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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무기는 그 기능을 한번 사용했을 경우 재사용

이 불가능한 일회성 장비(One-shot device)로 방위산업

의 대표적인 고가의 복합 시스템이다. 일회성 장비는 

고 신뢰도 고 품질을 요하는 제품으로, 요구되는 신뢰

도가 일정수준(신뢰수준, Confidence Level)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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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guided weapon is high-cost and one-shot device which is non-reusable, it requires a lot of resources to 

prove required accuracy as a part of reliability demonstration. Once a test for proving accuracy rate of guided 

missile fails, it causes an additional cost and delay of schedule.

  This study introduces an equation for proper sample size and plan for guided-missile accuracy rate test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test failure. Proper sample size for the test is derived by considering the reliability growth. 

Furthermore, each task for accuracy rate test is defin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ep. Therefor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reduce sample size for accuracy rate test in order to meet the reliability requirement and assure 

transparency in the tes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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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신뢰성 입증 시

험(Reliability Demonstration Test)을 통해 만족여부가 

확인되며, 시험수량은 요구되는 신뢰도 및 신뢰수준에 

의해 결정된다[1].

  유도무기의 신뢰도 척도인 명중률에 대한 시험은 

파괴검사로 진행되어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일정, 인력 등 많은 자원이 소모된다. 따라서 신뢰수

준을 만족하는 신뢰성 입증 시험을 위해서는 소요 자

원들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

우 사업은 큰 잠재위험을 내포하게 되고, 잠재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는 관리자와 개발자 그리고 소

요군 모두에게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

  현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명중률 평가는 획득 명중

률(명중수/시험발수)에 기인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은 일부 시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전체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실제 장비의 

명중률에 대한 대내외적 불신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

라 많은 연구에서 획득 명중률(명중수/시험발수)에 기

인한 시험계획이 아닌 이항분포를 활용한 통계적 관

점의 시험기준 수립 및 결과 판정을 주장하였다[2-5]. 

하지만 통계적 관점의 시험계획은 크게 2가지 제약사

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첫째는 시

험 성공/실패 여부에 따라 요구 신뢰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과도한 재시험수량이 요구되며, 둘째로 시험 성

공/실패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실패에 따른 

재시험수량을 사업계획단계에서 반영하기에 제한이 

있다. 즉, 대다수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통계적 관점의 

시험계획을 현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험기준 

충족을 위해 매 실패마다 많은 수의 재시험을 수행해

야 하며 이러한 재시험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예측/반영

하기 어려워 사업의 큰 위험요소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계적 관점의 시험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명중률 평가/검증 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사업계획단계에서 예측/반영하기 위한 

재시험 수량 산출 모델과 업무절차를 제시한다.

  논문 구성은 먼저 2장에서 개발단계에서 수행되는 

설계개선활동을 반영한 명중률 평가/검증 방안을 제시

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평가/검증 방안을 기

준으로 통계적 관점의 최소 시험수량을 산출하고 설

계개선활동을 통한 신뢰도 성장을 고려하여 재시험 

수량 산출 모델 및 재시험 수량을 제시한다. 4장에서

는 재시험수량을 포함 적정 시험수량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명중률 구현 업무 절차를 정리하며, 5

장에서는 수치예제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수

량산정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다.

2. 개발단계 명중률 평가/검증 방안

2.1 현 국내개발 유도무기 명중률 평가 절차

  현 유도무기 개발단계에서 수행되는 명중률 평가/검

증은 사격시험을 통해 성공횟수에 따른 명중비율을 

계산하여 목표 명중률 만족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며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6].

• 유도무기의 목표 신뢰도는 유도무기의 명중률이다.

• 유도무기는 유도탄이 발사대를 이탈하여 표적에 명

중하면 성공으로 한다.

• 유도탄 사격은 1발 단위로 순차적으로 수행되며, 사

격 결과는 각각 독립적이다.

