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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After product development, a Reliability Demonstration Test(RDT) is performed to confirm that the 

target life has been achieved. In the RDT, there are cases where the test equipment cannot accommodate 

all samples.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a test method to most economically demonstrate the target life 

of the product at a certain confidence level when the sample size is larger than the capacity of the test 

equipment.

Methods: If the sample size is larger than the capacity of the test equipment, test equipments may be added 

or the test time of individual samples may be increased. So the test method is designed to cover this situation 

with limited capacity. A zero-failure test method is applied as a test method to RDT. To minimize the cost, 

the test cost is defined and the cost function is obtained. Finally, we obtain the optimal test plan.

Results: A zero-failure test method is designed when the sample size is larger than the capacity of the test 

equipment, and the expected total cost is derived. In additio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appropriate 

sample size, test time, and number of test equipment is illustrated through an example, and the effects of 

model parameters to the optimal solutions are investigated numerically.

Conclusion: In this paper, we study a zero-failure RDT with test equipment that has limited capacity. The 

expected total cost is derived and the optimal sample size, test time, and number of test equipment ar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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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ed to minimize the expected total cost. We also studied numerical examples and for further studies, 

we can relax some restrictions in the test model and optimize the test method.  

Key Words: A Zero-Failure Test, Economic Design, Reliability Demonstration Test, Cost Model

1. 서  론

기업들은 신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발주기를 단축하여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새로

운 제품으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경쟁사와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어려운 

점은 제품의 개발 기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신뢰성 평가를 생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품의 신뢰성이 저

하되어 갑작스럽게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혼란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Lee, 2020). 따라서, 민수분야/군수분야 가릴 것 없이 제품 개발 시 신뢰성 평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19년 7월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품질관리 체계의 효율화와 군수품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Seo et al., 2020), 민수분야의 기업들도 신뢰성 기반의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Jeong et al., 2018).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시험이 필수적이다. 제품의 신뢰성이란 일정 기간 동안 사용 환경에서 

고장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품의 목표 시간이 증가할수록 신뢰성시험에 대한 시간도 

증가하게 된다. 시험 시간의 증가는 시험 장비 및 인력 투입 등의 증가로 이어져 비용을 상승시키게 된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통한 최대 이익 실현으로 존립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신뢰성시험을 수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신뢰성시험을 위해서는 시험 장비가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시험 장비는 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할 수 있는 

시료 수가 제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 장비의 용적 한계로 시험 장비 한 대가 준비된 모든 시험 시료를 수용

할 수 없는 경우 최소 비용으로 신뢰성 입증시험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시험 장비의 용적 제한이 

있는 경우 모든 시료를 한 번에 시험하는 경우보다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추가 시험 장비의 

도입 여부이다. 추가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시험 시료 수를 시험 장비의 최대 시료 용적 수로 

정하고 시험 시간을 증가할 수도 있다. 1 대의 장비만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시험 기간

이 크게 증가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2 대의 시험 장비가 필요할 때 1 대의 장비로 시험할 경우 시험 시간은 

두 배가 되는데 이는 소품종최근 개발 기간의 단축이 기업의 경쟁력의 일부분이 되는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추가 시험 장비를 도입할 경우 추가 장비 사용료 및 시동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시험 장비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시료 수에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비용이다. 준비된 시료를 시험 장비에 

설치 시 시험 장비의 용적 한계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적 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장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시료 수를 시험하는 장비와 장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시료 수보다 적은 시료 수를 시험하는 장비로 구분된다. 

즉 시료가 가득 채워지는 장비와 가득 채워지지 않은 장비로 구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료 수는 총 7 개 이고 

시험 장비가 최대 3 개 시료를 수용 할 수 있을 때 가득 채워지는 시험 장비는 2 대가가 되고, 가득 채워지지 않은 

시험 장비는 1 대가 된다. 일반적으로 시료를 가득 채워 시험하는 것이 시험 장비 사용에 대한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시험 장비에 시료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시험 장비로 구분된다. 가득 채우지 

못한 시험 장비의 사용 유무 혹은 각 장비의 시간배분 등 각 장비의 운용 방법에 따라 총 시험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시험 장비의 운용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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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기 특징을 고려하여 경제적 신뢰성 입증시험 설계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신뢰성 입증시

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무고장시험을 적용하였다.  

