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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analyzing reliability of smoke fire detector using accelerated life test. In general, the smoke fire 

detector is broken by dust which flow in smoke detection chamber. In order to conduct accelerated life test of smoke fire detector dust is set 

accelerated factor in this paper. The dust is fly-ash which is test particle 5th regulated by KS A 0090. The dust accelerated level is 60 g, 180 g 

and 360 g and failure time is measured by smoke sensitivity testing. It is considered to failure of detector if detector don't operate within 30 

secconds when subjected to an air stream having a velocity of 20 cm/s~40 cm/s containing smoke with a concentration of 15% of rate of light- 

response of 1 m. The goodness of fit test and mean life prediction conduct using the failure time. The result show that life distribution fits the 

weibull distribution for failure time data and the mean lifes calculate 22.5 year in domestic product and 14.7 years in overseas product applied 

dust stres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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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화사회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

야 할 관문인 부품과 제품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신뢰성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그러므로 신뢰성 엔지니어는 

제품이 언제, 왜 고장 나는지 또는 신뢰성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료 및 공정 분석

을 위한 기술적 평가, 잠재 고장 부위와 고장메커니즘 규명, 

가속수명시험, 전산해석, 그리고 고장분석(Failure analysis) 

등의 활동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 되어져야 한다
1,2)

. 

신뢰성이란 아이템이 규정된 사용조건하에서 의도하는 기

간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확률을 말한다
3)
. 신뢰성은 설

계단계에서 결정되는 품질특성 중 하나로 설계 및 제조단

계에서 신뢰성을 개선․보증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

다. 한편,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제품 수명주기와 

개발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새로운 재료, 부품 및 기술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여 신뢰성이 문

제가 되고 있다. 또한 높은 신뢰성을 갖는 제품의 시험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뢰성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가속수명시험(Accele- rated life testing, ALT)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4,5)

.

가속수명시험은 제품의 고장을 가속할 수 있는 온도 등

의 스트레스를 사용 조건보다 높게 설정한 시험으로 수명분

포와 수명-스트레스 관계를 이용하여 가속조건에 관측된 

수명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사용조건에서의 수명을 

예측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대상 제품의 수명을 예측하는 

아주 효과적인 기법으로 가속수명시험은 신뢰성을 확인하

는데 가장 널리 사용된다. 가속수명시험의 가속방법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사용되는데 주로 온도, 습도, 전압, 압력 

등의 수준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6-8)

. 

정상 사용조건하에서 화재감지기의 수명(내구연한)을 예

측하기에는 장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

속수명시험을 이용하여 많이 사용되는 광전식 연기감지기

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가속방법은 연기감지기는 먼지 등이 

연기감지 챔버에 유입되면 동작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을 고

려하여 연기감지기에 분진을 인가하여 수명을 예측하였다.

2. 가속수명시험 이론
6)

2.1. 수명분포

가속수명시험에서 수명분포로 많이 이용되는 분포에는 와

이불(Weibull)분포, 지수분포, 정규(Normal)분포 등이 있다. 

각 수명분포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2.1.1. 와이블분포(Weibull distribution)

와이블분포는 형상모수(Shape parameter)와 척도모수(Scale 

parameter)의 값에 따라 다양한 분포로 표현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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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뢰성 데이터 분석에서 수명분포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형상모수가  , 척도모수가 인 와이블분포의 확률밀도함

수는 다음과 같다.

 















, ≥0,  , >0 (1)

여기에서 형상모수 에 따라 분포의 모양이 달라진다. 

>1이면 고장률함수는 단조증가(특히, =3.5이면 정규분

포와 유사함)이고, =1이면 지수분포가 되가 고장률함수

가 일정이고, <1이면 고장률함수가 단조감소이다. 

2.1.2.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지수분포는 전자제품의 신뢰도 예측, 신뢰성 시험의 설

계(합격판정기준 및 표본 크기의 결정) 등 신뢰성 공학 이

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수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 ≥0, >0 (2)

여기에서 는 지수분포의 모수(Parameter)인 고장률이다. 

고장률 대신 평균수명 (=1/)를 이용하여 확률밀도함

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 ≥0, >0 (3)

여기에서 는 평균수명이며, 이를 특성수명(Characteristic Life)

이라고 한다.

2.1.3.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는 두 개의 모수로 특징을 나타내는 연속확률

분포로서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 -∞<<∞,>0 (4)

이러한 확률밀도함수를 가지는 확률변수는 위치모수 

와 척도모수 을 가지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2.2. 가속수명시험 모형

가속수명시험을 통하여 사용조건에서의 수명을 추정하

기 위해서는 모형이 필요하다. 이 모형은 가속수명시험조건

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수명분포와 가속조건에서

의 신뢰성정보를 사용조건으로 외삽하기 위한 수명-스트레

스 관계식으로 구성된다. 가속수명시험에서 사용되는 대

표적인 수명-스트레스 관계식은 아레니우스(Arrhenius), 역

누승(Inverse power law) 모형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온도

에 따른 가속은 아레니우스 관계를 가정하고, 온도이외의 

스트레스(전압, 전류, 진동 등)에 따른 가속은 역누승관계

를 가정한다. 오에 따른 가속은 이 중에서 역누승 모형은 

기계/전자부품 등의 수명예측에 많이 사용되는 모형으로 

식 (5)과 같이 정의된다. 

