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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탄의 경우 제작 후 바로 사용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보 소에 장되었다가 사용되는 One-shot system

에 속한다. 이에 장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제작 기 때

보다 제품의 신뢰도가 서서히 감소하게 되며,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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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장시간 장되어 있다가 사용되는 일회성 군수장비 시스템의 경우, 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신뢰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사용시 이 도래하 을 때 제품 사용에 있어 장신뢰도가 요한 품질특성으로 작용하게 되며, 기존의

연구들은 장신뢰도 향상을 하여 최 의 정기검사주기 산출을 한 연구에 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검

사주기 뿐 아니라 설계신뢰도를 포함한 분석을 통해 융합 인 에서 장신뢰도에 두 인자가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해 일회성 시스템의 표 인 제품인 유도탄에 기존의 Martinez 장신뢰도 결정모델을 용하

여 각각 설계신뢰도와 정기검사주기가 미치는 정량 인 효과에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를 통해, 제품의

설계신뢰도 범주 내에서는 설계신뢰도보다는 정기검사주기 리가 장신뢰도 향상에 더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일회성 시스템, 유도탄, 장신뢰도, 설계신뢰도, 정기검사주기

Abstract  In the case of a one-shot logistic equipment system that has been stored for a long time, reliability changes 

with the passage of time. Therefore, when the time comes to use, the storage reliability of the product is an 

important quality characteristic, and the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search for calculating the optimal 

period inspection cycle to improve the storage reliabilit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two factors 

on the storage reliability at the convergence point by analyzing the design reliability as well as the periodic 

inspection cycle. To do this, we applied the existing Martinez storage reliability model to the missile, a representative 

product of a one-shot system, and analyzed the quantitative effects of the design reliability and the periodic 

inspection cycle.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tenance of the periodic inspection 

cycle is more importa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orage reliability than the design reliability in the design 

reliability category of the current product.  

Key Words : One-shot System, Guided Missile, Storage Reliability, Design Reliability, Periodic Inspection Cycle

*Corresponding Author : Yeon-won Chu (wonychu@add.re.kr)

Received April 9, 2018

Accepted July 20, 2018

Revised   June 22, 2018

Published July 28, 2018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7, pp. 223-230,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7.223



한 합학회 문지 제9  제7호224

도래 시 일정 품질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유도탄에 있어 운용신뢰도 뿐 아니라 장신

뢰도 한 요한 품질 특성으로 작용하며, 장신뢰도

를 높이기 해 BIT(Built-In-Test)나유도탄 검 장비

를 활용한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 등을 시행하게

된다.

군의 운용 측면에서일정 시간 장고에보 된 유

도탄의 장신뢰도에 크게 향을 미치는인자들은 다음

과 같다[1].

1) 고장간 평균시간(MTBF) : 유도탄 자체의 설계신

뢰도를 의미하며 MTBF가 높을수록 고장빈도는

낮아지므로 장신뢰도는 높게 유지된다.

2) 자체 검(BIT) 탐지율() : 유도탄에 내장된 자체

고장 탐지율로 검 장비를 활용하는 검사보다

검 수 이 낮고, 비주기 으로 실시한다.

3) 검장비 검효율(Test Effectiveness)() : 정기

검사를 통해 검장비가 고장 식별을 해내는 비율

로 효율이 높을수록 고장 탐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유도탄 정기검사주기(T) : 정기검사 주기가 길수록

다음검사주기 직 의 장신뢰도는낮아지게 된다.

이 때 유도탄 무기체계에서 1) 설계신뢰도(MTBF)와

4) 정기검사주기는 각각 개발자와 운용자 입장에서 장

신뢰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인자로 작용한다. 설계신

뢰도의 경우 최 설계 시 얼마나 신뢰도를 높게 제작하

느냐를 나타내며 이 설계, 고신뢰도 부품 사용 등을 통

해 높은 설계신뢰도를 지닌 탄을 제작할 수 있지만 동시

에 제작비용이 높아지는 단 을 갖게 된다. 반면, 정기검

사주기의 경우 운용자가 결함 측정을얼마나 자주하느냐

를 나타내며 계획 정비를 자주할수록탄의 장신뢰도는

향상되지만, 검에 따른 유지비용이 증가한다는 단 이

발생하게 된다.