제 2장에서는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용적이 제한된 시험 

장비를 사용할 때의 경제적 시험 설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 4장에서는 예제를 통해 시험 설계를 수행하고 

본 연구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신뢰성 입증시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고장시험은 사전에 정해진 시료 수로 일정 시간동안 시험을 수행하여 

하나의 고장도 발생하지 않으면 요구되는 신뢰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정한다. 자동차, 산업용 기계 부품, 건설 및 

농기계용 중장비는 고가의 품목이 많고 수명시험에 소요되는 비용도 전자·전기 부품 등에 비해 상당히 높아 적은 시

료 수나 시험 시간이 요구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시험 방법은 시험이 수행되는 동안 성능 측정이나 고장

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Yang, 2013; Lu and Rudy, 2001; 

Meeker, et al., 2004; Ke, 1999; Wasserman, 2002). 

무고장시험은 시료 수를 계획된 시험 시간 동안 시험을 수행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상 제품이 특정 신뢰

수준에서 신뢰도가 목표 신뢰도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다. 시료 수 개를  시간 동안 시험하여 

 시점까지 고장 난 개수 가 임계 고장 개수  보다 적으면, 제품의 신뢰도가 목표 신뢰도인  이상임을 입증

하게 된다. 여기서 은 이항분포를 따르며 신뢰수준   로 입증하는 시험을 만족하기 위한 식을 (1)와 같이 

식을 세울 수 있다.

Pr ≤    
  



 
  ≤    (1)

, , 이 결정되면 상기 식을 만족하는 최소 시료 수를 구할 수 있다. 무고장시험은 고장이  0 이므로 필요한 

시료 수는 식 (2)를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가 된다. 

 ≥ln

ln  
(2)

이와 관련된 연구로 Kwon (2011; 2012)는 시험 시간과 시험 비용을 고려한 입증시험을 설계하였다. 동일한 신뢰

수준으로 동일한 백분위수명을 보증하는 시험방식에는 다양한 시료 수와 시험 시간의 조합이 존재한다. 입증시험 시 

시료 제작비용 혹은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사용료, 에너지 비용 등 시험 시간과 관련된 비용이 높은 경우, 적절한 

시료 수와 시험 시간의 조합을 선택함으로써 시험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험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시험 시간 혹은 시료 수를 줄이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시험 비

용을 최소화 하는 시험 설계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시험 대상 제품의 신뢰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알 수 있을 때 이 

정보를 사전 분포(prior distribution)로 활용한 베이지안(Bayesian) 시험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다수의 부품으로 구

성된 시스템의 신뢰도 입증을 위한 시험에서 부품의 신뢰성 혹은 시험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 신뢰도를 사전 정보

로 도출하고, 이를 시스템 신뢰성 입증시험 설계에 활용하는 베이지안 시험방법들이 Martz and Wailer (1990), 

Coolen et al. (2005), 그리고 Rahrouh (2005)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시험 시간을 줄이는 것에 



344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9, No. 3: 341-358, September 2021

목적을 두었으며 비용과 연계성은 없었다.

무고장시험 외에도 허용 고장 개수를 일반화한 -고장 허용 시험 계획의 시료 수도 수치적 방법으로 구할 수 있

다. 하지만 허용 고장 수가 증가할수록 시험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1-고장 허용 시험 계획이 무고장 

입증시험 계획의 대응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1-고장 보다 합격 확률을 낮추고, 무고장보다 합격 확률을 높여 각 

단점을 절충하는 입증시험 설계도 가능하다. Seo (2015)은 무고장 입증시험보다 실증확률을 높이면서 1-고장 허용 

실증시험의 요구 시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계수-계량형 실증시험계획을 개발하였다. 

소개된 모든 선행연구에서는 시험 시 시험 장비 1대가 모든 시료 수를 수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었

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 대의 시험 장비에 계획된 시료를 모두 시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험 장비 대비 

비교적 큰 사이즈의 시료를 시험하는 경우, 대용량 시험 장비가 부재할 때, 시험 장비 내에 보조 지그 설치 등 시료 

수용 공간부족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험 장비가 수용할 수 있는 시료 수가 제한될 때 경제적으로 

입증시험이 가능한 시험 설계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설계

3.1 용적제한을 고려한 무고장시험 계획

총 시험 시료 수를 , 시험 장비가 최대로 수용 가능한 시료 수(sample capacity)를  라고 할 때  >  인 경우

의 무고장시험 계획에서 시험 장비 수와 시료 수, 시험 시간을 <Table 1>과 같이 정의하였다.

