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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accelerated life test of booster pump for home water purifier.

The failure analysis shows that decreased flux due to the plastic deformation of bypass

spring adjusting pressure is the predominant failure mechanism. An accelerated life test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estimate the lifetime of the booster pump. Temperature,

water pressure and voltage are selected as accelerating variables through the technical

review about failure mechanism. It is assumed that the lifetimes of booster pumps

follow lognormal distribution and the combination model of temperature and non-thermal

stresses holds. The life-stress relationship, acceleration factor, and B10 life at design

condition are estimated by analyzing the accelerated life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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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세계 각국은

수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계속되는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돗물이 불신받는 현실에서 정수기 시장의 성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1] 최근에는 상수원의 수질오염과 상수도관의 부식문제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반면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구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600만대 이상의 정수기가 보급되고, 연간

판매 대수가 약 110만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현황은 <표 1>과 같이 2009년

12월말 현재 정수기 제조 수입판매업체는 정수기 제조업 170개 업체와 수입판매업 22개 업체

등 총 192개 업체에 이르고, 2009년도의 경우 정수기 시장규모는 1조 4,400억원에 이르는 것

으로 추산된다.

정수기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 증대와 이를 이용한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정수기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정수기의 사용이 오히려 먹는 물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정수기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염소성분까지 걸러내므로

하루 이상 지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대부분의 정수기는 내부 용기에 물을 저장하는

역삼투압 방식이므로 하루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장된 물을 빼버리고 다시

정수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필터 교환시기를 지켜야

한다. 정수기 필터를 제 때 갈아주지 않으면 필터의 오염물질이 물에 섞여 들어가 오히려

몸에 더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은 환경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정수기를 수입 제조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 시 도지사에게 신고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6년 9월에 동 고시를

개정하여 역삼투압식 정수기의 성능기준을 신설하고 활성탄필터의 재질과 규격을 직접 시험

하게 하는 등 정수기의 성능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정수기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정수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표 1> 정수기 시장현황

(단위: 개소, 대, 백만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업체수

수입 25 31 28 37 25 22

제조 160 213 235 226 191 170

계 185 244 263 263 216 192

판매대수 905,400 906,010 110,100 1,281,230 1,242,950 1,468,470

판매금액 401,625 375,090 453,707 568,006 525,768 1,440,000

※ ‘09년 판매금액은 임대(rental)를 포함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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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제품의 수명주기(life cycle)와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며,

개발기간 중에 신기술과 부품을 적용함에 따른 설계상의 문제와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험시간을 단축하여 신뢰성을 빨리 평가할 수

있는 가속수명시험(Accelerated Life Test)이 요구되며[3], 이는 정수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부스터펌프(booster pump)는 수압을 감지하여 흡입·압축작용을 통해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정수기 핵심 부품이다. 국내 정수기의 10%, 해외 시장의 약 50% 정도가 부스터펌프를 적용

하고 있으며, 부스터펌프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저압지역에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정수량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 시장의 확대 및 고객 클레임 감소를 위해서는

부스터펌프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필드에서 수집된 고장품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부스터펌프의 유량감소를 가속하기 위한 가속수명시험을 설계하고 가속계수와

사용조건에서의  수명을 추정한다.

2. 부스터펌프의 구조와 고장분석

2.1 구조와 기능

부스터펌프는 3개 피스톤 구조(3-chamber)로 되어 있으며, 각 피스톤이 흡입·압축을 통해

원하는 수압을 만들어내는 펌프로 정수기, 캠핑카의 원수공급장치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부스터펌프는 <그림 1>과 같이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부와 회전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원수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펌프부로 나누어지며, 이는 다시 바이패스

압력조절부와 가압 펌프부로 구분된다.

<그림 1> 부스터펌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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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펌프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재질과 구조에서 무한대까지 압력을 올릴 수 있으며,

토출부를 막으면 펌프의 토출부는 파손이 발생할 때까지 압력이 상승된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토출부의 압력이 일정 이상 상승하면 토출되는 압력을 펌프 내부로 되돌리는

바이패스(bypass) 압력 조절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장기간 사용 시 수압에 의한 변형 및

파괴가 우려되어 신뢰성 평가를 필요로 한다.

2.2 고장분석

필드에서 수거된 부스터펌프의 고장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유량, 절연저항, 절연내압, 바이패스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표 2>와 같이 고장형태는 유량감소(규격: 400 ㎖ 이상)로 확인되었다.

