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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비도는 규정된 정비 및 수리 수준에서 규정된 기

술수준을 지닌 정비요원이 규정된 절차와 한정된 자

원을 이용하여 정비를 수행할 때, 시스템 또는 장비가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거나 복구되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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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1]. 이러한 정비도는 신뢰도와 함께 무기체계

가 개발된 이후 운용유지 기간에 장비의 가동률과 수

명주기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

러나 신뢰도는 최근 시스템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수행하도록 방위사업관

리규정이 개정되면서[2], 무기체계 개발 간 개발 주관

기관에서 신뢰도 할당, 신뢰도 예측, 신뢰도 검증 등

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비도의 경

우 정비도 할당 및 예측에서부터 과거 경험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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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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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 간 정비도 예측을 위한 도구

(tool)도 충분하지 않고, 시험평가 시 정비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정비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해소가 되어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결국에는 

야전 운용유지기간 무기체계 가동률 저하와 수명주기

비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미군은 1966년

부터 정비도 예측에 대한 절차를 MIL-HDBK-472[3]에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MIL-HDBK-470A[4]의 

Procedure Ⅴ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군과 방

산업체는 RAM 업무지침에 따라 MIL-HDBK-472[3]의 

Procedure Ⅱ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2]. Procedure Ⅱ를 

적용한 정비도 예측은 상세설계단계 이후에 적용되어 

수정작업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의 운용유지를 고려한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초기 설계단계부터 정비도를 예측할 수 있

도록 고려된 MIL-HDBK-470A[4]의 Procedure Ⅴ 적용

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체계개발 과정에서 

정비도 예측을 위해 MIL-HDBK-470A[4]와 MIL-HDBK- 
472[3]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모호하게 기술된 군사 핸

드북의 Procedure Ⅴ를 대상으로 결함분리 요구능력 

등을 산출하여 초기 설계단계에서의 정비도 예측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비도 예측

2.1 정비도 예측의 종류와 적용기준

   MIL-HDBK-472[3]와 MIL-HDBK-470A[4]는 무기체계

의 정비도 예측에 대한 기준서로서, MIL-HDBK-472[3]

는 Procedure Ⅰ~Ⅴ의 전반적인 정비도 예측방법을 제

시하고 있으며, MIL- HDBK-470A[4]는 Procedure Ⅴ만

을 대상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정비도 예

측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용기준, 적용시점, 
측정 파라미터 등에 따라 Procedure Ⅰ~Ⅴ로 구분할 

수 있다[5,6].
  먼저, Procedure Ⅰ은 항공 전자 및 기계 장비에 대

한 정비도 예측에 주로 적용하며, 설계개념이 수립된 

이후에 정비도 예측을 수행하고, 불가동시간의 분포, 
정비분류, 평균 고장정비 시간 등의 파라미터를 활용

한다. 두 번째로, Procedure Ⅱ는 함정 전자 및 기계 

장비의 최종 설계단계 정비도 예측에 주로 적용하고, 

Part A와 Part B로 구분하여 평균 고장정비시간, 평균 

예방정비시간 등을 파라미터로 반영한다. 세 번째로, 
Procedure Ⅲ는 공군의 지상 및 전자 장비에 대한 정비

도 예측에 주로 적용하며, 개발 단계에서 정비도 예측

을 수행하고, 평균 및 최대 고장정비 시간과 예방정비 

시간 등을 파라미터로 적용한다. 네 번째로, Procedure 
Ⅳ는 모든 장비에 대한 정비도 예측을 수행하며, 개발

기간 동안 다양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평균 고장정비 

시간, 운용주기 당 평균 고장정비 시간 등을 파라미터

로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Procedure Ⅴ는 항공, 지상 

및 함정 전자장비에 주로 적용하며, 모든 정비수준에 

대하여 Method A와 Method B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장률, 교환개념, 결함분리 요구능력, 고장탐지 및 분

리 결과, 정비절차 등을 파라미터로 반영한다.

Table 1. Maintainability prediction procedures

Type
Application 
standard

Application 
point

measurement 
parameter

Procedure
Ⅰ

Avionics, electrical 
and mechanical 
equipment 
exchanged in 
modular units

After the 
design 
concept is 
established

Non-operational time 
distribution, 
maintenance 
classification, mean 
time to repair

Procedure
Ⅱ

Ships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mechanical 
equipment

Final design 
stage

• Part A : MTTR 
etc.

• Part B : MTTR 
per person etc.

Procedure
Ⅲ

Electronic and 
ground equipment 
for avionics

Design and 
Development 
Stage

Mean/Max Time to 
repair and preventive 
time

Procedure
Ⅳ

MTTR/MTPM 
prediction

various levels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MTTR, MTTR per 
operation time etc.

Procedure
Ⅴ

Electronics 
equipment for 
avionics, ground, 
ship

Applied to 
the 
development 
stage of all 
maintenance 
levels

• Method A : Failure 
rate, Replace 
principle, 
Requirement 
capability of Fault 
isolation etc.

