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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the stress-reducing preventive maintenance model through numerical experiments. The preventive main-
tenance model i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conditions and variables to gain insight in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ystem when performing preventive maintenance in real-world situations. Various preventive maintenance models have 
been developed over the past decades and their complexi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Increasing complexity is essential to 
reflect reality, but recent models can only be interpreted through numerical experiments. The stress-reducing preventive maintenance 
is a newly introduced preventive maintenance concept and can only be interpreted numerically due to its complexity, and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because the concept is unfamiliar. Therefore, for information purpos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
istics of the stress-reducing preventive mainten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meters and variables through numerical 
experiments. In particular, 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stress-reducing preventive maintenance by observing 
changes in the optimal preventive maintenance period in response to changes in environmental stress and the improvement factor. 
As a result, when either the environmental stress or the improve effect of stress-reducing preventive maintenance is low, it is 
not necessary to carry out the stress-reducing preventive maintenance at excessive cos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ge 
reduction model is more economical than the failure rate redu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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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시스템의 고장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불러온다. 고
장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유휴로
인한 자원낭비 그리고 제품(서비스)을 생산하지 못해 판
매의 기회를 포기해야하는 기회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 관리자는 이러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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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ve maintenance : PM)를 고려한다. 
예방보수는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기 위

해 시스템을 정비(maintenance)하는 비용을 미리 지불함
으로써 고장으로 인한 손실의 절감을 꾀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예방보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정비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정비로 인해 고장발생확률이 감소
되고 그로인해 고장으로 인한 비용의 기댓값이 감소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에 의한 일정계획(scheduling)을 결
정하는 경제성 최적화의 의사결정문제를 접하게 된다.
예방보수를 경제성을 고려한 의사결정문제로 접근한

최초의 시도는 Barlow and Hunter[3]의 연구였다. Bar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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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unter[3]는 시스템을 교체(replacement)함으로써 발생
하는 비용과 시스템이 새(new) 것이 됨으로써 사라지는
고장비용의 기댓값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한 단순
한 확률모형을 통해 최적교체정책이 존재함을 주장하였
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예방보수의 다양한 현실을 반
영하는 확률모형을 예방보수모형이라는 이름으로 소개
해왔다. 

Chan and Downs[6], Malik[18], Nakagawa[21, 23], Lie 
and Chun[16] 등에 의해서 예방보수에 의한 고장발생확
률의 감소량을 모수(parameter)로 포함시켜 예방보수모형
을 조금 더 정교한 확률모형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시
작되었으며, 이어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확장되었다[4, 
30]. Ohnishi et al.[24], Chelbi and Ait-Kadi[7] 등은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inspection)가 존재하는 상황
을 반영함으로써, 예방보수모형을 검사에 의한 고장발생
확률의 변화를 반영한 확률모형으로 발전시켰다[22]. 또
한, Beichelt[5], Assaf and Shanthikumar[2], Ozekici[25], 
Ritchken and Wilson[32], Sheu and Jhang[33] 등은 복잡
해지는 시스템들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보수정책
들을 모형화하는 연구들도 계속되었다[20].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현실에 부합하는 다양하

고 정밀한 예방보수모형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예방보수모형의 복잡도(comple-
xity)는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복잡도의 증가는 경제적
최적화를 위한 계산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고려해야
할 변수는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제약조건과 목적함수는 비
선형(non-linear)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 13]. 
결국, 복잡해진 예방보수모형을 사용하여 최적해(optimal 
solution)를 구하기 위해 현재는 컴퓨팅(computing)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예방보수모형과 관
련된 최신의 연구들을 모두 최적해를 찾기 위해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과 탐색알고리듬(search algorithm)을 사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10, 11, 12, 14, 15, 19, 29, 
34, 31].
그러나 예방보수모형을 연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최적

해를 찾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들은 예방보수모형을 통해
관련 조건(condition)들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의 고장발생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것이 비용 트레이드오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경제적 운영에 대한 통찰(insight)을 얻고자한다. 그러나
예방보수모형이 복잡해지고 수치해석과 탐색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최근의 상황에서 이러
한 통찰을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예
방보수모형의 변수(variable) 및 파라미터(parameter)들을
변화시켜 최적해의 변화를 관찰하는 수치실험(Numerical 
Experiments)정도가 가능하다.  