Type Sample size Test time(h)
The number of

test equipment

Example

(=13, =5 )

Full

test equipment
⌊

⌋  ⌊

⌋  - 2 equipment

 - 10 samples

Not full 

test equipment
 ⌊

⌋  1
 - 1 equipment

 - 3 samples

Sum     ⌊

⌋
 - 3 equipment

 - 13 samples

Table 1. Defining the Test Elements( > )

 >  인 경우는 시험 장비의 최대 수용 시료 수 보다 시험 시료 수가 많기 때문에 한 대 이상의 시험 장비가 

필요하다. 시험 장비에 시료를 차례대로 채우면 시료를 가득 채운 시험 장비와 시료를 가득 채우지 못한 장비, 두 

가지 형태의 장비로 구분된다. 시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시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험 장비에 시료

를 최대한 가득 채워나가야 하며, 마지막 시험 장비에만 시료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기호

로 표현하면, 장비의 수용 능력만큼 시료를 가득 채운 시험 장비 수는 ⌊

⌋대가 되고, 시료를 가득 채우지 못한 

시험 장비 수는 1 대가 된다. 총 시험에 필요한 총 시험 장비 수는 ⌊

⌋ 또는 ⌈

⌉가 된다. 여기서 ⌊ ⌋기

호는 바닥 함수(floor function)를, ⌈ ⌉기호는 천장 함수(ceiling function)를 뜻한다. 또한 최대 수용 능력만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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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채운 시험 장비들에 할당 되는 시료 수는 가득 채운 시험 장비 수와 장비가 최대로 수용 가능한 시료 수의 곱으

로 나타 낼 수 있으며⌊

⌋로 표현된다. 잔여 시료를 수용하는 한 대의 시험 장비가 수용하는 시료 수는 총 개의 

시료에서 장비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시료 수만큼 채운 장비들에게 할당된 시료 수를 제외한 것이 되므로 

⌊

⌋ 로 표현할 수 있다. 

시험 시간은 시료를 가득 수용한 시험 장비들의 시험 시간을 으로 정의하고 나머지 잔여 시료를 수용하는  한 

대의 시험 장비의 시험 시간을 로 정의하였다. 총 시험 시간은 과  중 큰 값이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백분위수명 산출 시 지수분포를 수명분포로 가정하였다. 지수분포는 연속분포 중 유일하게 

무기억성을 가지며 고장률이 일정한 분포이다. 다른 분포에 비해 수학적 계산의 용이성과 통계적 추정과 가설검정법

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성 분석에서 널리 이용된다. 수명 가 지수분포를 따를 경우  ∼ 로 표현하

며,  는 척도모수(scale parameter)이다. 지수분포의 신뢰도는 (3)과 같다.

    (3)

무고장시험은 목표 백분위수명    를 목표 신뢰수준 로 입증하기 위해 개의 시료 수로 시험을 수행하

여 시험 시간  동안 고장이 없으면 수명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으로 목표 백분위수명의 신뢰도는 (4)이며

  
 

  

단,  ln 

(4)

시험 장비가 시료 수 개를 모두 수용 가능할 경우, 목표 백분위수명(  )을 입증하기 위해  인 신뢰도 

함수를 사용하여 시점까지 시험 시료 수  개 모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이며, 일반

적으로 소비자 위험률보다 작아져야 하는 무고장시험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5)과 같다.

Pr        
≤   (5)

본 연구에서는  >  인 경우로 최대 수용 능력만큼 시료를 가득 채운 시험 장비와 가득 채워지지 못한 시험 장비

로 나누어진다. 앞서, 가득 채운 시험 장비(이후  시험 장비)의 시험 시간은 , 가득 채우지 못한 시험 장비(이후 

 시험 장비)의 시간을  로 정의하였다. 총 시료 수 개를 ⌊

⌋ 개( 시험 장비의 시료 수)와 ⌊

⌋ 

개( 시험 장비의 시료 수)로 나누어 각각의 시험 장비에 장착하고, 목표 백분위수명(  )을 입증하기 위해 

척도모수가  인 신뢰도 함수를 사용하여 각 장비 별로 ,  시점까지 모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소비자위