체계 랫폼과 운용형태에 따라 BIT 검의 효과는

다소차이를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BIT 탐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3) 검효율( )이 일정하다고 가정

할 때, 설계신뢰도와 정기검사주기의 변화에 따른 탄의

장신뢰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어느 에서 근해

야 장신뢰도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보고

자 한다.

2. 신뢰도에 한 기존 연

2.1 신뢰도 정

종합군수지원 개발 실무지침서에 따르면 무기체계 개

발에 있어 신뢰도란 ‘특정 체계/장비가 일정 시간동안 주

어진 운용 조건하에서 요구된 기능을 만족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확률)’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방 사업

리규정에서는 ‘어떤 체계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고장 없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로서

고장 빈도와 련된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도는 시간에 한 함수로 표 할 수 있으

며, 고장률에 따라 다양한 신뢰도 분포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무기체계를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고장률이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사용기간에 향을 받지 않

고 고장률이 일정한 상태를 가정하므로, 신뢰도 측

업무의 한계 으로 볼 수 있다.

고장률이지수분포를따른다고 가정하면, 신뢰도는시

간에 한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2].

  
 

R(t)는 t시간의 신뢰도, λ는 고장률을 뜻한다.

실무 분석에서 사용되는 신뢰도는 확률보다는 주로

거리, 시간 등의 척도로 표 되며, 유도탄과 같이

One-shot system의 경우 부분 시간의 척도로서 표시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계신뢰도는 고장률의 역수

인 고장 간 평균시간(MTBF)을 활용하여 장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3-5].

2.2 Martinez 저 신뢰도 결정모델  내 저

신뢰도 제안 모델 연  현황

주기 인 검사를 수행하는 장신뢰도에 한 연구는

Martinez(1984)가 시작하 으며, 주기 인 검사가 없을

경우의 장신뢰도가 감소하는 형태와 주기 인 검사가

있을 시 장신뢰도 감소 형태를 비교하여 제시하 다

[6]. Martinez는 주기검사 시마다 검장비의 효율( )에

따라 식별된 고장부품은 신품으로 교체하면 해당 부품의

신뢰도가 100%로 회복된다고 가정하 으며, 검장비로

식별하지 못하는 고장비율(1- )은 매 주기마다 되

어 체 장신뢰도에 향을 미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신뢰도가 서서히 하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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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Fig 1.을 보면 각각 설계신뢰도(MTBF), 시험세트

검을 통한 장신뢰도 향상 효과(), 시험세트 탐지불가

로 인해 되는 효과(1- )가시간의흐름에따라 장

신뢰도에 어떻게 향을 미치게 되는지를그래 상으로

표 하 다.

Fig. 1. Change of Storage Reliability according to 

Martinez formula

국내에서는 김동규(2013)가 일회성 시스템의 장신

뢰도 결정 모델을 연구하여 일반 인모델을 제시함으로

써 일회성 시스템의 운 체계상 이루어지는고장을 모두

반 하 다[7]. 이를 통해 Martinez 모델의 제한사항을

보완하고 실성을 높 다. 김석곤(2011)[1]은 TLCSM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제도 하에서

장신뢰도 향상을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Martinez

모델에서 BIT 정기검사를 추가로 보완한 장신뢰도 향

상 모델을 제시하여 함유도탄의 정 정기검사주기를

제시하 다. 이 외에도 기 별 신뢰도 향상 방안[8-11],

야 운용자료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9-11], 방 검 주

기 수명설정 방안 등 장신뢰도 분석에 한활발한

연구가 진행 이다[12].