본 논문 역시 Park et al.[26]의 스트레스 감소 예방보수
(stress-reducing preventive maintenance)모형을 대상으로
수치실험을 통하여 해당 모형의 특징을 파악하려는 시도
를 소개한다. stress-reducing PM은 기존에 존재하는 예방
보수와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개념의 예방보수
로 Park et al.[28]에 의해 처음 소개되고, 이후 Park et al. 
[26]이 최적예방보수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stress-reducing 
PM 경제성모형을 제시한 것 이외에 다른 연구는 전무하
다. 또한 stress-reducing PM 모형 역시 복잡도가 높고 비
선형 제약식을 가지고 있기에 Park et al.[26]의 연구에서
도 간단한 수치해석을 통해 최적해의 존재를 보여주었을
뿐, 해당 모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
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tress-reducing PM 모형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 및
파라미터들을 변화시키는 수치실험을 통한 고찰을 실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stress-reducing PM 모형의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수치실험을 통하여 2장에서 소개
된 stress-reducing PM 모형의 특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관점에서의 특징을 파악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 파악된
특징들에 대한 고찰내용을 정리한다. 

2. Stress-Reducing PM 모형

Stress-reducing PM 모형은 가혹한 환경(stressful envi-
ronment)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
인 환경보다 가혹한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가속화 된
열화(deterioration)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방보수를대상으로한모형으로써, 본장에서는 Park et al. 
[26, 28]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본 장을 포함
하여 논문전체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 번째 예방보수 시점, 단  

 : 번째 예방보수 이후의 고장률 함수
 : 에 해당하는 고장밀도함수(p.d.f)
  : 번째 예방보수 이후의 시스템 사용시간 함수
  : 가혹환경에서의 고장률 함수,     

 : (정상환경에서의) 본질적(inherent) 고장률 함수
 : 예방보수에 의한 개선지수, ≤ ≤ 

 : 환경의 가혹도(stress factor), ≥  
 : 예방보수의 주기
,  : 예방보수/ 교체(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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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nsity reduction (B) age reduction

<Figure 1> Failure Rate Model of Stress-Reducing PM

2.1 Stress-Reducing PM의 고장률 모형

기존의 예방보수는 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낡은
부품처럼 고장 가능성이 높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정비하
여 시스템의 고장확률을 낮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열이 많이 발생하는 전산실에 냉
방을 하여 컴퓨터의 오작동을 방지하거나, 진동이 심한
곳에 방진장치를 하고, 먼지가 많은 곳에 설치된 시스템
을 수시로 청소하면서 고장확률을 낮추려는 다수의 시도
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Park et al.[28]은 이러한 시도들을
외부환경보수(external environment maintenance)라는 이름
으로 최초의 개념 소개를 하였고, 이후 stress-reducing PM
이라는 이름으로 모형화 하였다[26]. 본 논문은 이후 stress- 
reducing P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Park et al.[28]은 stress-reducing PM이 기존의 예방보수
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시스템 자체가 아닌 시스템이 운
영되고 있는 환경 요인을 정비함으로써 시스템 자체의 고
장률이 아닌 환경의 가혹도로 인하여 증가되는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방보수
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스템을 직접 정비하는
기존의 예방보수의 경우에는 정비 수준을 극대화 한다면
시스템의 상태를 새 것과 같은 정도로 좋아지게 하는 것
도 가능하나 stress-reducing PM의 경우는 시스템이 운영
되는 환경을 정비하기 때문에 정비 수준을 극대화한다 하
더라도 시스템의 상태를 정상환경에서 사용 된 경우의 상
태보다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명확
히 하였다. 그리고 stress-reducing PM은 스트레스를 감소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므로 정상환경(normal environ-
ment)보다는 가혹한 환경에서 운영될 경우에 의미 있다고 
주장하면서, 운영환경의 가혹도()와 정상환경에서의 본
질적(inherent) 고장률을 사용하여 <Figure 1>에서와 같이
고장률 감소 모형(A)과 사용시간 감소 모형(B)를 제시하
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1 고장률 감소(Intensity Reduction) 모형