• 시험과정은 모니터링 되고, 실패 시 원인은 분석되

어 개선사항이 다음 유도탄에 적용된다.

  상기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유도무기 명중률 평가는 

매 사격 간 표적 명중여부를 확인하여 시험 결과를 

“성공” 또는 “실패”로 판정하고, 사격 결과 미성공인 

경우 원인분석 및 결함식별을 통해 이후 유도무기들

에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TAAF(Test, Analyze and Fix) 

과정으로 진행된다.

2.2 유도무기 명중률 평가 문제점 및 방안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유도무기 평가는 개발이 완료

된 양산품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시험하는 것이 아

니라 개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신뢰성이 향상되는 

과정에 있는 시제품으로 사격시험을 수행한다[6]. Fig. 

1과 같이 시험을 거치면서 설계가 개선된 유도무기는 

이전 시험의 장비와 완전히 동일한 품목이 아니며 설

계 일부가 개선된 다음 버전의 장비가 된다[7].

명중실패
(미성공)

[V1.0]

결함
미조치

결함
조치

[V2.0]

[시험 수행] [시험 결과]

시험결과 : 실패

시험결과 : 재시험

판정 보류[ V 1.0 ]

 Fig. 1. Procedure of result-judgement for none-hit 

guided missile in test



이연호 ․ 김재황 ․ 이계신 ․ 이종신 ․ 이명진 ․ 김두현

846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0권 제6호(2017년 12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격 간 유도무기가 표적에 명

중하지 못한 경우 “실패”라고 판정하는 현 명중률 평

가 방법은 설계개선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실

패” 판정은 표적 명중실패(미성공)를 야기한 잠재결함

이 제거 또는 해소되지 않고 매 시험 발생할 수 있으

며 향후 양산 전력화 장비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앞선 고려사항에서는 미성공 시 원

인분석 및 설계개선이 수반되어 이후 제작/개발되는 

유도무기에 반영된다고 하였으며 연구개발 프로세스

상 이러한 설계개선활동이 관리자, 개발자, 소요군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패” 판정은 현실

과 모순되는 부적절한 판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단계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TAAF

과정을 고려하여 사격 결과 미성공에 대해 해석을 “실

패” 판정이 아닌 설계개선을 통한 재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판정보류로 해석한다[8].

  즉, 앞선 고려사항과 같이 사격 결과 미성공 시 명

확한 원인분석과 설계개선이 수행이 된다면 개발단계 

유도무기 명중률 평가에 “실패” 판정 없이 성공 또는 

보류의 의사결정만 존재하며, 시험합격의 기준은 성공

과 실패횟수가 아닌 성공횟수만 고려하게 된다. 여기

서 중요한 전제조건은 TAAF를 통한 설계활동은 반드

시 설계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9].

  제시한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통계적 시험기준을 

반영하더라도 성공횟수는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 되고, 

관리자, 개발자 및 소요군이 관리해야할 위험요소는 

재시험수량에 한정할 수 있다. 기존 평가방식인 성공/

실패판정에[2] 통계적 시험기준을 반영할 경우 실패수

량 증가에 따른 성공횟수 증가로 통계적 시험기준을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 Table 1은 목표명중률 80 %, 요

구 신뢰수준 80 %인 시험기준에 대해 미성공에 대한 

기존 평가방식(성공/실패판정)과 제시안(성공/보류판정) 

적용에 따른 시험수량을 비교하였다. 총 수량 및 성공

수량은 미성공 횟수에 따른 시험합격을 위한 최소수

량이며, 추가 수량은 모든 시험에서 성공한 경우(미성

공 0)보다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수량을 나타

낸다.

  성공/실패 판정을 고려한 기존 평가 방식은 미성공 

횟수 당 재시험수량이 최소 5발에서 최대 8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패” 판정으로 인해 하락된 신뢰

수준을 요구 신뢰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요구 

성공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보류 판

정을 고려한 평가 방안에서는 미성공 횟수만큼 추가

시험을 진행하면 되므로 매 시점 결과에 따른 재시험

수량은 1발로 한정된다.

