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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t 시점에서의 조명시간

 : 볼쯔만 상수(8.6173 × 10-5 eV/K)

 : 활성화에너지(eV)

 : 절대온도(K)

 : 반응차수(reaction order)

  : 시간 t 시점에서의 누적고장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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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necessary to both analyze root-cause of non-conformance of effective illumination time to the specification, 

and estimate the storage lifetime for 81 mm illuminating projectile stockpiled over 10 years. In this paper, aging 

mechanism of magnesium flare material due to long-term storage was supposed, and two-stage tests, pre-test and 

main test based on accelerated degradation tests were performed. Field storage environment of moistureproof was 

set up, and illumination times in the accelerated degradation tests for temperatures 60 and 70 ℃ were measured. 

Then, storage reliability of the projectile was estimated through analyzing the measured data and applying 

distribution-based degradation models to the data. The B10 life by which 10 % of a population of the projectiles 

will have failed at storage temperature of 25 ℃ was estimated about 7 years.

Key Words : Storage Lifetime(저장수명), Flare Material(조명제), Illuminating Projectile(조명탄),  Degradation(열화), 

Reliability(신뢰성), Accelerated Degradation Test(가속열화시험)



백승준 ․ 손영갑 ․ 임성환 ․ 명인호

268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8권 제3호(2015년 6월)

  :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 시간 t 시점에서의 조명시간 평균

 : 시간 t 시점에서의 조명시간 표준편차

 : 규격 하한

  : 우도 함수

1. 서 론

  81 mm 조명탄 KM301A3을 10년 이상 장기 저장 후 

사용 시 국방 규격에 명시된 유효조명시간 60초 이상

을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과 저장 수명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운용 

시스템과는 다르게, 탄약은 통상적으로 대기 또는 보

관 상태에서 제품 수명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수

명주기 동안 고장 데이터를 입수하기 어렵고 실제 사

용될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장

환경과 기간에 따라 실제 발사될 때의 임무 성공확률

을 신뢰도 척도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계 조명제의 장기저장에 따

른 노화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가속열화시

험을 예비시험과 본시험 2단계로 수행하였다. 가속열

화 예비시험을 통하여 유효조명시간 감소를 유발하는 

환경스트레스 인자와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속열화 본시험을 수행하였다. 조명제 유효조명시간 

감소의 관점에서 열화분포모델을 적용하여 시험 결과

를 분석하여 조명탄의 저장 신뢰도를 예측하였다.

Fig. 1. 81 mm illuminating projectile KM301A3

2. 이론적 배경

2.1 마그네슘계 조명제

  81 mm 조명탄 KM301A3에 적용되는 마그네슘계 조

명제는 주 에너지 원료인 마그네슘 분말(Magnesium 

Powder)과 산화제인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으로 

구성되어 있고 충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결합제인 

라미낙(Laminac)을 사용하며 세부 조성은 보안상 공개

할 수 없다. Fig. 2에 조명제의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좌측 2개 시료는 조명제 점화개시를 위한 상부의 착

화제 도포면 형상이고, 우측 2개의 시료는 조명제 표

면인 반대쪽면의 형상이다. 착화제가 도포된 면은 조

명탄 신관 하부와 연결되어 신관으로부터 인가된 에

너지에 의해 점화되어 조명제를 연소시키는 열에너지

를 공급한다.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알카리 용액에는 

침해되지 않으나 산이나 염류에 침해되기 쉽고 고온

으로 융해되면 연소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명제의 유효조명시간 감소 현상은 장기 저장 시 

화공품의 노화 특성 때문으로 판단되나 그 원인에 대

해서는 그간 명확히 규명된 바가 없다. L. Ya. 

Kashporov[1] 및 R. Bhaskara Rao[2] 등의 연구에 따르면 

조명제의 조성 중에서 연료인 마그네슘 대비 산화제

인 질산나트륨 함량이 적어질수록 연소 속도가 증가

하였다. 현재 조명제에 포함된 질산나트륨이 조해성이 

있으므로 장기 저장에 따른 분해, 습기에 의한 용해 

등으로 인하여 초기 대비 함량이 줄어드는 경우 연소

속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조명제의 

연소 속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3]으로는 

내부 균열 등에 의한 연소 표면적 증가, 장기 저장 시 

유입된 수분이 조명제 연소 시 해리되면서 활성 산소

를 제공하여 연소 속도를 촉진, 결합제인 라미낙 층의 

노화로 일종의 지연 기능이 상실되어 연소 속도가 증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Shape of magnesium f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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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열화데이터 분석 이론

  저장 기간에 따라 유효조명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효조명시간을 열화량으로 고려하여 저장수명을 추정

할 수 있다. 초기 시료의 조명시간을 D0로, 임의 시점 

t에서의 조명시간을 D(t)라 정의하면 화학반응의 반응

비율(reaction rate), 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4].