하지만 일회성 시스템의 장신뢰도 분석에 있어 기

존의 연구들은 제품의 설계신뢰도를 고정 인것으로 간

주하고 이미 제작된 제품의 장되는 기간 동안에서만

검사의 방안, 검사의 주기 등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

면에서 근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제작단계

부터 설계신뢰도를 높게 제작하는 것이 장되는 동안

장신뢰도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한다.

한 설계신뢰도와 정기검사주기가 장신뢰도에 미치

는 정량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어느 측면에서 근해

야 장신뢰도를 더 효과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분

석해보고자 한다.

2.3 실무에  저 신뢰도 정 현황

신뢰도에 한 분석 기 은 종합군수지원 개발 실무

지침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제시되어 있으나,

유도탄, 항공기, 성 등 다양한 운용 형태 환경에 따

라 세세한 업무가이드를 지정하지 못하고 사업별로 개별

기 을 정해 분석되고 있는 게 국내 RAM 분석의 실

정이다. 게다가, RAM 분석은 무기체계의 운용형태

가용상황과 연 이 있어 구체 인 수치나 분석 방안을

공유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에 무기체계 별로 선행

사업을 토 로 기 을 세워 분석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에 유사한 유도탄 체계 내에서도 사업 단 에 따라 기

에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국내 유도탄 운용개념에서 장신뢰도는 다양하게 해

석되어 왔다. 체계 A에서는 탄 운용시간을 발사 에 탑

재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만을 고려하 으며, 장기

간 정기검사 주기를매우짧게하여 장신뢰도를 0으

로 가정하고 운용신뢰도만을 고려하 다. 이는 탄 운용

개념 상 장신뢰도 하가 제품에 향을 미칠 만큼 크

지 않을 경우 타당한 분석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랫폼에 장착되어 장시간 운용되는 체계 B에서

는 유도탄에 있어 운용은 발사되어 동작하는 시 으로

정의하고, 그 외에 시간은 부 장이라는 개념을 설정

함으로써 유도탄의 수명주기를 장신뢰도의 에

서 근하 다. 이런 가정의 차이에 따라 신뢰도를 나타

내는 시간의 척도가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와 같은분석 방법의 차이는제품의 다양한 운용형

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을 잘 모사하는

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장신뢰도는체계

B의 에서 근하여 발사시 이 형태는 장이라

고 정의하 으며, 설계신뢰도를 기존 실무 분석에서 산

출된 분석 데이터들을 기 으로 시값을 활용하여 장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3. 측모델 정

본 연구에서는 주기 인 방정비를 고려한 Martinez

장신뢰도 결정모델을 활용하여, 설계신뢰도와 정기검

사주기가 각각 장신뢰도에 미치는 향성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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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장신뢰도 결정모델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번째 검 직 장신뢰도 최소값

    번째 검 직후 장신뢰도 최 값

 = 유도탄의 고장률(


)

T = 정기검사주기

 = 유도탄 검장비의 유도탄 고장탐지율

먼 유도탄 장 후 T 시 이 지난 경우의 장신뢰

도는 
 

가 된다. 첫 정기검사주기가 도래하면 검

을 수행하며 검효율이 100%라면 장신뢰도가 기상

태와같은 1로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으로는 검

효율 의 수 으로 검을 진행하게 되며, 검으로 식

별되지 못한 (1-) 만큼의 잠재고장이 남게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정기검사주기(N=1) 일 때 검 과

검 후 유도탄의 장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exp
 

    exp
   

두번째 2T 시 이오면 (1- ) 된 부분이 고장률

에 반 되어

    exp
     

로 산출된다.

검 후에는 검효율의 한계로 (1-)만큼의 잠재고

장이 되어

    exp
   

로 산출되며, 이를 N번째 정기검사주기에일반화된 수식

으로 표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p      × exp 

    exp  

본 연구에서는최 장신뢰도를 1로 가정하고 각시

에서의 장신뢰도를 산출한다.