고장률 감소 모형은 stress-reducing PM의 효과를 정비
시점에서의 고장률과 정상환경에서 같은 시간 사용되었
을 경우의 고장률과의 차이에 비례한 감소량으로 표현하
는 모형이다. 즉, 시스템이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면 정
상환경에서 사용된 경우보다 높은 고장률을 가지게 되고
그 초과분인 에 대한 개선지수(improvement 
factor : )의 비율로 스트레스의 감소분량을 표현하는 모
형이다. 결국, 개선비율이 클수록 stress-reducing PM에 의
해 시스템의 상태가 정상환경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수준
가까이로 회귀한다. Park et al.[26, 28]은 stress-reducing 
PM이   ⋯ 시점에 수행되었을 경우의 고장률 함수

를 식 (1)과 같이 표현하였다. 

      (1)
⋮

   
 



   

≤ ≤  

그리고 시스템이 가혹환경과 정상환경에서 각각 운영
되었을 경우 그 평균수명의 비율을 환경의 가혹도 로
정의하면,   ⋅⋅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식 (1)을 식 (2)로도 표현하였다. 

    ⋅⋅


 



⋅⋅  

(2)

≤ ≤  

2.1.2 사용시간 감소(Age Reduction) 모형

사용시간 감소 모형은 stress-reducing PM의 효과를 정
비시점에서의 시스템 사용시간과 이에 대응하는 정상환
경 하에서의 사용시간의 차이에 비례한 감소량으로 표현
하는 모형이다. 가혹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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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보다 훨씬 빨리 열화(worn-out)가
진행되고, 추가로 열화 된 수명에 대한 개선지수()의 비
율로 수명의 회복을 표현하는 모형이다. 결국, 개선비율이 
클수록 stress-reducing PM에 의해 시스템의 상태가 정상
환경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수명 가까이로 회귀한다. Park 
et al.[28]은 시스템이 가혹환경과 정상환경에서 각각 운영
되었을 경우 그 평균수명의 비율을 환경의 가혹도 로
정의함으로써 stress-reducing PM이 시점에 한번 이루어

졌을 경우 시스템의 사용시간을     

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stress-reducing PM이   
⋯ 시점에 수행되었을 경우의 시스템 사용시간 함수를

식 (3)과 같이 표현하였다. 

   



 



        (3)

따라서 stress-reducing PM이   ⋯  시점에 수행
되었을 경우의 고장률 함수를 식 (4)로 표현하였다.

     


 



 



 
⋅⋅

 



 

(4)

≤ ≤ 

2.2 Stress-Reducing PM 경제성 모형

Stress-reducing PM 경제성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예방보수주기를 결정하는 모
형이다. 
- 시스템은 환경의 가혹도가 인 환경에서 작동한다. 
- Stress-reducing PM은 주기적으로(마다) 수행된다. 
- 시스템은 고장 즉시 발견 될 수 있으며, 발견 즉시 의 
비용으로 복구되어 재가동된다.

- 재가동되는 시스템은 새 것으로 교체된 효과를 갖는다. 
- 수리나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은 무시할 만큼 작다.
- 는 증가함수이며, 컨벡스(convex) 함수이다.
- Stress-reducing PM의 개선효과는 고장률 감소 모형의
경우 식 (2)의 형태로, 사용시간 감소 모형의 경우 식
(4)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Stress-reducing PM 경제성 모형은 위의 가정 하에서 단
위시간당비용(cost-rate)을 최소화시키는 예방보수주기를
최적주기로 판단한다. 최적주기를 판단하기 위한 단위시
간당비용은 식 (5)와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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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실험을 통한 모형 고찰

본 장에서는 제 2장에서 소개한 stress-reducing PM 모형
을 대상으로 주요한 변수와 파라미터들을 변화시키는 수
치실험을 통한 고찰을 실시한다. 수치실험은 대상시스템
의 수명분포가 와이블분포(weibull distribution)를 따른다
고 가정하여 수행되었다. 와이블 분포는 형상모수(shape 
parameter)와 척도모수(scale parameter)를 통해 다양한 분
포 형태를 표현할 수 있기에 예방보수모형에서 가장 널리
가정되는 분포이다. 본 장에서 가정한 와이블분포는 형상
모수 와 척도모수 로 표현되며, 확률밀도함수와 고장
률함수는 각각 식 (6), 식 (7)과 같다.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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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일반적인 와이블분포의 경우 형상모수의 조건은    
이지만, stress-reducing 경제성 모형의 고장률 함수 가
컨벡스 함수라는 가정에 의하여 식 (6)과 식 (7)에서   