험률 보다 작아지는 식은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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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

⌋

× 
 ⌊

⌋

 
 ⌊

⌋

× 
  ⌊

⌋

≤   

(6)

 시험 장비의 시료들이  시점까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과  시험 장비의 시료들이  시점까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곱한 값을 소비자 위험률보다 작게 하면  >  인 경우의 무고장시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식의 간결화를 위해  시험 장비 혹은  장비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와   인 경우는 빈번히 발생하지 않

는 경우로 이를 제외하고  ⌊

⌋,  ≥  로 치환하면,  (  장비 시료 수)는  ,   (  장비 시료 수)는 

    가 된다. 두 장비의 구분이 없이 총 시료 수에 대한 시험시간을 총 시험 시간(Total test on time)을 

   라 하고, 식 (6)을 최소로 하는  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7)과 같다.

 ⌊

⌋

ln 

ln  
 ⌊

⌋



   

(7)

이와 같이 시험 장비의 용적이 제한된 경우 목표 입증수명(   )과 특정 을 만족하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무고장시험 식을 도출하였다.

3.2 시험 비용 모델

입증시험 비용을 크게 시료 제작비, 인건비, 시험 장비 비용, 시험환경 구성비, 간접비 등으로 분류하여 <Table 

2>와 같이 정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시료 수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 시료 수에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즉, 

장비의 수에 의존하는) 비용을 , 시험 시간에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 시료 수에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에 관련된 비용을 , 시료 수에 단계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며 와 관련된 , 시료와 시험시간에 무관한 고정비 

성격의 간접비를  등 총 6가지 형태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고온에서 배터리 충/방전 시험을 진행할 

경우 배터리 시료 제작비는 , 시험자의 인건비 , 시험 장비 관련 비용은 , 배터리 종류에 따른 충/방전 지그 

제작비용을 , 개개의 배터리를 운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료 등 충/방전에 필요한 비용을 , 나머지 간접

비를  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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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type Cost definition

Sample production 

personnel expenses 

The cost of using test equipment 

Composition of test environment
Auxiliary jig 

Individual consumable material 

Indirect cost 

Table 2. The definition of test costs

시료 수가 시험 장비의 수용 능력 보다 커지면 시료를 가득 채운 시험 장비들( 시험 장비)과 가득 채우지 못한 

하나의 장비( 시험 장비)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된 장비 형태는  과 의 관계에 따라 총 4 가지

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  일 때에는 시험 장비가 모든 시료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로 한 대의 시험 

장비만 필요하다. 이 때 시험 장비는 시료가 가득 채워지지 않으므로  시험 장비만 사용하고, 개의 모든 시료를 

한 번에 시험한다. 두 번째는  =  일 경우이다. 시험 장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시료 수로 1대의 시험 장비에서 

시험을 수행하면 된다. 가득 채워지는 시험 장비이므로  시험 장비를 사용하며, 시료 수는 개 이다. 세 번째,  

>  이면서 이 의 배수가 되는 경우이다. 이 의 배수가 되면 모든 시험 장비들은 최대 수용 능력만큼 시료를 

채울 수 있다. 따라서  시험 장비에서 모든 시료를 시험하며 ⌊

⌋대의 시험 장비가 필요하다. 네 번째,  >  

이면서 이 의 배수가 아닌 경우이다. 이 의 배수가 아니면  시험 장비,  시험 장비 두 가지 시험 장비가 

모두 사용된다.  시험 장비에서는 ⌊

⌋대의 장비로 ⌊

⌋ 개의 시료를 시험하며,  시험 장비에서는 1대의 

시험 장비로 ⌊

⌋개의 시료 수를 시험한다. 즉 ⌊

⌋ 대의 시험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4가지 

조건에 따른 시료 수와 시험 장비 대수를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No.
Relationship between

 and 

Sample size The number of equipment
Sum of

equipment equipment

(full)

 equipment

(not full)

 equipment

(full)

 equipment

(not full)

1  <  0  0 1 1

2  =   0 1 0 1

3

 > 

 = ‘multiples of ’ ⌊

⌋

( per equipment)
0 ⌊

⌋ 0 ⌊

⌋
4  ≠ ‘multiples of ’ ⌊

⌋

( per equipment)
(⌊

⌋) ⌊

⌋ 1 ⌊

⌋

Table 3. The sample size and the number of test equipment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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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한 6가지 비용과 상기 4가지의 과 의 관계를 고려하여 총 비용 함수를 모델링 할 경우 시료 수(), 