 


 (1)

반응비율은 유효조명시간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면 양

의 값을 가지며, 증가하는 경우 음의 값을 가진다. 또

한, 초기 시료에 대한 반응비율은 화학 반응이 없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지며 초기 조명시간 대비 조명시

간이 감소함에 따라 화학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반응비율의 절대 값은 증가한다.

  열화속도는 반응비율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정의

되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속도(K)가 증가하기 때

문에 열화속도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열화속도를 온

도(T)의 함수로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5].




 

 
(2)



저장기간에 따른 반응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식 (2)

의 양변을 적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t = 0일 경우, 식 (1)에 의해   = 0이므로 C = 1/(n-1)

가 되며, 시간에 따른 반응비율은 식 (4)와 같이 표현

된다.

   




 (4)

식 (1)과 (4)를 이용하여 D(t)를 정의하면 식 (5)와 같다.

  (5)

 



대상 시료에 대한 복원추출이 가능한 경우, 열화데이

터로부터 식 (5)로 표현되는 열화경로를 이용하여 K, 

n, D0 값을 추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복원추출

이 가능하지 않은 시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열화

데이터로부터 각 시점에서의 열화분포에 대한 모수값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K, n, D0값을 추정한다.

  각 시점에서 조명시간에 대한 열화데이터가 평균과 

표준편차가  , 인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며 감소

할 때, 조명시간에 대한 규격을 LSL이라 두면, 임의 

시점에서 누적고장확률은 식 (6)으로 표현된다[6].

  
 log LSL   (6)

3. 연구 내용

  조명제의 유효조명시간 규격 60초 이상을 기준으로 

저장수명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가속열화시험을 수행

하여 실제 저장 조건에서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장기 저장 후 연소속도가 증가하는 노화메커니즘을 재

현할 수 있는 가속열화조건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서의 예비 가속열화시험을 우선 

수행하여 연소속도 증가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조건을 

확인 후, 이를 기반으로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3.1 예비 가속 열화 시험

  장기 저장 시 유효조명시간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

는 스트레스 조건을 식별하기 위하여 예비 시험을 수

행하였다. 고온, 고온고습 그리고 온습도싸이클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각 스트레스 인자의 영향도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습도를 인가한 시험에서는 심한 부피팽창

과 균열이 수반되어 실제 탄약고에 28년 저장된 시료

에서도 물리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것과는 다른 결과

를 보였다. 또한, 케이스에 파라핀 코팅 후 저장되는 

조명탄의 저장 상태를 고려하여 습도를 배제한 고온시

험을 60 ℃와 70 ℃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고온 조건

에서 내부의 잔존 수분이 기화되어 사라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배리어백에 조명제를 투입하고 밀폐 처

리함으로써 실제 저장 상태를 모사한 후 시험을 수행

하였다. 시험 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초기 대

비 유효조명시간의 감소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수행하였다. 초기치 대비 70 ℃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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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검정 결과 p-value가 0.033으로써 95 % 신뢰수

준에서 조명시간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60 ℃ 시험의 경우에는 p-value가 0.7 이상으

로써 유효조명시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비 시험을 수행한 결과 가속열화 본 시험은 60 ℃와 

70 ℃ 조건으로 수립하였으며 예비 시험의 결과도 본 

시험에 추가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Burning time of each accelerated degradation 

pre-test conditions

순 초기치 60℃, 2주 60℃, 4주 70℃, 2주

1 68 68 71 69

2 67 68 67 69

3 66 74 69 60

4 70 65 76 66

5 71 70 62 69

6 68 64 71 63

7 63 71 76 63

8 69 67 73 65

9 74 68 72 66

10 63 72 73 61

평균 67.9 68.7 71 65.1

편차 3.414 3.093 4.216 3.315

3.2 가속 열화 시험

  예비시험을 통하여 유효조명시간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60 ℃와 70 ℃ 조건에서 추가적으로 

가속열화시험을 수행한 결과 조명시간 데이터를 Table 

2와 Table 3에 정리하였다. 온도 가속조건에 아레니우

스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3수준 이상의 시험 조건

이 권장되며, 시험데이터가 많을수록 추정 신뢰도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신뢰구간은 좁아지게 된다. 그러나, 