로 제약되었다. 또한 형상모수 는 와이블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동시에고장률(failure rate)의증가속도를결정하기
에 예방보수모형에서 중요한 모수로 다루어진다. <Figure 
2>는 척도모수   인 경우에 형상모수 의 변화에 따
른 고장률함수와 확률밀도함수의 모양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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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Weibull Failure Rate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According to  with    

<Figure 3> Weibull Failure Rate Functions According to  with  ,   

Stress-reducing PM 모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모수는 환경의 가혹도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tress- reducing PM 모형은 가혹한 환경에서 그 의미를
가지며, 수리모형에서도 가혹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시스
템의 고장률을 정상환경에서의 본질적 고장률로 표현 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 가혹도 는 시
스템이 가혹환경과 정상환경에서 각각 운영되었을 경우
그 평균수명의 비율로 정의된다. 즉, 어떤 시스템이 가혹
도  인 환경에서 사용된다면, 해당 시스템의 기대수
명이 정상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의 절반이 됨을 의미한
다. <Figure 3>은   ,   인 와이블 수명분포를 따
르는 시스템의 가혹도 변화에 따른 고장률함수의 모향변
화를 보여준다. 당연한 결과지만 가혹도가 높아질수록
정상환경에서의 본질적 고장률과 가혹환경에서의 실제
고장률간의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다. 

3.1 Stress-Reducing PM 고장률 모형의 고찰

본 절에서는 제 2.1절에서 식 (2)와 식 (4)를 사용하여
수학적인 개념으로만 소개했던 고장률 감소 모형과 사용

시간 감소 모형을 수치해석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관찰
한다. 즉, 두 모형을 다른 모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와이블 모수   ,   , 가혹도  ), 정비에 의
한 개선효과 를 0.2부터 1까지 0.2단위로 차례로 변화시
켜 수치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두 모형 각각이 가지는 개선
효과의 특징과 상대적인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Figure 4>의 (A)와 (B)는 와이블 모수   ,   , 
가혹도   인 상황에서, 고장률 감소 모형과 사용시간 
감소 모형 각각을 개선지수 0.2, 0.4, 0.6, 0.8, 1.0에 대하여 
수치실험의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써,   이면 개선효과
가 없는 것으로,   이면 최대의 개선효과를 누리는 상
황을 의미한다. 

<Figure 4>에서 관찰 할 수 있듯이, 두 모형 모두 가
커질수록 고장률 함수가 정상환경에서의 본질적 고장
률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장률 감
소 모형에서  일 경우 고장률이 정상환경에서 같은
시간을 사용 했을 때의 수준인 본질적 고장률 수준까
지 감소하는 반면, 사용시간 감소 모형에서는  인
경우에도 고장률이 본질적 고장률 수준까지 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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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nsity reduction

   

(B) age reduction

<Figure 4> Weibull Failure Rate Functions with Respect to According to Improvement Factor Under Intensity and Age 

Reduc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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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식 (2)와 같이 가정된 고장률 감소 모형은 개선효
과를 가혹환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상환경에서 사
용되는 경우에 비해 늘어난 고장률의 초과분인  
에 대하여 감소량을 개선지수(≤ ≤ )로 표현하
는 개념을 사용한데 비해, 식 (4)로 표현된 사용시간 감소
모형은 가혹환경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상환경에서 사
용되었기 때문에 가속(accelerating)된 사용시간의 증가분

인  


에 대하여 감소량을 개선지수(≤ ≤ )로 표

현하였기 때문이다. 즉, 고장률 감소 모형의 경우  이
면 고장률이   수준까지 감소하지만, 사용시간 감소

모형의 경우  이면 고장률이 

  수준까지만 감

소한다.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해
석을 의미한다. 고장률 감소 모형은 stress-reducing PM을
가혹환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작업으로, 사용시간 감소 모형은
가혹환경에서 사용되었기에 가속된 사용시간을 회복시키
는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두 모형은 다음과 같은 차별적 특징을