기술적 검토 결과, 바이패스 압력이 규격(100±10 psi)보다 낮아 펌핑 압력이 떨어져 유량감소가

발생하였거나, 밸브 하우징의 밀봉(sealing)력 부족으로 인한 펌핑 압력 저하로 유량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바이패스 압력을 조절하는 바이패스 스프링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고장품(시료 4, 5)의 압축강도가 정상품(시료 1, 2, 3)

보다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바이패스 압력 감소의 원인은 바이패스 압력조절

스프링의 변형에 의한 기능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량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밀봉력 저하를 평가하기 위해 밸브 하우징을

SEM/EDS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하우징 내에 이물이 발견되었으며,

성분분석 결과 수돗물 성분과 Si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물은 밸브 하우징의 압력을 감소

시키며 밀봉력 저하로 인한 누수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 목 #1 #2 #3 #4 #5

유량(ml) 300 ㎖ 300 ㎖ 150 ㎖ 200 ㎖ 365 ㎖

절연저항(㏁) ∞ ∞ ∞ ∞ ∞

절연내압(mA)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바이패스압력(psi) 79.6 psi 75.4 psi 64.8 psi 72.5 psi 75 psi

<표 2> 부스터펌프의 필드 고장품 성능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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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Compressive

load (kgf)

Compressive
extension at Max.

Compressive load (mm)

Compressive
load at

Break (N)

Compressive
extension at
Break (mm)

1

정상품

11.66614 3.20794 114.40575 3.20794

2 45.79565 3.53666 449.10192 3.53666

3 6.16338 2.97946 60.44209 2.97946

4
고장품

9.08275 2.52182 89.07139 2.52182

5 10.50719 2.42080 103.04034 2.42080

평균값 16.64302 2.93334 163.21230 2.93334

최소값 6.16338 2.42080 60.44209 2.42080

최대값 45.79565 3.53666 449.10192 3.53666

<표 3> 바이패스 스프링 압축강도시험 결과

<그림 2> 이물 사진 및 성분 분석 결과

3. 부스터펌프의 가속수명시험

3.1 가속수명시험 계획

부스터펌프의 유량감소에 의한 고장을 가속할 수 있는 가속수명시험을 설계하기 위해

FMEA를 수행하여 중요 스트레스를 추론하였으며, 그 결과 온도와 압력이 유량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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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체 부품 기능
고장
모드

가속
스트레스

고장의
영향

S
고장원인/
메커니즘

O
현재의

관리방법
D

R
P
N

CAM

삼중
CAM

모터 동력을
펌프 헤드에

전달

치수
불량

-
기능상실
(동력전달
불능)

7
부품산포
부적절한
품질관리　

2　공정검사 1 14

압입
불량

-
기능상실
(동력전달
불능)　

7
부품산포
부적절한
품질관리　　

2 공정검사 1 14

삼각
프레임

상하운동의
작용점

작용점
변화

압력 기능저하　 5
부품산포
부적절한
품질관리　　

1
신뢰성

시험
5 25

다이아
프램

다이아
프램

펌프구동
(헤드역할)

크랙
온도,
압력

기능정지
(외부 누수,
모터 Short)

8 사출불량 3　
신뢰성

시험
1 24

누수
(내부)

압력 유량감소 7
노화에 의한
밀봉력 저하

3
신뢰성

시험
1 21

연화 수질
토출력

저하에 의한
유량감소

7
장기사용에

따른 소재의
물성 열화

2
신뢰성

시험
1 14

볼
베어링

축 회전 및
하중 지지

마모,
윤활
부족

하중
RPM　

구속/소음 5

윤활파괴
수분/먼지 등
이물에 인한
오염

2　
신뢰성

시험
1 16

<표 4> 부스터펌프 FMEA

가속수명시험에서 재료의 물성이 변하지 않고, 고장모드와 메커니즘이 사용조건과 동일하도록

시험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도는 고장 메커니즘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는 30℃와 40℃ 2 수준을 선정하였다. 압력은 가속수명시험 지그에서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고려하여 70psi와 80psi 2 수준을 선정하였다. <표 5>는 부스터펌프 가속수명시험의

가속 스트레스와 수준을 나타낸다.

각 시험 조건에 5 개의 시료를 시험하였으며, 하루에 한번 동일한 시간에 부스터펌프의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유량이 초기치 대비 30% 이상 감소되는 시점을 고장으로 판정하였다.

스트레스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비고(사용조건)

압력(B) 70psi 80psi 최대 60psi

온도(C) 30℃ 40℃ 5∼25℃

<표 5> 가속 스트레스와 수준

3.2 가속수명시험 실시

가속수명시험은 온도, 압력 및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지그를 <그림 3>과 같이 제작하여

수행하였으며, 지그 규격은 <표 6>과 같다. 가속수명시험에서 측정된 고장시간은 <표 7>과

같으며, 일 간격으로 측정을 하였으므로 중앙값을 고장시간으로 추정하였다.