Table 1. Sample size for test-success by the number 

of none-hit(Target accuracy 80 %, confidence 

level 80 %)

미성공 

횟수 

Sample Size for test-success

미성공=실패

(총수량/성공)

추가

수량

미성공=보류

(총수량/성공)

추가

수량

0 8 / 8 - 8 / 8 -

1 16 / 15 8 9 / 8 1

2 21 / 19 13 10 / 8 2

3 28 / 25 20 11 / 8 3

4 34 / 30 26 12 / 8 4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명중률 평가 방안을 적용할 

경우 기존 평가 방식에 비해 재시험에 대한 불확실성

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음 장에서 제시될 신뢰도 

성장을 고려한 재시험수량 예측모델을 통해 사업초기

부터 재시험에 대한 위험요소를 관리할 있다.

3. 재시험을 고려한 시험수량 산정

3.1 가정사항

• 결함은 체계 고장을 유발하는 결함과, 체계 고장을 

유발하지 않는 결함으로 분류된다.

• 체계 고장을 유발하는 결함은 식별가능하며 식별된 

결함은 이후 시험 시제들에서 완전 제거된다.

• 단일 결함은 체계 기능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

며, 해당 결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복합고장 

및 결함은 고려하지 않는다.

• 체계 고장을 유발하지 않는 결함은 이후 시험 시제

들에 잔존해 있으며 해당 결함들은 실제로 장기적

으로 장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이와 같

은 현상은 무시한다.

3.2 최소 시험수량 산출(시험수량 하한 설정)

  유도무기 시험은 결과가 성공/실패 또는 정상/불량과 

같이 베르누이 시행으로 진행되므로 이항분포를 이용

하여 시험 결과(개 중 개 실패 또는 성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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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고자 하는 신뢰도(명중률)에 대한 신뢰수준을 

계산할 수 있으며 관련 식은 식 (1)과 같다[1,10,11].






     (1)

 : 시험발수

 : 실패발수

 : 신뢰수준

 : 요구(목표) 신뢰도

  앞선 2장에서 언급한 성공/보류 판정 평가 방안을 

반영할 경우, 명중률 평가/검증은 실패 없이 연속성공

(Success Run) 시험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성공/보류 판

정 평가 방안의 시험기준은 성공횟수이며 이는 시험합

격을 위한 최소 시험수량 

이 된다[8]. 최소 시험수량 


은 상기 이항분포식에 실패발수를 0으로 가정하여 

식 (2)와 같이 산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산출된 최소 

시험수량 

은 미성공 및 재시험 횟수와 무관한 상수 

값으로 시험합격의 기준이 된다.


⌈lnln⌉ (2)

3.3 재시험을 고려한 총 시험 수량 예측

  통계적 관점의 시험기준인 목표 명중률에 대해 요구 

신뢰수준 이상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명중률 시험에서 

최소 

번 이상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번의 시험 간 

장비의 잠재결함으로 미성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

함발생, 즉 미성공 횟수만큼 

번의 시험 이후의 재시

험에서 성공해야만 시험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결함발생확률과 설계개선을 통한 신

뢰도 성장 개념을 고려하여 재시험을 포함한 총 시험 

수량 산출 모델을 제시한다. 수식모델은 먼저 

번의 

시험간 결함(재시험) 발생 횟수를 예측하고 

번 이후 

재시험에서 예상 성공수가 결함 수 이상이 되는 최소 

을 산출한다. 여기서 결함발생확률은 Donald. P. G.

외[12]에서 제시한 포아송 분포를 활용한 수식모델을 적

용한다.