동반한다. 고장률 감소 모형은 늘어난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기 때문에 정비의 순간에 고장률을 감소시키기는 하
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누적 피로도까지 감소시킨다고 보
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비 이후의 고장률 증가추이는 정
비시점에서의 기존 고장률 증가추이(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증가하고 있음을 <Figure 4(A)>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사용시간 감소 모형은 가속된 수명
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정비의 순간에 고장률을 감소시키
는 동시에 스트레스에 의한 누적 피로도까지도 감소시킨
다고 판단하여 정비 이후의 고장률 증가추이는 회복되어
감소된 시점에서의 고장률 증가추이(기울기)를 따른다
(<Figure 4(B)> 참조).
바꾸어 말하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환경 요인을

정비함으로써 시스템의 고장확률을 낮추려는 시도 중, 
해당 작업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에 한정되면
고장률 감소 모형을, 시스템의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까
지 인정된다면 사용시간 감소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시스템의 고
장물리(failure physics)분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앞에서의 특징에 따라 같은 개선효과라 하

더라도 시스템의 수명 초반에는 고장률 감소 모형이 더
큰 개선효과를 가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시간 감소
모형이 더 큰 개선효과를 가지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는 <Figure 4(A)>, <Figure 4(B)>의 그림 쌍의 비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고장률 감소 모형에서 더 큰
폭의 고장률 감소가 관찰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시

간 감소 모형에서의 고장률 증가추이(기울기)가 완만해지
면서 개선효과에 의한 이익이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음이
시각적으로도 관찰된다. 이는 고장률 감소 모형보다 사용
시간 감소 모형이 스트레스에 의한 누적 피로도를 감소시
키는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개선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2 Stress-Reducing PM 경제성 모형의 고찰

일반적으로 예방보수의 경제성 모형에서는 예방보수
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최적예방
보수주기를 결정한다. 최적예방보수주기는 고장발생에
대한 확률적 상황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비
용과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비용 간의 트레이
드오프를 고려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stress-reducing PM 
경제성 모형에서는 고장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
혹도()와 개선지수() 그리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 소요
되는 수리비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보수비용
()의 변화에 따른 최적예방보수주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최적예방보수주기를 연구해온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

면 최적예방보수주기는 정비비용과 교체비용의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9, 17, 27]. 즉, 다른 조건

들이 동일하다면 

이 커질수록 최적예방보수주기는

늘어난다. 그 이유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비
해 정비를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질수록 예방정비를
자주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적인 관점에서 최적예방보수주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는 상식적인 결과이고, Stress-reducing PM 모형 역시 수
치실험 결과에서 위의 사실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의 확인보다

는 stress-reducing PM이 기존의 예방보수와 비교되는 특
징이라 할 수 있는 가혹도와 개선지수에 대한 고찰에 집
중한다. 또한, 가혹도과 개선지수에 대한 고찰과정에서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기에 비용과 관련된 고찰은
그때 다루어진다.

<Table 1>은 고장률 감소 모형과 사용시간 감소 모형
각각에 대하여 가혹도와 개선지수의 변화에 따른 최적
stress-reducing PM 주기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고, 이를
<Figure 5>로도 도시하였다. 수치실험은   ,   , 
  ,  을 가정하여, 가혹도와 개선지수를
  ,  부터 각각을 0.1단위로 증가시켜가며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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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optimal Stress-Reducing PM Interval with Respect to  and  with  ,   ,   ,   





intensity reduction age reduction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8
1.2 0 0 0 0 65 56 33 28 27 24 0 0 0 0 59 56 49 45 44 43
1.3 0 0 0 57 43 34 28 24 21 21 0 0 0 47 39 35 34 34 34 34
1.4 0 0 0 42 28 24 21 21 21 21 0 0 44 32 28 27 27 27 28 28
1.5 0 0 50 29 20 17 17 17 17 18 0 0 31 23 22 21 22 23 24 25
1.6 0 0 43 21 20 17 17 17 17 18 0 0 23 19 18 18 19 20 21 22
1.7 0 0 36 16 13 12 12 12 13 13 0 0 18 15 15 16 17 18 19 20
1.8 0 0 30 13 11 10 11 11 11 12 0 27 14 13 14 14 15 16 17 18
1.9 0 0 24 11 9 9 9 10 10 11 0 21 12 12 12 13 14 15 15 17
2.0 0 0 19 9 8 8 8 9 9 10 0 16 11 10 11 12 13 13 14 15
2.1 0 0 16 8 8 8 8 8 8 9 0 13 9 9 10 11 12 12 13 14
2.2 0 0 13 8 7 7 7 7 8 8 0 11 9 9 9 10 11 12 12 13
2.3 0 0 11 7 6 6 7 7 7 8 0 10 8 8 9 9 10 11 12 13
2.4 0 0 10 6 6 6 6 6 7 7 0 7 7 7 8 9 9 10 11 12