문지섭ㆍ정선용ㆍ김명수 / 287

<그림 3> 부스터펌프 가속수명시험 지그

Input Pressure 150 psi

Out Pressure 0∼130 psi

Out Flow 0.2∼2.4 LPM

흡상 최대 조절 높이 Min 300∼Max 1000mm

물 온도 조절 가능 Max 60℃

<표 6> 부스터펌프 가속수명시험 지그 규격

시료번호

가속조건
1 2 3 4 5

(28V, 70psi, 30℃) 1308 1020 1260 1164 1188

(28V, 80psi, 40℃) 408 624 600 624 264

(32V, 70psi, 40℃) 468 564 420 444 564

(32V, 80psi, 30℃) 372 492 612 492 444

<표 7> 가속수명시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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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분석

가속수명시험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에 적합한 수명분포를 가정하기 위해 Anderson

Darling(AD) 통계량과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분포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대수정규분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
AD

통계량
결정계수

와이블 2.561 0.969

대수정규 2.529 0.973

지수 3.558 *

정규 2.552 0.968

<그림 4> 수명분포의 적합성 검토

한편 4개 가속수명시험 조건의 데이터를 확률용지에 타점한 결과는 <그림 5(a)>와 같다.

시험조건 (80psi, 40℃)의 수명분포 추정선의 기울기가 다른 조건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 조건에서는 고장 메커니즘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가속수명시험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5(b)>는 (80psi, 40℃)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조건의 데이터를

확률용지에 타점한 것으로 각 시험조건 데이터들이 직선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고, 각 시험

조건의 수명분포 추정선이 서로 평행하게 나타나서 시험조건 사이에 가속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a) (40℃, 80psi) 포함 (b) (40℃, 80psi) 제외

<그림 5> 대수정규분포 확률용지 타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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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수명시험 모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명분포와 수명-스트레스 관계식을 가정해야 한다.

수명분포는 분포의 적합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대수정규분포를 가정하였고, 중앙수명    가

온도()와 압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온도-비열(Temperature-Nonthermal) 관계를

만족한다고 가정하였다.

     
   


(1)

여기서  ,  , 은 상수이고, 는 압력, 는 절대온도이다. 가속수명시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대수정규분포의 척도모수와 수명-스트레스 관계식의 모수들을 추정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대수정규분포의 척도모수와 수명-스트레스 관계식의 모수 추정치

모수 점추정치
90% 양측 신뢰구간

신뢰하한 신뢰상한

 0.1271 0.0941 0.1717

 8407.0412 7151.3257 9662.7567

 4117.4310 63.1372 2.6851×105

 6.8207 5.8302 7.8113

따라서 수명-스트레스 관계식은

   


(2)

으로 추정되고, 가속계수는 다음과 같다.

  

 


exp






  (3)

가속성이 성립하지 않는 (40℃, 80psi)를 제외하고 온도와 압력에 의한 가속계수를 산출하면

<표 9>와 같고, <그림 6>은 온도와 압력에 따른 가속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사용조건

(25℃, 60psi)에서  ,  및 를 추정하면 <표 10>과 같다.

  

온도압력 25 30 35 40

60 1 1.59 2.50 3.86

70 2.86 4.56 7.14 11.05

80 7.11 11.33 - -

<표 9> 온도와 압력 가속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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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Factor vs Stress

Std=0.1271; B=8407.0412; C=4117.4310; n=6.8207

Temperature

Ac
ce

le
ra

tio
n 

Fa
ct

or

298.160 313.160301.160 304.160 307.160 310.160
1.000

5.000

1.800

2.600

3.400

4.200

Acceleration Factor

Data 1
Temperature-NonThermal
Lognormal
298.16|60
F=15 | S=0

AF Line

Acceleration Factor vs Stress

Std=0.1271; B=8407.0412; C=4117.4310; n=6.8207

Wate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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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le
ra

t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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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or

60.000 80.00064.000 68.000 72.000 76.000
1.000

10.000

2.800

4.600

6.400

8.200

Acceleration Factor

Data 1
Temperature-NonThermal
Lognormal
298.16|60
F=15 | S=0

AF Line

(a) 온도 가속계수 (b) 압력 가속계수

<그림 6> 온도와 압력 가속계수

수압(psi) 점추정치
90% 양측 신뢰구간 90% 단측

신뢰하한신뢰하한 신뢰상한

 4375.5832 3292.8276 5814.3731 3506.2833

 4582.4986 3458.0067 6072.6583 3679.9408

 5437.1354 4120.4187 7174.3212 4380.7264

<표 10> 사용조건에서  ,  및 의 추정치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정수기용 부스터펌프의 가속수명시험에 대해 다루었다. 바이패스 스프링의

변형에 의한 유량감소를 가속하기 위하여 온도, 압력 및 전압을 가속하는 가속수명시험을

설계하였다. 대수정규분포와 온도-비열 수명-스트레스 관계를 가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속계수와 사용조건에서의  ,  및 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부스터펌프의

평가 및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 부품의 보전 및 예비부품 계획 수립 혹은 목표

신뢰도를 만족하는 적합한 부품 선정을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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