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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stem subject to random shocks is considered. The shocks arrive 
according to a Poisson process and the amount of each shock is 
exponentially distributed. In this paper, a periodic inspection policy for the 
system is compared with a random inspection policy. After assigning 
several maintenance costs to the system, we calculate and compare the 
long-run average costs per unit time under two policies.

Keywords : long-run average cost, periodic inspection policy, Poisson 
process, random inspection policy, random shock model  

1. 서 론 

임의의 충격을 받는 시스템에 대한 마르코프 확률 모형은 Lee와 Lee(1993, 1994)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이 모형은 시스템의 초기상태를 β > 0로 하고, 발생률 ν > 0인 포아

송 확률과정을 따라 발생하는 임의의 충격에 의해 시스템 상태는 양의 확률변수 Z만

큼 떨어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시스템은 수리공에 의해 점검되는데, 만약 수리공이 도

착했을 때, 시스템의 상태가 적정수준 α (0≤α≤β)  미만이면 즉시 시스템을 수리해

서 시스템의 상태를 초기상태 β로 올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그냥 떠난다. 

이 모형에 대한 표본경로는 <그림 1>과 같다.

Park, Choi와 Lee(2004)는 Z가 평균 μ를 갖는 지수 확률변수라는 가정 하에,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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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도착률 λ > 0인 포아송 확률과정을 따라 시스템을 점검(random inspection, 임의

점검)하는 경우에서, 시스템의 관리에 관련된 여러 비용을 고려한 후,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는 α와 λ의 값이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 다. 본 논

문에서는, 수리공이 일정한 간격 τ > 0로 시스템을 점검(periodic inspection, 주기점검)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Park, Choi와 Lee(2004)가 고려했던 여러 시스템 관리 비용을 

시스템에 부과한 후,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 비용을 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α와 τ가 존재함을 보인다. 두 점검 정책의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 

비용을 비교하여 주기점검의 경우가 임의점검의 경우보다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비용이 더 작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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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x: shock, o: repairman)

2. 주기점검에서 최적화

주기점검은 시스템의 점검과 점검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상수 τ > 0로 고정되는 점검

정책을 말한다. 시스템의 상태는 수리공의 점검에 의해서만 알 수 있고, 점검 시 시스

템의 상태가 α이하일 때는 수리하여 β상태로 올려놓는다. Park, Choi와 Lee(2004)가 

임의점검에서 고려했듯이, 본 논문에서도 수리공이 올 때마다 드는 비용을 C 1 , 시스

템의 상태를 단위당 올리는 수리비용 C 2 , 시스템 상태가 α이하에 있는 동안 단위기

간 당 드는 비용 C 3가 시스템의 관리 비용으로 고려된다.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 비용을 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α와 τ가 존재함을 보인다. 

T *pe를 재생과 재생 사이의 시간, N pe를 T
*
pe
동안 수리공이 도착하는 횟수, Z

'을 

수리공이 오기 직전에 α이하로 떨어진 양이라 하면,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

비용은 재생보상정리[Ross(1996, p. 133)]에 의해 다음 식 (2.1)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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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α,τ) =
E(Npe)C 1+E[T

*
pe-T α]C 3

E(T
*
pe)

+
[β-α+E(Z')]C 2

E(T *pe)

              (2.1)

여기서 E(T *
pe)는 한번 재생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으로 시스템의 상태가 

α보다 좋은 기간 T α와 α이하인 기간 T
*
pe-T α의 기대값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

다. 시스템이 장시간 운 되어 정상(stationary) 상태에 있다는 가정 하에, T
*
pe-T α

의 정상 상태에서의 분포함수를 이용하면 T *pe-T α의 기대값은 E(T
*
pe-T α)=τ/ 2

가 된다, 따라서

 E(T
*
pe) =E(T α)+

τ
2

=
1
ν
[1+

1
μ
(β-α)]+

τ
2

이 된다. 여기서 E (Tα)는 Park, Choi와 Lee(2004)의 결과를 참조하 다.

E(Npe)는 T
*
pe
동안 수리공이 도착하는 횟수에 대한 기대값이다. 수리공이 τ  간격

으로 오므로 단위시간당 수리공은 평균적으로 E(T
*
pe)/τ  번 오게 되고, E(Npe)는 식 

(2.2)와 같이 주어진다.

E(Npe)=
1
2
+
1
ντ
[1+

1
μ
(β-α)]                   (2.2)

E(Z')은 수리공이 오기 직전에 시스템의 상태가 α이하로 떨어졌던 양에 대한 기

대값이다. 이것은 시스템의 상태가 α이하인 기간 T *pe-T α  동안에 온 임의의 충격 

Z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다. 