4. 저 신뢰도 결정모델 적용

4.1 계신뢰도 변화에 따  저 신뢰도에 미치는 

향

실제 유도탄의 설계신뢰도를 사용하여 장신뢰도 분

석을 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므로, 함유도탄의 장신

뢰도를 기 으로 시값을 가정해 분석을 수행하 다.

이에 함유도탄 검사주기 결정에 한 연구(2006)[13],

유도탄의 교 효과분석 연구에서의RAM 분석(2012)[14]

등 선행 연구들에서 함유도탄의 설계신뢰도를 살펴보

면 유도탄의 MTBF가 분석에 따라 략 50000(h) –

100000(h) 정도의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17].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MTBF를 각

각 6만, 8만, 10만, 12만 시간을 시값으로 잡아 분석하

다. 나머지 인자인 정기검사주기(T)는 해군에서 통상

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주기 3년을 용하 으

며, 검효율도유도탄시험세트의 검효율 95%를가정

하고 모델을 용하 다.

 = 유도탄의 고장률(6만, 8만, 10만, 12만)

T = 정기검사 주기(3년)

 = 유도탄 검장비의 유도탄 고장탐지율(0.95)

의 값을 기 으로 유도탄의 MTBF 별 시간에 따른

장신뢰도의 변화를 그래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ig. 2. Storage Reliability change over Time by MTBF

그래 를 보면 MTBF 별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2가

지로확인할 수있다. 첫번째는 장신뢰도 하의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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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두 번째는 장신뢰도 회복 시 회복 정도로 표 된다.

우선 장신뢰도 하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설계신뢰

도가 높을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으며, 첫 번째 정기검사주기(3년)가 도래하 을 때

MTBF 별 장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60000 80000 100000 120000

3(year) 0.65 0.72 0.77 0.80

Table 1. Storage Reliability by MTBF at first cycle 

inspection

결과를 보면, 각각 6만, 12만 MTBF를 가질 때 정

기검사주기 3년이 도래했을 때 65%, 80%의 장신뢰도

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는 BIT 검사가 없을 시

통상 정기검사주기 3년이 되면 설계신뢰도가 높아도

80% 수 밖에 장신뢰도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여 다.

두번째로 고장 미탐지부분이 차 됨에따라 미

치는 향을 악해보기 해 창정비 주기 시 을 가정

하여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참고로 재 육군은 창 정비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 일정 창 정비 주기가 지나 정비를

수행하고 나면 장신뢰도 수 이 1로 회복된다고 가정

하고 탄을 운용하는 반면 해군은 순환주기 검즉, 별도

의 창 정비 없이 고장난 부품만을 계속 교환하며 사용하

는 개념으로 유도탄을 운용하고 있다.

유도탄을 장시간 장 후 장신뢰도 수 을 보기

해 창정비 주기를 각각 9년, 12년 15년으로 가정하 을

때, 장신뢰도가 어느 수 으로 유지되는지를 살펴보고

향성을 악해 보았다.

60000 80000 10000 120000

9(year) 0.62 0.70 0.75 0.79

12(year) 0.60 0.69 0.74 0.78

15(year) 0.59 0.67 0.73 0.77

Table 2. Storage Reliability by MTBF at depot 

maintenance inspection

표에 따르면 가장 높은 장신뢰도를 보이는

12000(MTBF)의 경우에도 9년의 주기에 80%의 장신

뢰도 수 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 다. 다만 첫

정비주기인 3년차에 80% 던 장신뢰도가 창정비 주기

시 79%수 으로 유지되었다는 을 감안할때, 장신뢰

도 회복 시 되는 고장 미탐지 부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체 장신뢰도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다.

