87936 8.04236

0.060 21.62020  9.53162 6.55438

0.065 8.92464 4.13171 3.29219

0.070 4.54939 2.51230 2.29484

0.075 2.75587 1.86857 1.82396

0.080 1.91928 1.54342 1.53706

0.085 1.49262 1.34483 1.34426

0.090 1.26324 1.21107 1.21104

0.095 1.13743 1.12121 1.12121

0.100 1.06903 1.06461 1.06461

<표3.3>  관리도의 ARL (n= 100)

λ             유형 I II III

0.050 230.70180     250.25160 201.98410

0.051 150.46810 138.23690 100.76750

0.052 100.67210  80.05201  53.90867

0.053  69.01808  48.52225  30.89803

0.054  48.43361  30.74168  18.95722

0.055  34.75537      20.33157  12.43226

0.056  25.47813  14.01830   8.68960

0.057  19.06250  10.06114   6.44227

0.058  14.54355  7.50296   5.03259

0.059  11.30483  5.80067   4.11020

0.060   8.94537  4.63685   3.48120

0.065   3.52690  2.23246   2.08495

0.070      1.93838  1.56615   1.55620

0.075   1.36324  1.27486   1.27462

0.080   1.13455  1.11907   1.11907

0.085   1.04483  1.04292   1.04292

0.090   1.01292  1.01276   1.01276

0.095   1.00317  1.00316   1.00316

0.100 1.00066  1.00066   1.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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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관리도의 ARL (n= 200)

λ              유형 I II III

0.050 250.33670 206.22210 233.37530

0.051     138.15510 92.76564  87.98806

0.052  79.84513  45.56235  37.84793

0.053  48.22092  24.37499  18.56991

0.054  30.36870  14.17069  10.37697

0.055  19.90427   8.92544   6.55764

0.056  13.55014   6.06272   4.61622

0.057  9.56279   4.41187   3.54403

0.058  6.98311   3.41030   2.90168

0.059      5.26654   2.77329   2.48484

0.060  4.09458   2.34969   2.19321

0.065  1.72020   1.45502   1.45255

0.070  1.16948   1.14560   1.14560

0.075  1.03156   1.03059   1.03059

0.080  1.00403   1.00401   1.00401

0.085  1.00034   1.00034   1.00034

0.090  1.00002   1.00002   1.00002

0.095  1.00000   1.00000   1.00000

0.100  1.00000   1.00000   1.00000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고장률 관리 대상 부품이나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는 즉

시 교체하여 운 하면서 미리 정해진 고정구간마다 관측되는 고장회수의 기록을 이용

할 수 있는 고장률 관리도 I, II와 III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ARL의 관점에서 고찰하

다. 

각 구간의 고장회수를 이용하는 관리도 I에 비하여 최근 두 구간을 통합하여 이용

하는 관리도 II와 최근 세 구간을 통합하여 이용하는 관리도 III의 고장률 변화를 탐지

하는 능력이 ARL의 관점에서 우수함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는 최근 두 구간을 통합한 관리도 II와 최근 세 구간을 통합한 관리도 III

만을 고려하 지만 이외에도 처음부터 관측되는 모든 구간을 누적하여 사용하는 관리

도나 고려되는 구간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관리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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