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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velop the reliability growth planning for a subsystem of guided weapon system 
using PM2-Continuous model. 
Methods: The target MTBF of the subsystem is set by allocating the system target MTBF to the 
lower level, where ARINC method is applied. Other model parameters such as initial MTBF, 
management strategy ratio and average fix effectiveness factor are chosen from historical growth 
parameter estimates. Given the values of model parameters, the reliability growth planning curve 
using PM2-Continuous model is constructed and the sensitivity analyses are performed for the 
changes of model parameters.
Results: We have developed the reliability growth plan for a subsystem of guided weapon system 
using PM2-Continuous model. It was found that the smaller the ratio of initial MTBF to target 
MTBF, the smaller the management strategy ratio, the smaller the average fix effectiveness 
factor, and the shorter the development test period, the higher reliability growth is required.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reliability growth 
plan, the test period setting and the budget appropriation for the similar system entering the 
system development stage in the future.

 1)

Keywords: Reliability Growth, Planning, PM2-Continuous Model, MTBF, Sensitivity Analyses 

1. 서 론

무기체계는 과거 단순 기능의 저비용 무기체계에서 

최근 첨단화, 정밀화, 장사정화, 은밀화, 복합 기능화 등

의 특징을 가진 고비용 무기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뢰도가 높은 무기 체계를 획득하고 운용하는 것

은 경제적 군 운용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

서 중요한 요소이다. 체계개발 단계에서 신뢰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시험을 통해 잠

재 고장모드와 원인을 발견하고, 시험 중 발견된 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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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실천함으로서 신뢰성이 향상

되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시험, 분석 

및 개선을 통해 체계 또는 장비의 신뢰성이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신뢰도 성장(reliability growth)
이라고 한다[1]. 미국, EU 등 선진 군수 및 민수산업에서

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품개발 기간 단축과 신뢰도 향상

을 위하여 신뢰도 성장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신뢰도 성장 관리의 기능은 계획(planning)과 평가

(assessment)로 구분할 수 있고, 평가는 다시 추적(trac-
king)과 예측(proje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은 

시험기간과 그 밖의 자원의 함수로써, 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와 과정을 나타내는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을 

작성하는 것이다. 추적은 신뢰도 성장 시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연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고, 예측은 

관리전략(management strategy), 시정조치 효율, 고장

모드 발생률의 추정치 등에 기초하여 미래 시점에서

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신뢰도 성장과 관련된 연구는 Duane 또는 AMSAA 

(Army Materiel Systems Analysis Activity) 모델을 적용하

여 신뢰도 성장을 평가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Lee 
et al.[2]은 무인운전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K-AGT (Auto-
mated Guideway Transit) 시스템의 주행시험 자료를 

AMSAA 모형을 적용하여 성장률, 적합성검정, 10,000km 
에서의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s), 목표 도달

까지의 누적주행거리 등을 추정하였다. Choi et al.[3]은 

한국형고속열차 시운전 시험 고장률을 이용하여 서브

시스템과 차량시스템의 고장간 평균주행거리(Mean 
Kilometers Between Failures: MKBF) 변화추이를 구하

고, Duane 모델을 이용하여 성장률을 추정하였다. 한편, 
해외 적용사례로 Sun and Kee[4]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

소에서 AMSAA 방법을 적용, 시간 종속적인 고장률을 

계산하고 미래의 고장 또는 비가용 사건 수를 예측하여 

경제적 성과, 부품 추이, 정비 불가용도를 산출하였다. 
Spinato et al.[5]은 풍력 터빈 선단(fleet)의 필드데이터에 

대하여 AMSAA 모델을 적용하여 서브어셈블리 고장강

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Panchangam and Naikan[6]은 위

성추진시스템에 사용되는 압력 센서의 스트레인 게이

지 시험자료를 Duane, AMSAA 모델 등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고, Evans et al. [7]은 그룹데이터와 AMSAA 모델에 

기초하여 위성시스템의 신뢰도 추이와 성장분석 방법

을 제안하였다. 한편, 신뢰도 성장 계획에 대한 연구로 

Crow[8]는 신뢰도 성장 모델, 신뢰도 성장 평가 절차 및 

성장 계획 모델을 제시하였다. So et al.[9]은 건설장비 

개발에서 신뢰도 성장 관리 적용방안과 Duane 모델에 

기초한 신뢰도 성장 시험의 계획수립 방법을 제안하였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0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작성) ⑤에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간 ｢국방

전력발전업무훈령｣ 제43조의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위한 최적군수지원 소요판단자료인 RAM 분석자료(전
산파일)를 소요군에 제출하고, 신뢰도 성장을 위한 계
획과 조치결과를 포함한 RAM 분석결과 보고서를 소

요군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체계개발 단계에서 신뢰도 성장을 관리하기 위

해서는 적절한 시제수량 및 시험기간을 식별하고 이

를 체계개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탐색개발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신뢰도 성장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체계개발 단계에서 적절한 

예산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원거리에서 최단 시간 내에 효과적

으로 공격이 가능한 대○유도무기 체계의 하부시스템

을 대상으로 MIL-HDBK-189C[10]에서 제시하고 있는 

PM2-Continuous(Planning Model Based on Projection 
Methodology-Continuous) 모델을 이용하여 신뢰도 성

장 계획을 수립한다. 하부시스템의 신뢰도 목표값, 시
험기간 등 모델 입력 값이 주어졌을 때 신뢰도 성장 계

획 곡선을 작성하고 관련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따른 

성장 계획 곡선의 영향을 조사한다.