 
 (5)

여기에서, , 은 재료 및 시험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상

수, 는 스트레스 강도이다.

역누승 모형은 일정 스트레스가 일정하게 가해지는 가

속수명시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

서도 분진 스트레스가 일정하게 가해지는 가속수명시험이

기 때문에 역누승 모형을 이용하였다.

3. 연기감지기 가속수명시험

3.1. 고장 모드 분석

필드에서 경년열화에 따라 고장난 시험체를 수거하여 고

장을 분석한 결과 화재감지기 중 광전식 연기감지기는 작동

표시등(LED)의 절단, PCB의 크랙, 비교증폭회로부 TR의 손

상 등 내부 부품의 손상이 원인인 경우도 있었으나 가장 우

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연기가 유입되는 챔버 내에 먼지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어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또한 화

재감지기 중 이온화식 연기감지기도 광전식과 마찬가지로 

PCB의 크랙이나 열화에 의한 PCB 패턴사이 절연파괴에 

의한 단락, 증폭회로소자의 기능상실 및 손상 등이 고장원

인인 경우가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장의 원인은 연

기유입챔버의 기능상실이다. 왜냐하면 연기감지기는 화재

로부터 발생되는 연기를 적정 시간에 정확하게 감지해야 하

지만 연기유입챔버가 이물질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난 화

재감지기의 경우 화재감지기로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

면 고장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기감지기의 PCB나 다른 전자부품 등이 손상되

어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고장원인은 

연기유입챔버의 먼지 등의 이물질에 의한 신뢰성 저하라 할 

수 있다. Fig. 1은 실제 현장에 설치되었던 감지기 중 먼지 

등 이물질에 의해 내부가 오염된 광전식 연기감지기의 예를 

나타낸다.

Fig. 1. Smoke detector broken by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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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ilure mode & effect analysis(FMEA)

Component part Function Failure mode Failure effect

Smoke detection chamber Smoke inflow
Contamination

by dust
False alarm,
Fail to alert

LED
Light emitting

to alarm
Disconnection, 

aging etc.
Fail to alert

TR
Signal 

amplication
Disconnection, 

aging etc.
Fail to alert

Electronic component
(resistance, capacitor etc.)

Fire signal 
transmission

Disconnection, 
aging etc.

Fail to alert

PCB
Electronic 
component 

connection body

Crack, 
Disconnection

Fail to alert

Table 1은 FMEA를 이용한 고장모드를 분석한 것으로 고

장의 주영향을 살펴보면, LED 등 다른 부품이 고장난 경

우에는 화재발생시 경보를 울리지 못하는 경우지만 연기유

입챔버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오동작이나 화재시 경

보를 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모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

험우선수(Risk prior number)가 가장 높은 잠재적 고장메커

니즘은 이물질에 의한 연기유입챔버의 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3.2. 가속수명시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기감지 챔버내로 분진, 먼지 등이 유입

되는 것을 상정하기 위하여 분진을 이용하였다. 시험을 위

한 시험장치와 분진은 UL 268
9)
과 KS A 0090

10)
(시험용 분체 

및 시험용 입자)에 규정되어 있는 분진시험장치(Fig. 2)와 

시험용 분체 5종 플라이애시를 이용하였다. 가속수준인 시

험 분진양은 60 g, 180 g, 360 g이고, 시험체는 국내 감지

기 제조회사의 먼지또는 분진유입을 방지하는데 우수한 성

Fig. 2. Dust test apparatus(UL 268).

능을 갖도록 개발한 제품과 세계 최대 감지기 생산업체의 

제품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수명을 예측하여 비교하

였다. 시험체 수는 국내제품과 해외제품 각각 수준별 5개씩, 

총 30개이다. 고장판단기준은 소방방재청 고시에서 규정

하고 있는 연기감지기 감도시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

행하였다. 즉, 감지기를 1 m당 감광율 15%인 농도의 연기

를 포함하는 풍속이 20 cm/s~40 cm/s인 기류에 투입하여 

작동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일정시간 내에(30초) 내에 감지

못하는 경우를 고장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UL 268 등에서는 분진시험을 실시할 때 

KS에 규정된 분진 60 g을 Fig. 2와 같은 분진시험장치에 삽

입하고 15분간 교반한 후 감도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

인하지만, 본 연구는 가속조건을 인가하여 수명을 예측하

는 연구이므로 보다 가혹한 조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60 g을 

삽입한 다음 150분마다 감도시험을 실시하여 고장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더 가혹한 조건인 180 g, 360 g은 보다 

빠른 시간에 고장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60분마다 감도

시험을 실시하여 고장여부를 확인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4.1. 고장시간 데이터

Fig. 3, 4 및 5는 분진의 양을 60 g, 180 g 및 360 g을

Fig. 3. Failure time(dust : 60 g).