E(Z') =E [ ∑
M (

τ
2
)+1

i=1
Z i]

= μ (1+
τ
2
ν)

여기서 M(t )는 발생률 ν 를 갖는 포아송 확률과정이다.

실제 수리비용은 수리 직전의 상태에서 수리 직후의 상태인 β까지 점프되는 양에 

비례하며, 점프되는 양은 β-α+E(Z) 이 된다. 따라서 적정수준 α와 수리공의 도

착간격 τ에 대한 단위시간당 평균비용은 다음 식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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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α,τ) =
1
τ
C 1+νμC 2

+
τνμ

τνμ+2(β-α+μ)
C 3

                  (2.3)

2.1 α에 대한 최적화

적정수준 α에 대한 최소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식 (2.3)을 보면, α에 대해 항상 증

가함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α의 범위가 0≤α≤β이므로, 다음과 같은 정리

를 얻을 수 있다.

<정리 1>

비용함수는 증가함수이고, α= 0에서 최소비용 

Cpe(0, τ) =
1
τ
C 1+νμC 2

+
τνμ

τνμ+2(β+μ)
C 3

를 갖는다.

2.2 τ에 대한 최적화

수리공의 도착간격 τ에 대한 최소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식 (2.3)을 τ에 대해 미분

하면 다음과 같다.

Cpe'( τ) =-
1

τ 2
C 1

+
2νμ(β-α+μ)

[τνμ+2(β-α+μ)] 2
C 3

Cpe'( τ)의 분자를 Ape( τ)로 놓고, Ape( τ)= 0을 만족하는 τ
*를 구하면 

τ
*
=

2νμ(β-α+μ)C 1

-ν 2μ 2C 1+2νμ(β-α+μ)C 3

+
8νμ(β-α+μ) 3C 1C 3

-ν
2
μ
2
C 1+2νμ(β-α+μ)C 3

 

이 되며 우리는 다음 정리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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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

(i) νμC 1 < 2( β-α+μ)C 3인 경우는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τ
*가 존재하고, 

이때 최소비용 

Cpe(α,τ
*) =

νμC 1C 3C 3
2(β-α+μ)C 3+ νμC 1C 3

      

-
νμC 1 νμC 1C 3

3 2(β-α+μ)C 3+2(β-α+μ)
          

+
νμC 1 2(β-α+μ)

2(β-α+μ)( 2(β-α+μ)C 3+ νμC 1C 3)

+
νμC 1C 3

2(β-α+μ)C 3+ νμC 1C 3
+νμC 2          

를 갖는다.

(ii) νμC 1≥ 2(β-α+μ)C 3인 경우는 τ≥0인 범위에서 비용함수는 감소함수가 되고, 

τ=∞에서 최소비용

Cpe( α,∞)=νμC 2+C 3

를 갖는다.

증명

우선, 이차식 Ape( τ)= 0의 판별식를 보면 D / 4= 8 νμ(β-α+μ)
3C 1C 3 > 0이며,

lim
τ→0
Ape(τ)=-4(β-α+μ)

2C 1<0이다. 따라서, νμC 1 < 2( β-α+μ)C 3인 경우에는 

Ape( τ)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어 Ape( τ)= 0을 만족하는 τ
* >0가 존재하며, 

νμC 1≥2(β-α+μ)C 3인 경우에는 Ape( τ)가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어 Ape( τ)= 0

이 되는 두 개의 음의 해가 존재하고, 결국 τ가 커질수록 비용함수는 감소한다. 따라

서 τ=∞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위의 <정리 2>에서 νμC 1≥2(β-α+μ)C 3인 경우는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수

리공을 부를 때 드는 비용이 시스템의 상태가 나쁠 때 드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을 <정리 2>는 말해 주고 있다. 반대로, νμC 1 < 2( β-α+μ)C 3인 경우는 수리공을 

부를 때 드는 비용이 시스템의 상태가 나쁠 때 드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수리공을 불러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이때 수리공의 최적도착간격은 τ
*가 됨을 <정리 2>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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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점검정책의 비교

3.1 α에 대한 두 점검정책의 비교

Park, Choi와 Lee(2004)의 <정리 1>과 본 논문의 <정리 1>에 따르면, 임의점검 정

책과 주기점검 정책이 모두 α에 대하여 α= 0일 때 최소 비용을 갖는다. 임의점검 

정책에서 도착률 λ는 주기점검 정책에서 1/ τ에 해당하므로, Park, Choi와 

Lee(2004)의 <정리 1>의 임의점검 때의 최소비용에서 λ= 1/τ로 놓으면 

C(0,
1
τ
) =

1
τ
C 1+νμC 2

+
τνμ

(β+μ)+τνμ
C 3

이 되어, 본 논문의 <정리 1>의 주기점검 때의 최소비용 Cpe(0, τ)와 비교해 보면 

쉽게 C( 0,
1
τ
) >C pe(0, τ)임을 알 수 있다.