조명제 연소 시 방출되는 에너지가 매우 커서 시험 중 

안전사고의 위험을 고려하여 시료 수 및 시험 조건을 

최소화해야하는 제한 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관측 주

기별 시험 시료 수는 최소 5발에서 최대 10발까지 가

변적으로 운용하였으며 관측 주기의 경우 시험 데이터 

추이를 관찰하며 조정하였기 때문에 시험 수량과 관측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

Table 2. Burning time of accelerated degradation test 

at 60 ℃ conditions

순
가속열화시험 경과(day)

0 14 21 28 35 36 42 63

1 68 68 71 71 65 67.5 70 58.5

2 67 68 67 67 71.5 64.5 64 67.5

3 66 74 70 69 66.5 64 70 62

4 70 65 71.5 76 64 67.5 72 69

5 71 70 71.5 62 64.5 60 69.5 64.5

6 68 64 63 71 65 69 67 66.5

7 63 71 - 76 - - - -

8 69 67 - 73 - - - -

9 74 68 - 72 - - - -

10 63 72 - 73 - - - -

평균 67.9 68.7 69.0 71.0 66.1 65.4 68.8 64.7

편차 3.41 3.09 3.39 4.22 2.78 3.28 2.82 3.88

Table 3. Burning time of accelerated degradation test 

at 70 ℃ conditions

순
가속열화시험 경과(day)

0 7 11 14 17 24 30 37

1 68 62 67.5 69 71 61.5 65 59.5

2 67 71.5 70.5 69 68.5 63.5 65 65

3 66 68.5 75.5 60 65.5 69 73 77.5

4 70 68 69 66 67.5 59 69 61.5

5 71 62 72 69 69 65.5 68 65.5

6 68 - 72 63 78.5 - 78.5 64

7 63 - - 63 - - - -

8 69 - - 65 - - - -

9 74 - - 66 - - - -

10 63 - - 61 - - - -

평균 67.9 66.4 71.1 65.1 70.0 63.7 69.8 65.5

편차 3.41 4.23 2.78 3.31 4.54 3.82 5.21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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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험 결과 분석

  가속열화시험 결과분석은 열화분포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각 시점 별 유효 조명시간 데이터에 

대한 분포 적합도 검정을 Anderson-Darling test를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 Anderson-Darling test는 Minitab을 이

용하며, 분포 적합도 검정 결과 AD값을 얻을 수 있

다. 이때 AD는 Anderson-Darling test의 결과 값으로 

데이터가 해당분포에 가까울수록 작은 값을 갖는다[7]. 

적합도 검정 결과 중 70 ℃에 대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시점 별 분포 적합도 검정 결과로부터 

대부분 대수정규분포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AD values for each distribution of 70 ℃ data

시간 대수정규 정규 와이블 지수

0 0.213 0.204 0.263 4.175

7 0.403 0.390 0.400 2.058

11 0.199 0.207 0.318 2.568

14 0.350 0.354 0.479 4.166

17 0.438 0.481 0.650 2.478

24 0.135 0.140 0.212 2.062

30 0.313 0.336 0.436 2.418

37 0.498 0.566 0.716 2.364

  각 시점에서의 유효조명시간 데이터는 대수정규분

포를 따르므로 조명시간 데이터(D(t))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t) = loge(D(t))를 이용하여 반응비율을 추정

하였다. 따라서 D(t)를 d(t) = loge(D(t))로 변환한 후, 

식 (5)로부터 열화분포의 시간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

차를 식 (7)과 (8)로 표현하였다.

    
   (7)

      (8)

식 (7)과 (8)에서 q은 온도조건을 나타내며 T1 = 273.16 

+ 60 ℃, T2 = 273.16 + 70 ℃이고, 각 온도 조건에서

의 추정할 변수는    이다. 각 

변수의 의미는      ,   ,    , 

     ,   표준편차 변화율이다. 각 온

도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등분산 검정결과, 분산이 동

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편차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Einstein relation과 역자승 법칙을 이

용하여 식 (8)로 표현되는 표준편차를 이용한다[8].

  각 온도 조건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식의 변수들은 

식 (9)로 표현되는 우도함수를 최대로 하여 구한다[6]. 

식 (9)에서 i는 조명시간 측정 시점, j는 측정한 시료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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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도함수를 이용하여 구한 변수 를 식 (7)과 (8)에 

대입하여 시험조건 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관한 식을 

구하였다. 추정 결과, 2가지 온도 조건에서  ≈ 2로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시간에 따른 평균을 식 (10)으

로 변경하여 식 (9)의 우도함수에 대입하였다.