따라서 MTBF 별 시간에 따른 장신뢰도 변화에서

는 장신뢰도 하 속도인 기울기에 의한 차이를 주 고

려사항으로 단하면 되며, 통상 인 정기주기검사 3년

이 도래 했을시 최소/최 장신뢰도가 65%~80% 정도

의 수 을 보여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정기검사주기 변화에 따  저 신뢰도에 미치

는 향

앞선 분석에서는 정기검사주기가 일정할 때 설계신뢰

도의 차이가 장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

으며, 다음으로는 일정한 설계신뢰도 조건 하에서 정

기검사주기의 변화에 따라 장신뢰도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각 군의 정기검사주기는 짧게는 1년 주기 검부터 3

년에서 5년 정도의 정기검사주기를 두고 있으므로, 정기

검사주기는각각 1년, 2년, 3년, 4년, 5년 주기를 기 으로

분석하 다. 분석을 해 사용한 인자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하 다.

 = 유도탄의 고장률(8만)

T = 정기검사 주기(1년, 2년, 3년, 4년, 5년)

 = 유도탄 검장비의 유도탄 고장탐지율(0.95)

의 값을 기 으로 유도탄의 정기검사주기 별 시간

에 따른 장신뢰도의 변화를 그래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ig. 3. Storage Reliability change over Time by 

Periodic inspection cycle

그래 를 보면 정기검사주기 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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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장신뢰도 회복 시 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주기 1년의 차이가 장신뢰도 하에 미치는

향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다.

그래 를 보면 정기검사주기 별로 차이를 보이는 부

분은 장신뢰도 하 시 과 장신뢰도 회복 시 회복

정도 2 가지로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첫 번째 정기검사주기 도래 시 각 정기검사주기

별 장신뢰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3. Storage Reliability by Periodic inspection 

cycle at first cycle inspection

1(year) 2(year) 3(year) 4(year) 5(year)

Storage Reliability 0.896 0.803 0.720 0.645 0.578

Reduction Rate(%) -11.57 -11.57 -11.57 -11.57

1년 정기검사주기 시 거의 90% 장신뢰도가 5년 정

기검사주기가 될 경우 57%정도까지 떨어지며 선형으로

1년마다 -11.5%씩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신뢰도

에 따라 장신뢰도가 변하므로 감소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정기검사주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정기검사

주기 도래 시 장신뢰도 값이 달라지게 된다.

장신뢰도를 리할 때에는 각 정기검사주기 도래

시와 창정비 주기시 의 장신뢰도가 목표하는 수 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주요 건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각

정기검사주기마다 창정비주기 12년을 가정하 을 때,

장신뢰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5년 주기 정기검사

제외)

Table 4. Storage Reliability by Periodic inspection 

cycle at depot maintenance inspection 

(12year)

1(year) 2(year) 3(year) 4(year)

Storage
Reliability

0.84 0.76 0.69 0.62

앞서 설계신뢰도 변화 시, 시간에 따라 장신뢰도 변

화가 거의 없는 것과 유사하게 정기검사주기별로 첫 번

째 정기검사주기에서 장신뢰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검사주기 기간을 고려 시, 첫

번째 정기검사주기의 장신뢰도 수 과 감소비율을

악한다면 목표하는 장신뢰도 성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3 계신뢰도  정기검사주기가 저 신뢰도에 

미치는 향 에 한 합적 

앞서 분석한결과에 의해 첫 정기검사 도래 시의 장

신뢰도가 수명주기 동안 거의 유지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설계신뢰도 정기검사주기 변화에 따

른 첫 정기검사 도래 시 장신뢰도의 변화 정도를 정리

하면 Table 5, Table 6.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설계신뢰도가 12만-6만 일 경우, 정기검사주기(1년-5

년)에 따라 첫 정기검사 도래 시 장신뢰도를 정리하면

Table 5.가 되며, 정기검사주기가 1년-5년 일 경우, 설계

신뢰도(6만-12만)에 따라 첫 정기검사 도래 시 장신뢰

도를 정리하면 Table 6.가 된다.