3.3.1 

 번 시험수행 간 예상 결함 수

  최초 장비의 잠재 결함수가 라고 가정한다. 이때 

각각의 결함들은 독립적으로 명중률 시험결과에 영향

을 미치며, 결함으로 인해 시험결과 미성공일 확률을 

,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이고 총 시험수

량을 이라 하면, 잠재 결함이 일 때 예상 성공수

량 는 성공확률이 
인 이항분포이므로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여기서 앞선 가정사항과 같이 매 시험 간 장비 고

장을 유발한 결함을 식별하고, 식별된 결함들을 모두 

제거하여 이후 시험의 사용될 시제에 적용되었다면 

신뢰도 성장 개념을 적용하여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잠재결함이 제거되어 성공확률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번의 시험 후 장비에 남아있는 잠재 결함수

가 라고 하면 남은 시험시제들에 대한 예상 성공수

량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

  앞서 각각의 결함이 시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라고 하였으며, 확률 로 미성공시 해당 결

함은 식별되어 제거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매 시험

간 각 결함은 의 확률로 제거되며 반대로 의 

확률로 잔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번의 시험 이후 

결함 중 어느 하나라도 잔존해 있을 확률은 

가 된다.

  여기서 총 잠재 결함수 는 명확히 알기 어려운 

값으로써 상수가 아닌 확률분포 함수로 가정하며, 단

위 시간 당 결함 또는 불량수에 대한 문제는 전형적

인 포아송 분포의 응용 예이므로 확률분포 함수는 포

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가 평균이 인 포

아송 분포를 따를 경우, 는 평균이 인 포

아송 분포를 따르며 식 (4)에서 성공확률 
의 

평균은 식 (5)와 같다.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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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5)를 번 시험 이후의 성공확률 라고 하

면, 미성공 확률, 결함발생 확률은 이 된다. 또

한, 매 시험 1발씩 시험을 진행할 경우 각 시험에서의 

결함발생 확률 이 예상 결함수량이 되며, 최초 

시험부터 최소 성공횟수인 

번까지의 예상 결함발생 

수 

는 매 시험에서의 결함발생 확률의 합으로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3.3.2 

+1부터 까지 시험 간 예상 성공 수

  최소 성공횟수인 

번 시험 이후 총 시험수량 까

지 시험을 지속할 경우 예상 성공수량은 식 (4)와 (5)

를 활용하여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3.4 총 시험수량

  n+1 ~ N번까지의 예상 성공수량은 기 수행한 

번

의 시험결과와 총 시험수량()에 의해 결정되며,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 시험결과는 요구 성공횟수 

이상의 성공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기 수행된 시험에

서의 성공횟수와 예상 성공횟수의 합이 요구 성공횟

수가 되는 총 시험수량을 산출한다.

  식 (6)과 (7)을 활용하여 예상 성공수량이 예상 결함

발생 수량이상이 되는 총 시험수량 의 최소값을 산

출한다.



 ≤ 


















≤ 






























≤ 
(8)

   ∴⌈ 









 







 ⌉

  산출된 총 시험수량 은 사업계획단계에서 명중률 

평가/검증을 위해 고려해야할 시험 수량으로, 여기서 

는 시험 미성공 확률이므로 를 목표 명중률

()로 간주하여 상기 식에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장

에서는 재시험을 고려한 총 시험수량이 개발단계의 

명중률 평가/검증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

획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시한다.

4. 명중률 평가/검증 계획 수립

  앞선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명중률 평가/검증

의 명확한 시험기준을 수립하였더라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명확한 기

준은 사업진행 및 전력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명확한 시험기준을 사업계획에 반

영하기 위한 명중률 구현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4.1 현 실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훈령 및 규정에 따르면 유도

무기 명중률 평가/검증 방안은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단계에서 작성/수립되며 내용은 Table 2

와 같다. 현행 훈령 및 규정에 따르면 유도무기 평가 

계획 수립 시 통계적 관점의 관련사항(신뢰수준)을 고

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3,14].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뢰수준을 고려한 시험계획이 

아닌 가용재원을 고려한 시험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명중률 평가의 결과 및 합격 여부가 획