가득 채운 시험 장비의 시험 시간(), 가득 채우지 못한 시험 장비의 시험 시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총 

비용(total cost)이 목적함수가 되고 결정 변수가 , ,  되는 식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세부 비용에 대한 

특징을 살피고 최종적으로는 각 비용과 관계식을 곱한 후 모두 더하여 총 비용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는 고정비로 단순히 , ,  와 관계가 없는 비용이다. 따라서 결정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총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에 1을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은 시료가 증가할수록 커지며 시료 수와 비례

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으로 단순히 비용에  을 곱한 값으로 표현하였다. 는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시험 

장비 사용료와 장비 단위로 필요한 지그 제작비용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시험 장비 대수만큼 필요하므로 총 시험 

장비 수⌈

⌉와 비용의 곱으로 표현하였다. 는 시험완료 시간과 관계되는 비용을 나타낸다. 시험완료 시간은 

과  중 최댓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Table 3>에서 과 의 관계에  장비만 사용하는 경우,  장비만 사용하는 

경우,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시험완료 시간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8)과 같다.

       (8)

여기서

∙  









  


 정수

  


≠정수

∙        
   ≥ 

 시험 장비는  <  인 경우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를 사용하여  <  일 때는 에 

0을 곱하여 시험 시간이 0이 되게 하고,  ≥  일 때는 1 값을 곱하여 시험 시간이 유효하게 표현되도록 하였다. 

 시험 장비는  이 의 배수일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이  의 배수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가 정수이면 

배수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정수일 경우 에 0을 곱하여  시험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

록 하고, 정수일 때 1 값을 적용하여  시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로 나타내었다. 는 

시료 개별로 사용되는 물품 비용 혹은 에너지 비용 등으로 시료 수와 시험 시간에 비례하여 비용이 증가하며 비용과 

시료 수, 시험 시간의 곱으로 표현하였다.  시험 장비의 시료 수는 ⌊

⌋ 이며  시험 장비는 ⌊

⌋ 

개이다. 이를 각각의 시간과 곱하여 ⌊

⌋ ⌊

⌋  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는 시료 수에 단계

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시험 시간에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은 (9)과 같다.

 ⌊

⌋     (9)

는 시험 장비 시동비용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시험 장비의 수는 ⌊

⌋개와  시간과의 곱이 된다. 

여기에  비용과 마찬가지로  시험 장비는  <  인 경우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를 추가하였다. 또한  

시험 장비 수는 1 대와  시험 시간을 곱하고  이  의 배수가 될 때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위해  를 추가로 

곱하였다. 6가지 비용들에 대한 표현은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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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Type Cost relationship

 1

 

 ⌈

⌉
     





⌊

⌋  ⌊

⌋




  







 ⌊

⌋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costs

각 비용과 관계된 식을 곱한 후 모두 더하여 총 시험 비용을 식 (10)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

⌉        

    




 ⌊

⌋    






(10)

3.3 경제적 무고장시험 설계

시험 장비가 시료 수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경우의 특정 신뢰수준에서 백분위수명을 입증할 수 있는 무고장시험 

방법에는 다양한 (, , ) 조합이 존재하며, 적절한 (, , ) 조합을 선택하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 시험 비용을 갖는 (, , ) 조합은 무고장시험 식과 비용함수를 활용하여 찾을 

수 있다. 총 비용함수는 3 개의 결정 변수(, , )를 가진 목적 함수가 되고, 이 목적 함수는 <Table 5>와 같이 

최솟값을 갖되 무고장시험 식이라는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최소 비용의 문제가 된다.