   
 (10)

우도함수를 최대로 하는 평균값에 대한 추정결과와 데

이터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온도 60 ℃, 70 ℃ 조건

에서의 반응속도값을 나타내는  은 각각 1.5749 × 

10-4, 3.7363 × 10-4이다. 또한 각 온도에서 추정한 변수

값들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누적고장확률을 

평가하였다. 식 (8)과 같이 시간 증가에 따라 대수정

규분포의 표준편차가 변화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시간

에 대한 수명분포함수로써 대수정규분포는 시간 증가

에 따라 고장률이 증가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증가하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와

이블 분포들 수명분포함수로 가정하여 누적고장확률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형상모수가 

각각 1.8614, 1.9583이므로 가속성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Fig. 4로부터 온도에 대한 가속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아레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 변화

를 식 (11), (12)로 정의하였다.

   ex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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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gradation data with the estimated nominal 

values

Fig. 4. Verification of life acceleration over stress

      (12)

식 (11), (12)의 변수들을 추정하기 위하여 식 (13)으로 

우도함수를 정의하고 우도함수를 최대로 하는 변수값

들을 추정하였다.

 














 







   


×

exp  
ln    














(13)

식 (13)의 우도값을 최대로 하는 변수값들 [, A, Ea, 

B]는 [4.2379, 1.18 × 109, 0.8450, 7.3444 × 10-9]이다. 이 

변수값들을 이용하여 각 온도 조건에서 유효 조명시간

이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누적고장확률을 

평가하였으며,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Estimated cumulative failure probability

  식 (10)을 적용하여 추정한 각 온도조건에서의 반응

속도값과 식 (11)을 적용하여 추정한 A, Ea값들로부터 

정의되는 반응속도값을 이용하여 평가한 카이분포 통

계량에 대한 p-value가 0.99이므로 온도에 대한 가속성

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식 (10)대신 식 (11)을 사

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9,10]. 형상모수의 동

일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카이분포 통

계량이 많이 이용된다. Fig. 5로 부터 시험조건 별 추

정한 B10수명은 가속열화시험 조건에 따라 각각 약 

86.5일(60 ℃), 36.8일(70 ℃)이다.

3.4 저장수명 예측

  식 (11)과 (12)에 온도(Tq) = 273.16 + 섭씨온도(℃)를 

대입하여 저장온도조건에 따른 누적고장확률을 Fig. 6

에 나타내었다. 온도가 20, 23, 25 ℃에서의 B10수명은 

각각 약 12년, 9년, 7년으로 예측된다. 또한 25 ℃에서 

고려한 신뢰수준에서 보증할 수 있는 최소 신뢰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신뢰수준에 대한 최소 신뢰도는 

Fisher information 행렬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6,11]. 

신뢰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증할 수 있는 최소 신뢰도가 

매우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저장온도 23 

℃에서의 와이블 수명분포의 형상모수는 1.91, 척도모

수 29.3년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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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stimated cumulative failure probability

  

Fig. 7. Estimated Reliability for the confidence level

4. 결론 및 고찰

  유효조명시간 감소 문제점이 발생한 군용 조명탄의 

마그네슘계 조명제를 대상으로 60 ℃와 70 ℃ 조건의 

가속열화시험을 실시하여 저장수명을 예측하였다. 마

그네슘계 조명제의 장기저장에 따른 노화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가속열화시험을 예비시험과 본

시험 2단계로 수행하였다. 방습 상태인 실제 저장 환

경을 구성하고 60 ℃와 70 ℃ 조건에서 가속열화시험

을 실시하여 조명시간을 측정하였다. 조명제 유효조명

시간 감소의 관점에서 열화분포모델을 적용하여 시험 

조건별 열화량을 평가하고 와이블 수명분포를 가정하

여 가속성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조명제의 저장 신

뢰도를 예측한 결과 25 ℃ 저장온도 기준으로 10 % 

수준의 규격 불만족 발생 시점인 B10 수명은 약 7년으

로 예측되었다. 또한, 20 ℃와 23 ℃에서의 B10수명은 

각각 약 12년, 9년으로 예측되었으며 신뢰수준을 고려 

시 보증할 수 있는 최소 신뢰도는 Fisher information 

행렬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신

뢰도를 기반으로 한 탄약의 수명주기 관리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기술품질원과 (주)한화에서 추진하는 

“화공품 노화기구 규명 및 저장수명 예측” 연구 사업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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