(A) Intensity reduction (B) Age reduction

<Figure 5> The Optimal Stress-Reducing PM Interval with Respect to  and  with  ,   ,   ,   

3.2.1 가혹도에 따른 경제성 고찰 

상식적인 수준에서 운영환경의 가혹도가 증가할수록
최적예방보수주기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상 설비가 운영되는 환경이 가혹할수록 대상
설비의 수명단축이 가속화되고, 이를 막기 위해 더 자주
예방정비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Table 1>과 <Figure 
5>에서 해당 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혹도가 낮은 경우에는 stress-reducing PM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사실이 관찰되고 있
다. 즉,   1.1 또는 1.2인 경우에는 stress-reducing PM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stress-reducing PM의 고장률 모형을 살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stress-reducing PM의 개선효과를
최대한 얻는다하더라도 기껏해야 정상환경에서 사용되는
상태로의 회귀수준이기에 환경의 가혹도가 높지 않은 경
우에는 stress-reducing PM으로 얻을 수 있는 개선효과가
매우 미미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스템이 운영되는 환경

의 가혹도가 심하지 않으면 굳이 비용을 들여 운영환경을
개선 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는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1.1 또는 1.2인 상황에서 stress-reducing PM이 필
요하지 않다는 결론은 <Table 1>의 결과를 도출한 과정에서
가정된 수리비용에 대한 stress-reducing PM비용의 비율이

3% 이상(


)인 상황에만 유효한 결과이다(물론 그

외에 시스템의 수명분포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 논문에서
는 수명분포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일반적인 예방보수
에서 수리비용에 대한 예방비용의 비율이 3%이상인 상황
은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 그러나 stress-reducing PM의 예로
소개된 작업들이 전산실 냉방이나 시스템 청소와 같은 소소
한 작업임을 고려하면 수리비용에 대한 stress-reducing PM
비용의 비율이 더 작은 경우를 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1.1 또는 1.2인 상황에서 stress-reducing PM이 경제성을
가지는 비율을 계산하여 <Table 2>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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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conomic Cost Ratio(


) under 0.1 or 0.2 





intensity reduction age reduction

0.1 0.2 0.1 0.2

1.1 0.2% 0.4% 0.2% 0.5%
1.2 0.6% 1.2% 0.6% 1.2%
1.3 0.7% 1.6% 0.8% 1.7%
1.4 0.9% 1.8% 1.0% 2.0%
1.5 0.9% 1.9% 1.1% 2.4%
1.6 1.0% 2.1% 1.3% 2.6%
1.7 1.0% 2.1% 1.4% 2.9%
1.8 1.1% 2.2% 1.5% 3.1%
1.9 1.1% 2.3% 1.6% 3.3%
2.0 1.1% 2.3% 1.7% 3.5%
2.1 1.1% 2.3% 1.8% 3.7%
2.2 1.1% 2.3% 1.9% 3.8%
2.3 1.1% 2.4% 1.9% 4.0%
2.4 1.2% 2.4% 2.0% 4.1%

<Table 2> The Economic Cost Ratio(


) under 1.1 or 1.2 





intensity reduction age reduction

1.1 1.2 1.1 1.2

0.1 0.2% 0.6% 0.2% 0.6%
0.2 0.4% 1.2% 0.5% 1.2%
0.3 0.6% 1.8% 0.8% 1.8%
0.4 0.8% 2.5% 1.1% 2.4%
0.5 1.0% 3.1% 1.5% 3.0%
0.6 1.1% 3.8% 1.8% 3.6%
0.7 1.3% 4.5% 2.0% 4.2%
0.8 1.5% 5.2% 2.3% 4.8%
0.9 1.7% 5.9% 2.6% 5.5%
1.0 2.0% 6.6% 3.0% 6.1%