Elements Minimum cost problem

Objective function Total cost function

Decision variables , , 

Constrains A zero-failure demonstration test equation

Table 5. The optimization cost problem

무고장시험 식 중  으로 정리한 (7)를 총 비용함수 (10)에 대입하여 (11)과 같이 하나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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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11)

고정된  을  이라 했을 때  에서  시간을 한 단계씩(1시간) 상승시키며 비용 변화를 살펴본다.  에서 비용

이 최소가 되는 (, ) 조합을 찾고, 여기서  값을 식 (7) 에 적용하여 (, , ) 조합을 완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값에 적용하여 어떠한  값에서 최소 비용이 산출되는지를 찾는다. 즉 전역 최적해(global optimization)인 

(, , ) 조합을 찾아 최적 시험 설계를 완료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과정을 엑셀의 VBA를 이용하여 코딩을 수행한 후 제 4장 수치 예제의 결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4. 수치 예제

4.1 적용사례

한 장비의 모듈의 무고장 신뢰성 입증시험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입증 목표수명()은 1,000 시간, = 10 , 신

뢰수준()은 80 , 장비의 최대 수용 시료 수()는 7 개이다. 관련 시험 비용은 <Table 6>과 같다.  는 시험 결정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시험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No. Cost type Value(ratio)

1  5,500

2  1,000

3  40

4  5

5  10

Table 6. The value of cost

예제에 대한 무고장 입증시험 설계에서 시험비용이 최소가 되는 시료 수와 각 시험 장비의 사용 시간 조합은 다음

과 같다.

 = 13 개,  = 1,175 시간,  = 1,175 시간, 시험장비 2대, 시험비용 220,381

결과적으로 최대 수용 가능한 시료 수가 7 개인 시험 장비를 사용하며 총 13 개의 시료를 총 2 대의 장비( 시험 

장비에 시료 7 개,  시험 장비에 시료 6 개를 설치)를 사용하여 각각의 시험 장비에서 1,175 시간 동안 시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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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고장도 발생하지 않으면 80  신뢰수준으로 목표 수명인  1,000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계획을 

설계하였다.

Item ...             ...

Value ...

12 2,182 0 252,489 13 2,182 0 257,989 14 1,091 0 220,844

...

12 2,182 1 253,463 13 2,181 1 258,956 14 1,091 0 220,844

12 2,181 2 253,437 13 2,181 2 258,923 14 1,091 0 220,844

12 2,180 3 253,411 13 2,180 3 258,890 14 1,091 0 220,844

12 2,179 4 253,386 13 2,179 4 258,857 14 1,091 0 220,844

12 2,179 5 253,360 13 2,178 5 258,824 14 1,091 0 220,844

... ... ...

 min ... 12 1,273 1,273 220,757 13 1,175 1,175 220,381 14 1,091 - 220,844 ...

Table 7. The values of , ,   for different  ( = 12 ~ 14)

<Table 7>에서 각 에서의 최소 비용  min을 찾았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Figure 1>이다. 그래프를 

보면  = 1 일 때부터  min이 감소하다가  = 13 일 때를 기점으로 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비용을 갖는 전역 해는  = 13 일 때이며 이 때  = 1,175,  = 1,175 값을 가지므로 ( = 13,  

= 1,175,  = 1,175) 조합을 도출되며 비용은 220,381이다.

Figure 1. Total Cost curve  

한편  이 고정된 상태에서  증가 시 총 비용( )의 변화는 <Figure 2> 와 같이 3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i)  = 13 (ii)  = 14 (iii)  = 15

Figure 2. Total Cost cur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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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총 비용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ii) 총 비용이 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래프 

   (iii) 총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래프

(i)은 <Figure 2> 의  = 13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 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총 비용이 감소하고,  =  일 

때 가장 최소의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 13 일 때는 시험 장비 2 대( 시험 장비 1 대,  시험 장비 1 대)로 

같은 시험 시간동안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시험 계획이 된다. 또한  가 지속적으로 증가 시 ,  

가 교차하는 지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교차점에서 최소 비용을 갖게 된다. (ii)는 <Figure 2>의  = 14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 그래프를 보면 가 증가함에도 총 비용은 증가하지 않는데 이는 총 비용과 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14 개) 은 (7 개) 의 배수로 장비의 용적 한계만큼 시료를 가득 채울 수 있어 잔여 시료만을 수용하는  장비가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득 채운  시험 장비 2 대만을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시험 계획

이 된다. (iii)는 <Figure 2>의  = 15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  가 증가함에 따라 총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시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경우이다. 시료 수는 15개지만 시험 장비( = 7) 2 대로 14 개의 시료만

을 사용하여 긴 시간 시험하는 것이 3 대의 시험 장비로 15 개의 시료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시험하는 것 보다 

더 경제적으로 판단된 경우이다. 이는 1 개의 시료를 필요 이상으로 제작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역 최적 해는 되지 

못한다.