2. 신뢰도 성장 모델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신뢰도 성장 모델인 Duane, 
AMSAA Crow 및 PM2-Continuous 모델을 소개한다.

2.1 기호

 :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A-모드 고장률  

 : 시정조치를 취하는 B-모드 고장률

 : 초기 MTBF 
 : 목표 MTBF 
 : 시간 에서의 MTBF

  

  : 시정조치 고장 비율(관리전략) 

 : 평균 시정조치효율(fix effectiveness factor)
 : 첫 번째 시험 단계의 시험시간 

 : 개발시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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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uane 모델

Duane[11]은 개발과정에서 수집된 서로 다른 체계 

고장 데이터로부터 누적 MTBF(cumulative MTBF)와 

누적 가동시간(cumulative operating time)이 log-log 용
지에 타점되었을 때,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즉, 까지 고장개수를 라 하고, 에서 관

측된 누적 평균 고장시간(mean time between failures)
을  라 하면 Duane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또는 

       (2)

여기서  


이고, 를 성장률(growth rate)

이라 한다. 한편 Duane 모델의 순간고장률 는 다

음과 같다.







                (3)

2.3 AMSAA Crow 모델

Crow[12]는 Duane 모델의 경험적 특성을 갖는 신뢰도 
성장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모델을 연구하였고, non- 
homogeneous Poisson process(NHPP)와 와이블 고장률

함수(Weibull failure rate function)를 이용하여 확률적

으로 모델링하였다. AMSAA Crow 모델의 순간고장률 

와   의 기대고장개수  는 다음과 같다. 

             ,   ,   ,    (4)

           




   (5)

이때, 성장률은     이다.
한편, Crow는 신뢰도 성장 계획을 위해 Duane 모델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으며, 이를 AMSAA Crow Planning 
Model이라고 부른다(MIL-HDBK-1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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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MSAA Crow Planning Model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4개의 입력 파라미터 , , ,  값이 필요하며, 
여기서   이다.

2.4 PM2-Continuous 모델

PM2 모델은 A-모드와 B-모드 고장률 와  , 시
정조치 고장 비율  및 평균 시정조치효율 를 고려

하여 신뢰도를 추정하는 계획(planning)모델로서 Crow 
[14]와 Gibson and Crow[15]의 Extended Reliability Growth 
Planning Model을 확장한 모델이다. PM2 모델은 연속

사용 체계에 대한 PM2-Continuous 모델과 일회성 체계

에 적용되는 PM2-Discrete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PM2- 
Continuous 모델의 순간고장률은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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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MTBF는 다음과 같다.

       (8)

3. 신뢰도 성장 계획 적용 사례

3.1 대상 체계

본 논문의 대상 체계는 대○유도무기 체계로 적의 

위치를 확인하면, 유도탄이 공중으로 수직발사 되어 

적이 발견된 가장 가까운 해역까지 비행한 후 입수 타

격하는 무기체계이다. 대○유도무기 체계는 A 하부

시스템, B 하부시스템 및 C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된

다. 유도탄의 운용방식은 수직발사, 추력방향조정으

로 방향전환, 추력중단 및 단 분리, 중기유도 및 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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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Mean/

Median
Range

Initial to Mature Ratio:   0.30/0.27 0.15~0.47

Fix Effectiveness Factor(FEF):  0.70/0.71 0.55~0.85

Table 2  Historical growth parameter estimates
Item levels MTBF

System △△△ h
Subsystem A □□□□ h
Subsystem B 4XX h
Subsystem C ○○○○○ h

Table 1  Allocated MTBFs for subsystems

조종, 기체분리, 탐색, 추적, 타격의 순서로 진행된다.  
A 하부시스템은 체계를 운용하는 장비로 함내 전

투체계와 연동되어 표적 및 전술정보를 수신하여 교

전계획을 생성하고, 유도탄의 발사를 제어한다. 또한, 
B, C 하부시스템 상태를 감시한다. B 하부시스템은 

유도탄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적용

하여 함정 갑판 아래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로켓방식

으로 운용된다. 또한, A 하부시스템과 C 하부시스템 

사이의 신호와 전원을 중계 및 분배하며, C 하부시스

템 발사 시 초기 탄도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C 하부시스템은 유도탄과 발사관으로 구성되며, B 하
부시스템에 탑재되어 탐색, 추적 및 공격을 수행한다. 