득 명중률에 기인하는 원인이 된다. 획득 명중률에 따

른 결과판정은 샘플링 검사가 가지는 오류를 의도적으

로 누락함으로써 명중률 평가/검증에 대한 불신, 나아

가 유도무기 명중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4.2 명중률 평가/검증 계획 수립 방안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명중률 구현을 위해 다음 고

려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해석을 위해 통계적 

관점의 시험계획 및 기준 수립

• 사업초기에 개발단계 평가간 예상되는 위험요소(재

시험) 식별

• 평가결과는 획득 명중률이 아닌 요구 명중률에 대

한 신뢰수준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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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ulation by procedure-step for development 

about missile evaluation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제44조(사업추진방법 결정 등)

 ④-4.시험평가 전략 : 시험평가 방법(적정 시제수

량, 유도무기의 경우 시험평가 수량 등 확보

계획 포함), 시험평가팀 구성방안

【방위사업청 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조(예산편성 절차)

 ④사업관리본부장은~시험평가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자료와 ~ 예산요구서안을 작성.

⦁제83조(선행연구계획서 작성 등)

 ①-10.시험평가 수행방법(적정 시제수량 ; 유도무

기의 경우 시험평가 수량 등 확보계획 포함)

 ⑤제1항 제10호의 유도무기 운용시험평가 수량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명중률 충족여부 산술적 계산 가능 수량

   2. 명중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수준

   3. 소요예상, 기간 및 유도탄의 특성 등

⦁제88조(사업추진기본전략의 수립)

 ①-9.시험평가 방법(적정 시제수량, 유도무기의 

경우 시험평가 수량 등 확보계획 포함), 시험

평가 수행기관, 국내 시험시설, 장비, 능력 

확보 등 시험평가 전략에 관한 사항

  먼저 현행 훈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명중률 평가결

과 판정을 위한 신뢰수준을 반드시 설정/제시하도록 

한다. 산출된 시험수량이 신뢰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면, 도출된 명중률이 객관적인 신뢰도를 보장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2,3,5,7]. 훈령에 따른 상세 업무는 Table 3

과 같다.

  신뢰수준은 개발 유도무기에 대한 개발 주관기관의 

개발 능력과 생산업체 개발 경험, 유도무기 특성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이후 

평가 방법 구체화시 재시험을 고려한 적정 시험수량을 

산출하며 그에 따른 비용과 일정을 사업추진기본적략

에 반영한다.

  개발단계에서는 명중률 평가방식을 성공/보류로 진

행하며 결과를 획득 명중률이 아닌 요구 명중률에 대

한 신뢰수준으로 판정한다. 이러한 명중률 평가/검증 

절차를 간략하게 도식화 하면 Fig. 2와 같다.

Table 3. Detailed task by regulation

Task

【관련 훈령】

1. 시험평가 전략 결정

2. 예산편성 요구 자료 작성 및 검토

3. 유도무기 운용시험평가 수량 산정

【수행 업무】

1. 명중률 산출조건, 기술수준, 평가조건 등을 검

토하여 평가 방법 구체화

   - 목표 명중률에 대한 개발능력, 생산업체 개발

경험, 유도무기 특성, 전문가 의견 및 유사장

비 시험(운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뢰수준 

선정

   - 재시험 수량을 고려하여 시험방안 및 구체화

된 작전운용능력 충족을 위한 시험수량 산출

2. 재정가용성 확인 및 비용/일정 추정 결과 제시

   - 작전운용성능과 요구 신뢰수준을 활용하여 평

가/검증을 위한 수량 분석 및 비용/일정추정 

결과 제시(재시험 수량 고려)

   - 재시험 수량을 고려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비용 및 일정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

소요단계
(합참/군)

선행연구
(IPT)

개발단계
(IPT/군/개발자)

작전운용성능(목표 명중률) 제시

신뢰수준 설정

평가방법 설정
[시험수량 산출(재시험 수량 포함)]