4.2 각 세부 비용 항목 변화에 따른 결정 변수의 변화

다음은 세부 비용 항목의 변화에 따라 시험 시간, 시료 수, 사용 시험 장비 수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세부 비용에 변화율  를 곱하여 (, , ) 조합과 최소 비용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값이 10 이고 새롭게 적용된 비용이 각각 
′  

′  
′  

′  
′  일 때 

     
′   ×    ×   

     
′   ×    ×   

     
′   ×    ×   

     
′   ×    ×   

     
′   ×    ×   

← 의 값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기존 비용 대신 적용할 경우에 새로운 (, , ) 조합과 최소 비용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Table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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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type
  min   

Total number of 

equipment



10 488,322 4 - 3,819 1

5 367,633 5 - 3,055 1

3 301,989 7 2,182 - 1

1 220,381 13 1,175 1,175 2

0.9 213,144 14 1,091 - 2

0.5 182,344 14 1,091 - 2



10 233,989 7 2,182 - 1

5 228,381 13 1,175 1,175 2

3 224,381 13 1,175 1,175 2

1 220,381 13 1,175 1,175 2

0.9 220,181 13 1,175 1,175 2

0.5 219,381 13 1,175 1,175 2



10 470,277 35 436 - 5

5 362,181 21 727 - 3

3 303,971 20 764 764 3

1 220,381 13 1,175 1,175 2

0.9 215,665 12 1,273 1,273 2

0.5 181,344 7 2,182 - 1



10 907,780 13 1,175 1,175 2

5 525,892 13 1,175 1,175 2

3 373,137 13 1,175 1,175 2

1 220,381 13 1,175 1,175 2

0.9 212,744 13 1,175 1,175 2

0.5 182,193 13 1,175 1,175 2



10 417,244 14 1,091 - 2

5 308,133 14 1,091 - 2

3 264,489 14 1,091 - 2

1 220,381 13 1,175 1,175 2

0.9 218,031 13 1,175 1,175 2

0.5 208,027 12 1,273 1,273 2

Table 8. Sensitivity Analysis

<Table 8>을 보면 본 예제에서 (, , ) 조합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비용 항목은 과  이다. 시료 수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인 이 상승하면 시료 수를 줄이기 위해 시험 시간을 증가시킨다. 또한 시험 시간과 비례

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인 가 상승하면, 시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료 수를 증가시킨다. 이는 시료 수와 시험 시간

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비용은 주로 시험 장비 사용료와 시동비용을 나타내는데 

(, , ) 조합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조금씩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시료 

수를 줄이고 시험 시간을 늘리게 되는 반면,  비용이 상승하면 시료 수를 늘리면서 시험 시간을 줄여 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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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최소화 한다.  비용은 본 예제에서 총 비용 자체를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최적 (, , ) 조합에

는 거의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는 시료 수와 시험 시간에 대한 관련 비용 중 비용이 시료 수와 시험 시간에 

개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총 시험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래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Figure 

3>의 (i)은 각 비용에 따른 시료 수 변화이고 (ii)는 비용에 따른 시험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총 시험 

시간은 max(, )를 사용하여 표현한 시간이다. 

(i) Sample size changes (ii) Test time changes

Figure 3. Changes of sample size and test time  

각 세부 비용 항목 중에서 시료 크기와 시험 시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비용 항목이 과  인 것을 <Figure 

3> 의 그래프 기울기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와  는 상대적으로 시료 수와 시험 시간에 변화를 크게 

주지는 않으나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는 비용 증가에 따라 일정한 총 시험 시간을 가지고 있어 

영향을 주지 않은 요소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와 는 시료 수와 비선형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시험 시동 시

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 시료 수를 늘려 총 시험 시간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  는 시험 시간과 비례적 관계

를 보이는데 이는 시료가 고가 일수록 시험 시간을 늘려 부족한 시료 수에 대한 시험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4.3  시험 장비의 사용 특성

시험 장비에 최대한 많은 시료 수를 시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였다.  구간을 

<Figure 4>와 같이 분리하여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장비의 시료 수용 한계치()에 가까운 시료가 배정될수록  

장비를 추가로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장비에 시료가 적게 배정될수록  

시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료를 가득 채운  장비에서만 좀 더 긴 시간을 시험하는 것이 경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적  는 0 시간 또는  와 같은 시간, 두 가지 경우로 시험 시간이 도출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  시험 장비와  시험 장비를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시료가 받아

야 하는 시험 시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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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est equipment characteristics

1)   이면 즉,        가 되면 최적 은 (12)와 같다.