3.2 신뢰도 목표값

체계의 신뢰도 목표 값은 운용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상방법을 종합한 OMS(Operation Mode Summary)와 

임무 시작부터 끝까지 수행해야 할 임무형태를 시간

적으로 표현한 MP(Mission Profile)를 기반으로 설정

하였다. 하부시스템의 목표 값은 과거 또는 유사 시스

템의 고장률을 가중치로 이용하는 ARINC(Aeronautical 
Radio Incorporated) Apportionment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 목표 값을 하위 수준으로 할당하여 설정하였다. 
<Table 1>은 하부시스템의 할당된 신뢰도 목표 값을 

나타낸다. 한편, 방위산업 품목에 대한 특징 및 분석내용

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규정 

상 대외비에 해당하여 목표값을 기호로 표시하였다.

3.3 모델 파라미터 입력 값 설정

PM2-C 모델을 이용하여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MTBF(), 초기 MTBF(), 
개발시험기간( ), 시정조치가 되는 고장의 비율() 
및 평균 시정조치효율()에 대한 사전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하부시스템 B에 대한 신뢰도 성장 계획 

모델의 입력 파라미터의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는 하부시스템의 MTBF 할당 값인 4XX(시간)

으로 설정하였다.
2) Ellner and Trapnell[16]은 과거의 신뢰도 성장 파라

미터 추정치를 <Table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관련 자료와 예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는 

의 4X%인 179.6(시간)으로 설정하였다. 
3) 는 기존의 다른 체계 개발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1,000(시간)으로 가정하였으며, 1,000(시간)은 6개월

에 해당한다.
4) 은 프로토타입 시험의 경우 0.95를 초과할 수 

있고, 성공적인 신뢰도 성장 프로그램의 경우 적어

도 0.90 이상이어야 하며, 충분히 높은 신뢰도 목표

를 달성하려면 0.95에 근접해야한다고 알려져 있다

(MIL-HDBK-189C[10], p. 30). 따라서   

로 설정하였다. 
5) 과거의 신뢰도 성장 파라미터 추정치에 기초하여 

  으로 설정하였다.

3.4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

PM2-Continuous 모델의 입력 파라미터 값으로부터 

다음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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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M2-Continuous reliability growth planning

curve for subsystem 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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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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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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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부시스템 B에 대한 PM2-Continuous 모델

을 이용한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은 <Fig. 1>과 같다.

4. 민감도 분석 

본 장에서는 PM2-Continuous 모델의 입력 파라미

터의 변화에 따른 성장곡선의 영향을 분석한다.

4.1 MI /MG의 변화에 따른 성장곡선의 영향

  ,   ,   ,   로 

주어졌을 때,  의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2>는  가 35%, 40%, 
45%일 경우의 신뢰도 성장계획 곡선을 나타낸다. 신
뢰도 목표값  대비  의 비율이 낮을수록 개발시

험 기간 중 더 높은 성장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Fig. 2  Influence of  on reliability growth plan-

ning curve(  ,  ,   , 


 )

Fig. 3  Influence of  on reliability growth plan-

ning curve(  ,   ,  , 

  ) 

4.2 msr의 변화에 따른 성장곡선의 영향

  ,   ,   ,   로 

주어졌을 때, 의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3>은     

일 경우의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을 나타낸다. 이 

작을수록 개발시험 기간 중 더 높은 성장률이 요구됨

을 알 수 있다.

4.3 의 변화에 따른 성장곡선의 영향

  ,   ,   ,   로 

주어졌을 때, 의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에 대한 영향

을 조사하였다. <Fig. 4>는      

일 경우의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을 나타낸다. 가 작

을수록 개발시험 기간 중 더 높은 성장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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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fluence of  on reliability growth plan-

ning curve(  ,   ,  , 

  )

Fig. 5  Influence of  on reliability growth plan-

ning curve(  ,   ,   , 


 )

4.4 T의 변화에 따른 성장곡선의 영향

  ,   ,   ,   로 

주어졌을 때,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에 대한 시험기간 

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5>는     

일 경우의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을 나타낸다. 가 짧

을수록 더 높은 신뢰도 성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거리에서 최단 시간 내에 효과적

으로 공격 가능한 대○유도무기 체계의 하부시스템 

B를 대상으로 MIL-HDBK-189C에서 제시하고 있는 

PM2-Continuous 모델을 이용하여 신뢰도 성장 계획

을 수립하였다. 목표 MTBF, 초기 MTBF, 시정조치 고

장 비율, 평균 시정조치효율, 시험기간에 대한 입력 

값이 주어졌을 때 신뢰도 성장 계획 곡선을 작성하고, 
관련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목표값  대비  의 비율이 작을수록, 
시정조치가 되는 고장의 비율 이 작을수록, 평균 

시정조치효율 가 작을수록, 개발시험 기간 가 짧

을수록 더 높은 신뢰도 성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하는 

유사체계의 신뢰도 성장 계획, 시험기간 설정 및 적절

한 예산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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