3.2 λ와 τ에 대한 두 점검정책의 비교

Park, Choi와 Lee(2004)의 <정리 2>와 본 논문의 <정리 2>에 따르면 우선 

νμC 1 < ( β-α+μ)C 3인 경우는 두 수리 점검에서 각각의 최소비용을 갖게 하는 유

일한 λ *와 τ *가 존재한다. Park, Choi와 Lee(2004)의 <정리 2>에서의 최소비용 

C(α,λ *)와 본 논문 <정리 2>의 Cpe(α,τ
*)를 비교하기 위해, 일반성을 잃지 않고 

C 3=1이라 가정하고, νμC 1 = x라 놓자. Cpe(α,τ
*)-C(α,λ *)의 분자 f(x)는

f(x) = (4-4 2)(β-α+μ) x
+(3 2-4) β-α+μ x + x x

이고,

f '(x) = (2-2 2)(β-α+μ)
1
x
     

+(3 2-4) β-α+μ+
3
2
x      

= ( 2-1)(β-α+μ)x
-3/2
+
3
4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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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f(0)= 0 , f(β-α+μ) < 0 , f '(0) < 0 , f '(β-α+μ) > 0이다. 여기서 

f ''(x)≥0이 되므로 f(x)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된다. 따라서 0≤x <β-α+μ에서 

f(x)≤0가 되어서 C(α,λ
*)≥Cpe(α,τ

*)이 성립한다. <그림 2>에 두 점검정책 하에

서 νμC 1 < ( β-α+μ)C 3인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함수의 예를 MATLAB을 이용하여 

그려 보았다.

(β-α+μ)C 3≤νμC 1 < 2( β-α+μ)C 3인 경우를 살펴보자. 임의점검에서는 Park, 

Choi와 Lee(2004)의 <정리 2>에 의해 λ= 0일 때 최소비용 C(α,0)를 갖고, 주기점

검에서는 본 논문의 <정리 2>에 의해 최소비용을 갖게 하는 유일한 τ *가 존재하며 

최소비용은 Cpe(α,τ
*)이 된다. 여기서도 C 3=1로 가정하면, C(α,0) >Cpe(α,τ

*)임

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 (β-α+μ)C 3≤νμC 1 <2( β-α+μ)C 3인 경우에 두 점

검정책에서의 해당 비용함수의 예를 역시  MATLAB을 이용하여 그려 보았다.

  끝으로 νμC 1≥2(β-α+μ)C 3인 경우를 살펴보자. 임의점검에서는 Park, Choi와 

Lee(2004)의 <정리 2>에 의해 λ= 0일 때 최소비용 C(α,0)을 갖고, 주기점검에서는 

본 논문의 <정리 2>에 의해 τ=∞일 때 최소비용 Cpe(α,∞)를 갖는다. 역시 

C(α,0) ≥Cpe(α,∞)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 νμC 1≥2(β-α+μ)C 3인 경

우에 두 정책의 해당 비용함수의 예를 MATLAB을 이용하여 그려 보았다.

<그림 2> νμC 1 < ( β-α+μ)C 3인 경우 두 점검정책의 비용함수

(C 1=0.5, C 2=0.7, C 3=1, ν= 1.5, μ= 0.2, α= 0.4, β=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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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β-α+μ)C 3≤νμC 1 <2( β-α+μ)C 3인 경우 두 점검정책의 비용함수

(C 1=0.5, C 2=0.7, C 3=1,ν= 6, μ= 0.2, τ= 0.7, β= 1)

<그림 4> νμC 1≥2(β-α+μ)C 3인 경우 두 수리 점검의 비용함수

(C 1=0.5, C 2=0.7, C 3=1, ν= 5, μ= 3, α= 0.4, β= 1)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ee와 Lee(1993, 1994)에 의해 소개된 임의의 충격을 받는 시스템에 

주기점검 정책을 적용하여 보았다. 시스템의 관리에 관련된 여러 비용을 고려한 후,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 비용을 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적정수준 α와 점검

주기 τ가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 다. 그리고 이 결과를 Park, Choi와 Lee(2004)가 임

의점검 정책 하에서 얻었던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즉, 두 점검 정책 하에서 얻어진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 비용을 비교하여 주기점검의 경우가 임의점검의 경우

보다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비용이 더 작음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임의점

검에서 존재하는 점검시기의 불확실성이 주기점검에서는 사라지는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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