 

    


  
  

 
  

(12)

이 때    일 경우와 비교하여 총 비용의 증가분은  와  증가분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①  증가분은 (13)과 같으며,




 

 





 


   


    (13)

②  증가분은    와 같다. ①과 ② 에서 모두 비용이 증가하므로  는  초과할 수 없다.

2)   이면 즉,      가 되면, 은 (14)와 같다.

 

     


 
  

 
  

(14)

이 때    일 경우와 비교하여 총 비용의 증가분은 1)과 마찬가지로  와  증가분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①  증가분은 (15)와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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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②  증가분은 (16)과 같다.




 


   (16)

는 ①과 ② 두 비용에 대한 합의 양수 여부에 의존한다. 총 비용의 변화 ∆ 가 


 


  

⇒   이면 와 관계없이   가 된다. 반면에    이면 가 커질 때 

가 점점 감소되므로   이 된다. 결과적으로 1) 과 2) 로 인하여    또는   의 값을 갖게 된다. 

이를          일 때의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면

   →       일 때   >    이므로    이 되고,

   →       일 때   <    이므로    이 되며,

   →       일 때   <   이므로    이 되어 <Figure 4>에서

의  값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면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료 수가 증가할수록 의 시험 장비 및 시료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에 배정된 시료들이 받아야 하는 시험 시간

을  장비의 시료들에 할당하기가 쉬워진다. 이는 수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에서 이 커

질수록 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되어 점차  시험 장비의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Figure 4>

의  을 넘어  부터   시험 장비의 사용이 사라진다. 또한 장비의 사용이 줄어드는 효과는  가 작을수록, 

가 증가할수록 나타난다는 것을 수식을 통해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료 수를 수용하는 시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경제적 무고장 입증시험 방식을 제안하였

다. 하나의 시험 장비가 모든 시료 수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 시험 장비가 필요하며 시험 장비 추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규정된 백분위수명을 특정 신뢰수준으로 입증하는 시험에서 비용을 최소

화 하는 시험 설계 방법을 세우고 예시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기술하였다.

시험 장비의 최대 시료 수용 능력보다 시험 시료가 클 경우 시료를 가득 채운 시험 장비들과 시료를 가득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 장비, 두 가지 형태의 시험 장비로 구분된다. 기존 한 대의 장비만을 고려한 

무고장 신뢰성 입증시험에서 두 가지 형태의 시험 장비가 도입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무고장 신뢰성 입증시험을 방법

을 도출하였다.

시험 계획을 세울 시 가장 경제적인 시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시험 비용의 요소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

하여 총 비용함수를 모델화하였다. 제한된 시료 수를 수용하는 시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무고장 입증시험 식을 

만족하면서 총 시험 비용을 최소화하는 , ,  를 산출하여 가장 경제적인 시험 설계를 하는 것이 주요 연구의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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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경제적인 , , 를 산출하는 방법을 예제에 통해 확인하였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시료 수와 시험 시간은 역의 관계를 성립하고 와 의 변화는 시료 수와 비례 관계를 가지며, , 

의 증가는 시험 시간도 증가하는 비선형 관계를 갖는다. 또한  장비의 시험 시간은 0과  사이에서 최적 값이 

산출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또는    두 가지 형태의 결과 값으로만 산출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수

치적으로 증명하였다. 시험 장비 사용료가 극단적으로 높을 경우  장비만 사용하게 되며,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는 

,  시험 장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료 수가 증가할수록 혹은  시험 장비 

수가 많을수록  시험 장비를 사용하는 효용성은 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시험 장비만을 사용하는 시험 계획이 

도출된다.

이와 같이 용적이 제한된 시험 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경제적 무고장 신뢰성 입증시험에 대해 기술하였다. 현실에

서 시험 장비가 시료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 본 시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발 고장형태를 기준으로 지수분포 기반의 시험 설계

가 이루어졌지만 초기 고장 혹은 마모 고장을 고려한 시험 설계가 추가 연구로 진행 될 수 있으며, 비용 모델에서 

인건비용과 시험비용을 산출 시 유휴 시간과 시험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는 등의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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