<Table 2>는 해당되는 가혹도와 개선지수의 비율에서
stress-reducing PM이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 지불해야 할
stress-reducing PM비용의 수리비용에 대한 비율의 최대값
을제공하고있다. 다시말해,   ,  일경우수리비

용에 대한 예방비용의 비율이 0.2% 이하(


≤) 이여

야경제성을가질수있음을의미한다. 즉, 0.2%를 넘어서면
개선효과에 비해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크므로 stress-reducing 
PM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미이다. 
당연히 개선지수가 커질수록 stress-reducing PM을 위

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커지는 상식적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인 경우에는 고장률 감소
모형이,  일 경우에는 사용시간 감소 모형이 더 낮
은 비용에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관찰 할 수 있
다. 이는 가혹도가 높아질수록 사용시간 감소 모형이 더
높은 경제성을 확보함을 의미하고, 이는 3.1절 고장률 모
형에 대한 고찰에서 사용시간 감소 모형이 시스템의 피
로도를 낮추는 효과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개선효
과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에도 부응한다. 

3.2.2 개선지수에 따른 경제성 고찰

<Table 1>에서 관찰 할 수 있듯이,   0.1 또는 0.2인
경우에는 stress-reducing PM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더 경
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가혹도에 따를
경제성 고찰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선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stress-reducing PM에 대한 경
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0.1 
또는 0.2인 상황에서 stress-reducing PM이 경제성을 가지
기 위해 지불해야 할 stress-reducing PM비용의 수리비용에 
대한 비율의 최대값을 <Table 3>으로 제공하였으며, 전반
적인 해석 역시 가혹도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한다.  
그러나 <Table 3>에서 0.1과 0.2인 경우 모두에서

고장률 감소 모형이 사용시간 감소 모형보다 경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된 사실은 흥미롭다. 이는 사용시간
감소 모형이 시스템의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에 의해 장
기적으로는 더 큰 개선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3.1장 고장
률 모형에 대한 고찰이나 <Table 2>의 결과와 상충된 듯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찰이 필요하다.

<Table 2>에서 사용시간 감소 모형이 더 낮은 비용에
도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구간은 개선지수가 비교적
높은 (≥ ) 경우이다. 개선지수가 낮을 때는 차이가
없으며, <Table 3>의 경우에는 가혹도가 높을수록 오히
려 더 높은 비용에서 경제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선지수의 의미
를 조금 더 신중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예방보수에서 개선지수는 예방보수로 인하여

시스템이 개선되는 정도를, stress-reducing PM에서는 스트
레스 또는 피로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러한 개선효과는 시스템의 수명연장을 불러온다. 즉, 개선
지수가 크다는 것은 시스템의 수명연장 효과가 크다는 것
을 의미하며, 반대로 개선지수가 작다는 것은 시스템의 수
명연장 효과가 미미함을 의미한다. Stress-reducing PM처
럼 개선효과 자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
런데 3.1절 고장률 모형에 대한 고찰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용시간 감소효과는 후반부로 갈수록(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개선지수가 낮은 경우에
는 사용시간 감소효과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시스템
의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커져, 사용시간 감소로 인한 이
익의 기댓값이 크지 못하고 결국 경제성확보를 위한 비용
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Table 3>이나 <Table 2>의 개선
지수가 낮은 경우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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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개선지수와 최적 Stress-Reducing PM 주기 고찰

<Table 1>과 <Figure 5>에서 개선지수와 최적 stress- re-
ducing PM 주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혹도가 동일한
경우, 개선지수가 커짐에 따라 최적 stress-reducing PM 주
기가 초반에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관찰 할
수 있다. 정확히는 개선지수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최적
stress-reducing PM 주기가 존재하지 않다가, 이후 개선지
수의 값이 어느 정도 커지면 값이 커질수록 최적 stress-re-
ducing PM 주기가 감소한다. 그러나 개선지수가 꽤 커지면 
최적 stress-reducing PM 주기 다시 늘어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개선효과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stress-reducing PM