Fig. 4. Failure time(dust : 18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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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ilure time(dust : 360 g).

분진시험장치에 넣고 모든 시험체가 고장날 때까지 반복시

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2. 고장분석

Fig. 6은 분진시험 후 시험체를 나타낸 것으로 분진이 유

입되어 내부 PCB 주위에 분진이 상당이 적층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7은 감지기 암실 주위와 내부를 나타낸 것으로 암실 

주위 방충망에 분진이 붙어 있어 연기유입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분진이 연기감지 

챔버 내부로 유입되면 발광부와 수광부 주위에 분진이 다량 

유입되어 있어 이 분진에 발광부에서 나온 빛의 입자가 부

딪히게 되면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게 된다. 

Fig. 6. Test sample after dust test.

Fig. 7. Failure analysis after dust test.

4.3. 적합도 검정

일반적으로 수명분포로 많이 사용되는 와이블분포, 지

수분포, 정규분포,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4

개의 분포에 대하여 MINITAB이라는 신뢰성 분석 Tool을 

이용하여 분포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였다. 

Fig. 8은 국내제품에 대한 분포적합도 검정 결과를 나

타낸 것이고, Fig. 9는 해외제품에 대한 분포 적합도 검정 

결과 그림이다. Fig. 8과 9에서 보듯이 Anderson-Darling 지

수가 가장 작은 것이 수명분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

미하므로 고장시간 데이터는 와이블분포가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속수명시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어진 가속

조건의 가속성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가속성

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수립한 가속수준에서의 고

장과 일반 사용조건에서의 고장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속성이 성립하는 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Fig. 10 

및 11과 같이 와이블 확률지와 같은 확률지에 적합시킨 

회귀선의 기울기가 서로 평행한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형

상모수가 동일한지를 통계적인 가설검정 절차를 거쳐서 확

인하는 방법이 있다. Table 2는 형상모수가 동일한지에 대

Fig. 8. Goodness of fit test of life distribution(overseas product).

Fig. 9. Goodness of fit test of life distribution(domes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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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eibull probability paper plot(domestic).

Fig. 11. Weibull probability paper plot(overseas).

Table 2. Test for equal shape parameter

Description 
 Degree of freedom P-value

Domestic 0.21 2 0.99

Overseas 1.39 2 0.499

한 검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의확률인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가속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 수명예측

역누승 모형의 동일한 값과 동일한 일반 사용조건을 입

력하여 국내제품과 해외제품의 수명을 비교하였다. 또한 가

속시험에서 얻어진 수명을 통하여 일반 사용조건에서의 

수명을 추정해야 한다. 일반 사용조건은 분진과 관련된 환

경분야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봄철 황사현상이 발생되는 시

점이나 산업단지내 미세먼지량 등은 약 100 µg/m
3
~300 

µg/m
3
이상의 먼지나 분진이 부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일반 사용조건은 100 µg/m
3
로 

가정하고 국내 제품과 해외제품의 수명을 비교하였다. 0.65

의 값과 100 µg/m
3
의 일반 사용조건을 입력한 결과 국

내 제품의 평균 수명은 22.5년이고 해외 제품은 14.7년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을 이용하여 고장률을 환산한 결과 국

내 제품은 약 5.07/10
6
hr, 해외 제품은 약 7.77/10

6
hr로 나타

났다. 이는 국내 화재감지기 제조회사에서 먼지나 분진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개발한 화재감지기의 신뢰성이 

더 향상된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물론 실제 사용환경

에서는 스트레스 조건이 분진외에 온도, 전기적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도 있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연기감지기이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 등의 스

트레스보다는 연기감지 챔버에 대한 위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분진과 더불어 전

기적 스트레스 등 복합 가속인자를 고려하여 가속수명시험

을 실시하고 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화재감지기의 수

명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제품의 신뢰성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가속수명시험을 이용하여 연기감지기의 신뢰성

을 분석한 연구이다. 가속수명시험의 가속인자는 분진으로 

설정하였고, 가속조건을 위한 분진의 양은 60 g, 180 g, 360 

g의 3수준 조건을 인가하였다. 또한 국내 제조사의 개발

품에 대한 신뢰성 향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가속시험을 실시하고 신뢰성을 비교하

였다. 그 결과 분진 스트레스만을 고려할 때 국내 제품은 22.5

년, 해외 제품은 14.7년으로 나타나 국내 제품의 신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분진을 포함하여 전기적 스트레스 등의 복합 가

속인자를 인가하는 가속수명시험을 수행하여 수명을 예측

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연기감지기의 신뢰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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