예상 비용 / 일정 추정

사업추진기본전략 반영

시제제작

명중률 평가 / 검증

명중률 판정

Fig. 2. Task flow by procedure-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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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치예제

  수치예제는 통계적 관점의 시험계획 적용에 따른 

기존 평가방식과 제안 평가방식을 비교분석한다. 기존 

평가방식인 성공/실패 판정에 대한 시험수량은 이항분

포를 활용하여 산출하며, 제안 평가방식은 성공/보류

판정을 고려한 제안 수식모델을 적용하여 시험수량을 

산출하였다. 추가로 제안 모델의 파라메타별 입력값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제안모델의 활용성에 대해 분

석한다.

5.1 수식모델 비교

  제안모델의 비교대상인 이항분포는 시험결과가 이

산 데이터로 나타나는 일회성 장비의 성공(실패) 확률

을 산출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기본적인 수식모델이다.

  비교분석을 위해 수식에 적용할 파라메타는 신뢰수

준(CL), 목표 명중률(RL) 그리고 평균결함발생 수()

이며 각 파라메타에 대한 설명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Explanation of parameter for calculating test 

quantity

기호 파라메타 설명


목표 

명중률

• 유도무기 작전운용성능으로 사업

초기 결정

 신뢰수준

• 통계적 관점의 시험계획 수립시 

시험기준의 한 항목으로 전체 

유도무기의 명중률이 목표 명중

률 이상임을 보장하는 확률



평균 

결함발생 

수

• 매 명중률 평가(시험)간 평균적

으로 발생하는 임무수행 불가를 

야기하는 잠재결함(치명) 수

  두 수식모델에 대해 명중률 및 신뢰수준 변화에 따

른 시험수량 변화를 확인한다. 신뢰수준(CL)은 무기체

계 시험평가 실무지침에서 언급된 60 % ~ 90 % 구간

에 대해 적용하며, 목표 명중률(RL)은 대부분의 유도

무기 사업에서 적용되는 구간인 70 % ~ 90 %에 대해 

총 시험수량과 시험합격을 위한 성공수량을 비교분석

한다.

  Table 5와 Table 6에서 기존 평가방식과 제안하는 평

가방식에 따른 시험기준(목표 명중률, 신뢰수준)별 시

험수량 및 성공수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공/실패 평

가방식은 왼쪽부터 실패 횟수 0, 1, 2에 따른 총 시험

수량과 요구 성공수량을 나타낸다. 성공/실패 평가방

식은 실패 수 증가에 따라 실패 횟수보다 더 많은 수

량의 성공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실패가 반복될수록 요구 명중률과 신뢰수

준을 만족하기 위한 성공수량까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총 시험수량 역시 늘어나게 되고, 이 점은 사업의 지

속여부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된다.

  그에 반해 제안 평가방식의 경우 실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 성공수량은 고정값이며 요구 성공

수량 이상의 시험수량을 산정함으로써 재시험에 따른 

사업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Table 5. Required sample-size by confidence level 

(RL = 0.8, λ = 5)

신뢰수준

(CL)

성공/실패(이항분포)

[시험수량/성공수량]

성공/보류

(제안모델)

[시험수량/

성공수량]실패=0 실패=1 실패=2

60 % 5 / 5 10 / 9 16 / 14 9 / 5

70 % 6 / 6 12 / 11 18 / 16 10 / 6

80 % 8 / 8 16 / 15 21 / 19 12 / 8

90 % 11 / 11 19 / 18 27 / 25 16 / 11

  Table 6. Required sample-size by target accuracy 

(CL = 0.8, λ = 5)

명중률

(RL)

성공/실패(이항분포)

[시험수량/성공수량]

성공/보류

(제안모델)

[시험수량/

성공수량]실패=0 실패=1 실패=2

70 % 5 / 5 9 / 8 14 / 12 9 / 5

75 % 6 / 6 11 / 10 16 / 14 10 / 6

80 % 8 / 8 16 / 15 21 / 19 12 / 8

85 % 10 / 10 20 / 19 29 / 27 14 / 10

90 % 16 / 16 29 / 28 42 / 40 2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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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quired sample-size by an average number 

of failure(RL = 0.8, CL = 0.8)