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이다. 수리모형 입장에서는 최적 stress-reducing PM 주기
가 시스템의 기대수명보다 더 길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후 stress-reducing PM이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면 다음의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경제
성은 가지지만 개선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초반에는 개선
지수가 커질수록 stress-reducing PM을 더 자주하도록 주
기를 짧게 하여 개선효과를 빠르게 극대화하여 경제성을
확대하는 판단을 하고, 이후 개선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stress-reducing PM을 자주하는 것을 비용의 낭비로
판단하여 개선지수가 커질수록 적정한 개선효과를 유지
하는 수준으로 주기를 늘이는 것이다.
그리고 <Figure 5>의 (A)와 (B)의 비교에서 재미있는 점

이 발견된다. 사용시간 감소 모형(B)의 경우, 최적 stress- 
reducing PM 주기가 가혹도와 개선지수의 변화에 전반적
으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반면, 고장률 감소 모형(A)의
경우, 개선지수가 높은 경우와 낮든 경우에 따라 가혹도
의 변화에 따른 최적 stress-reducing PM 주기의 변화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 이유를 설명
한 충분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3.1절에
서 고장률 감소 모형의 경우  일 때 stress-reducing 
PM에 의하여 고장률이 본질적 고장률 수준까지 감소하
는 반면, 사용시간 감소 모형은 그러하지 못한 점이 관찰
된 점을 비추어, 사용시간 감소 모형에 비하여 고장률 감
소 모형이 최소한 높은 개선지수의 경우에는 더 큰 영향
력을 미칠 것이라는 정도의 추측을 할 뿐이다. 

4. 결  론 

Barlow and Hunter[3]가 예방보수의 시간계획을 위해
개발한 예방보수모형은 단순한 확률모형이었다. 고려하
는 비용도 시간으로 환산한 수리비용과 예방보수비용뿐
이고, 예방보수도 교체였기에 고장확률을 구하기 위해

수명분포의 적분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수리
모형이었다. 그러나 더 복잡한 현실들을 반영하면서 예
방보수모형은 복잡해지고 결국에는 컴퓨팅 기술을 활용
해야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 고찰을 실시한 stress-reducing PM 모형 역

시 최적주기를 찾기 위해 컴퓨팅 기술을 사용한 수치해석
과 탐색알고리듬을 사용해야했으며, 그로인해 해당 모형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해당
예방보수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수치실험을 사용하여 stress-reducing PM을 이해하
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었다. 
첫째, stress-reducing PM 모형은 전산실 냉방이나 시

스템 청소와 같은 소소한 작업으로 인한 미비한 개선효
과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
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둘째, stress-reducing PM 모형의 고장률 감소 모형은

가혹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사용시
간 감소 모형은 가혹환경에 의한 스트레스와 함께 누적
피로도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표현한다. 이에 따라, 장
기적으로는 사용시간 감소 모형이 고장률 감소 모형에
비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개선효과를 가지고 있다. 
셋째, 환경의 가혹도가 낮거나 stress-reducing PM의 개

선효과가 낮을 경우에는 stress-reducing PM을 수행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없을 수도 있다. 즉, 굳이
과도한 비용을 들여 stress-reducing PM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반면, 환경의 가혹도와 개선효과가 커지면 stress-re-
ducing PM의 경제성이 생기며 사용시간 감소 모형이 더
먼저 경제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관찰은 했지만 충분한 통찰을 얻지 못한 부분

도 있다. 개선지수와 최적 stress-reducing PM 주기에 대
한 고찰의 내용이 그러하다. 개선지수가 커짐에 따라 최
적 stress-reducing PM 주기가 초반에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패턴에 대하여 경제성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해
석은 제시하였지만 이를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증
거를 찾지는 못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은 예방보
수모형에 대한 저자의 경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나름
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 관찰된 내용
에 대한 해석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
하기 위한 추가 연구의 가능성을 남겨둔다. 이와 관련하
여, 3.2.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Figure 5>의 (A)
와 (B)의 비교에서 드러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
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stress-reducing PM 모

형 외에 다양한 예방보수모형들에 대하여 수치실험을 통
해 예방보수 전반에 걸친 이해와 통찰을 얻는 귀납적 연
구도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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