장신뢰도 변화 폭을 비교해보면 각 정기검사주기

별 설계신뢰도 변화에 따른 변화 폭 보다 각 설계신뢰도

별 정기검사주기 변화에 따른 변화 폭이 훨씬 크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정기검사주기

보다 설계신뢰도에 있어 실제값보다 더 넓은 시값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더 넓은 설계신뢰도 시값으로

인해 장신뢰도 변화 폭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을 감

안해보면 정기검사주기 변화로 인한 장신뢰도 변화 폭

이 더 크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Periodic Inspection
Cycle

Storage Reliability
(Design Reliability

12만-6만)

Change
Width

1(year) 0.93 – 0.86 0.07

2(year) 0.86 – 0.75 0.11

3(year) 0.8 – 0.65 0.15

4(year) 0.75 – 0.56 0.19

5(year) 0.69 – 0.48 0.21

Table 5. Storage Reliability at First inspection 

according to Periodic inspection cycle

Design Reliability
Storage Reliability

(Periodic Inspection Cycle
1year - 5year)

Change
Width

60000 0.93 - 0.69 0.24

100000 0.92 – 0.65 0.27

120000 0.90 – 0.58 0.32

140000 0.86 – 0.48 0.38

Table 6. Storage Reliability at First inspection 

according to Design Reliability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artinez 장신뢰도 결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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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활용하여 설계신뢰도와 정기검사주기가 각각 장

신뢰도에 미치는 정량 인 효과를 분석하 다. 유도탄의

경우, 실제 장비의 수치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어 실제

값을 기반으로 시값을 들어 분석을 수행하 다.

우선, 설계신뢰도(MTBF)의 변화에 따른 장신뢰도

에 한 향을 악하 으며 그 향은 장신뢰도가

하하는 속도(기울기)에 주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고장미탐지 부분도 되어 정기검

사 시 장신뢰도 회복에 향을 미쳤으나, 창정비주기

시 을 기 으로 악한 결과 이러한 효과는 미미하며

설계신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 다.

다음으로정기검사주기(T)의변화에 따른 장신뢰도

에 한 향을 악한 결과, 첫 번째 검주기 시 정기

검사주기 변화에 따라 선형 인 비율로 장신뢰도가

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율은 설계신뢰

도(MTBF) 값에 향을 받았다. 한 정기검사주기 분석

에서도 고장미탐지 부분이 되어 미치는 향은 미미

하 다. 결국첫 번째 검주기 시 장신뢰도 하 정도

와 설계신뢰도에 따른 신뢰도 하속도를 고려함으로써

목표하는 장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계신뢰도와 정기검사주기의 효과를 융

합 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시값의 범 내에서는 설

계신뢰도보다는 정기검사주기 설정의 차이에 따른 장

신뢰도의 변화 폭이 더 크다는 을 확인하 다. 따라서

실무 수행 시, 정기검사주기 설정에 을 두어 주기를

더 짧게 수행하는 것이 장신뢰도향상에 효과 이라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장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해 정기검사주

기의 최 화에만 맞춰져 있던 기존의 연구에서, 상수로

가정해 온 설계신뢰도를 시값을 활용하여변수로 분석

함으로서, 두 인자가 장신뢰도에 미치는 정량 인 효

과를 융합 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기검사

주기 설정 주의 기존 연구가 설계신뢰도 수 에서

는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의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유도탄 뿐 아니라 다양한 설계신뢰도를 가

지는 제품들에 있어 설계신뢰도와 정기검사주기가 장

신뢰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 다.

다만, 본 연구는 수 에서의 설계신뢰도를 시값

으로 분석하 기에, 향후 설계신뢰도 값이 크게 향상되

거나 검 효율이 높아지는 등에 따라 분석결과는 달라

질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 한 정 설계신뢰도와정기

검사주기 조합을 산출해내기 해서는 정량 효과 비교

에서 나아가 비용 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실무에서 반

할 수 있다. 이를 해 설계신뢰도를 높이기 한 비용

비 정기검사주기를 이는데 드는 비용에 한 비용분

석을 복합 으로 수행한다면 유도탄 체계에 있어 최 의

설계 개념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18].

한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BIT 검도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장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학 인 분석을 수행할 때

BIT의 효과도 포함하여분석을수행함으로써비용 효

과 측면에서 최 의 값을 산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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