평균

결함발생수

(λ)

제안 모델

요구 

성공수량

재시험 

수량

총 

시험수량

2 8 2 [1.570] 10

3 8 3 [2.296] 11

4 8 3 [2.989] 11

5 8 4 [3.656] 12

6 8 5 [4.301] 13

7 8 5 [4.928] 13

8 8 6 [5.541] 14

9 8 7 [6.143] 15

  Table 7에서는 재시험 수량을 결정하는 변수인 평균 

결함방생 수(λ)에 따른 시험수량을 분석하였다. λ는 

전문가 의견 또는 유사장비의 시험데이터를 통해 확

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도무기 시험결과 미성공

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치명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요 치명결함 1~2건에 의해 발생

한다. 따라서 λ값은 1자리 수 이내로 가정할 수 있으

며 그에 따른 재시험 수량은 성공/실패 평가방식에서 

실패에 따른 추가 수량에 비해 현저히 작은 수량임을 

알 수 있다.

  김두현[6]에 따르면 연구개발 또는 진행중인 유도무

기 목표 명중률은 평균 약 80 % 수준이며, 시험평가 

수량데이터는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전체적으로 평균 

13.6발, 전투용 적합판정을 위한 운용시험평가 평균 

수량은 7.2발이다. 목표 명중률 80 %에 대한 제안 모

델 시험수량인 Table 5을 보면 신뢰수준 전체에 대한 

평균은 11.75발이며 여기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

운 신뢰수준 90 %를 제외하면 평균 10.3발이다. 이는 

현 유도무기 사업들에 반영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전체 수량 13.6발을 조정하거나 1~2발을 추가함으로써 

현 사업들에 적용가능하며 가용재원에 제한이 있을 경

우 재시험 수량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발단계 간 통계적 관점의 명중률 

평가/검증 계획수립 및 수행을 현실화하기 위한 평가 

방안과 재시험을 고려한 총 시험수량 산정모델을 제

시하고, 이를 사업초기에 반영하기 위한 업무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명중률 평가방식을 성공/실패가 아닌 성공/보

류 판정으로 제시하였다. 제시 방안은 현 개발단계에

서 수행되는 TAAF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설계개선된 

장비는 미성공을 유발한 결함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실패”라고 판정할 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제시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통계적 관점을 고려한 시험수량 

산출시 실패에 따른 수량을 산출할 필요가 없으며 현

실적인 시험수량으로 통계적 관점의 시험계획을 반영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장비의 결함발생확률을 활

용하여 예상되는 재시험 횟수와 재시험간 예상 성공

횟수를 비교하여 시험수량을 산출하는 수식모델을 제

시하였다. 제안 수식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재시험 수량

을 사업계획단계에서 예측/반영할 수 있으며 개발단계

에서 진행되는 명중률 평가간 재시험으로 인한 사업

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한 평가방식과 수식모델을 반영한 사업계획 단계 

업무절차를 논의함으로써 현행 훈련 및 규정에 명시

된 통계적 관점의 시험계획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가방식과 수식모델을 활용

한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기존 평가방식의 실패에 따

른 비현실적 추가/성공수량에 비해 제안 모델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시험수량이 산출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현재 개발/평가중인 유도무기 사업들에 

반영된 시험수량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 관점의 명중률 시험계획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명중률 평가 결

과를 목표 명중률에 대한 신뢰수준으로 판정하면 기

존 획득 명중률로 판정함으로써 발생했던 명중률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시험 수량을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초기단계에서 예측하여 

적절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가간 불확

실하게 발생하는 미성공에 대한 사업적 위험을 완화

함과 동시에 관리자, 개발자 및 소요군 모두에게 신뢰

성 있는 평가/검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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