• Method B : FD&I 
output, Maintenance 
proc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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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기 설계단계 적용을 위한 정비도 예측

  국내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발간한 RAM 업무지침

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간 주로 Procedure Ⅱ를 적

용하고 있지만[2], 미군은 Procedure Ⅴ를 적용하여 개

발 초기단계부터 개발 종료단계까지 개발순기에 따라 

적절하게 정비도 예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에서도 항공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Procedure Ⅴ를 부

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7-10].
  초기 설계단계의 정비도 예측은 Procedure V에서 

Method A로 정의되고 있으며, 다른 절차와 달리 개발 

초기에 정비도 예측을 통하여 정비도 설계 요구사항

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초기 설계단계의 정비도 예측을 위해서는 고장정비

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정비업무별 소요시간을 나타

낸 파라미터가 필요하며, 파라미터에는 RI(Replaceable 
Item)의 목록과 수량, 고장률 등이 있고, 이들 파라미

터는 결함분리 단위로 표현되는 모호성 그룹의 정의와 

결함분리 확률 계산에 반영된다. 그리고 정비업무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준비, 결함분리, 분해, 교

환, 재조립, 조정, 확인 및 가동의 8가지 항목으로 구

성되며, 일반적인 모델에 대한 평균 수리시간(MTTR)
의 예측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4].

            

 
  


  (1)

여기서,  는 평균 준비시간,  는 평균 결함분리

시간,  는 평균 분해시간,  는 평균 교환시간, 

Fig. 1. Maintenance tasks

는 평균 재조립시간, 는 평균 조정시간,  는 

평균 확인시간,  는 평균 가동시간, 은 m번째 

요소 MTTR의 평균시간을 표시한다.

3. 초기 설계단계의 정비도 예측

3.1 결함 조치방법과 결함분리 요구능력

  MTTR의 정비업무별 소요시간에 대해 결함 조치방

법을 고려하여 Fig. 2와 같이 7가지 Case로 구분할 수 

있다[4]. 먼저, 고장품목의 결함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단일 RI 품목에서의 고장인지 혹은 복수 RI 품목에서

의 고장인지를 구분하고, 복수 RI 품목에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장부위 식별이 가능한지 혹은 고

장부위 식별을 위해 별도의 고장부위 점검이 필요한

지로 세분할 수 있다. 또한, 고장부위 식별을 위해 고

장부위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품을 대체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정상품 대체가 불필요한 경우

로 나눌 수 있다[4,9].
  결함분리 요구능력은 단일 RI인 Case 1의 경우 단

품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필요하며, 결함부위 식별이 

가능한 Case 2와 Case 3에는 교환업무에만 결함분리 

요구능력이 필요하고, 결함부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결함부위 점검을 위해 정상품의 대체/확인 여부

에 따라 교환 및 확인업무와 분해, 교환, 재조립 및 

확인 업무에 결함분리 요구능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서, 결함부위 식별이 불가능하면 결함발생 품목

을 교체한 후에도 결함부위가 적절한 부위였는지 확

실하지 않으므로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확인업무에 대한 모호성이 남아있어 확

인업무에 대한 결함분리 요구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Fig. 2. Classification of measures for fault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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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intenance task in case classification

Type Maintenance task

Case 1 None

Case 2, 3 Interchange

Case 4, 5 Interchange, checkup

Case 6, 7 Disassembly, interchange, reassembly, 
checkout

결함발생 품목을 정상품으로 대체한 후에 확인이 필

요한 경우에는 정상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정상

적으로 대체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분해와 

재조립에 대한 모호성이 남아있어 Table 2와 같이 교

환, 확인, 분해 및 재조립 업무에 대하여 결함분리 요

구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3.2 정비도 예측 절차

  초기 설계단계의 정비도 예측은 Fig. 3과 같은 절차 

적용이 필요하며, 모호성 그룹의 정의, 결함분리 수준, 
결함분리 확률, 결함분리 요구능력과 함께, 결함에 대

한 조치방법에 따라 Case별 정비업무 적용과정을 수

행하여야 한다[4].
  먼저, 모호성 그룹의 정의는 결함을 분리하기 위해 

임의의 여러 가지 조합 가능한 그룹의 표현을 의미하

고, 결함분리 수준은 특정 그룹 또는 품목에 결함이 

발생하여 n번째 품목을 분리하였을 때 결함이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을 표시하며, 결함분리 확률은 이러한 

각각의 과정에서 계산된 확률을 나타낸다. 또한, 결함

분리 확률과 고장률을 이용하여 결함분리 요구능력의 

산출이 필요하며, 결함분리 요구능력을 각각의 정비업

무에 적용함으로써 초기 설계단계의 정비도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결함에 대한 조치방법에 따라 품목의 그룹별 특징

을 고려하여 Case를 적용해야 하며, Case가 적용될 특

정한 그룹은 모호성 그룹이 되고, 모호성 그룹은 Fig. 
4와 같은 시스템 모델을 참고하여 정의할 수 있다. 그

림으로부터 시스템의 부체계는 A, B, C 및 D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체계는 하위수준의 장치로 세

분화할 수 있다. 여기서, 모호성 그룹은 하드웨어 또

는 소프트웨어의 연관관계에 따라 분류되며,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 부체계 수준의 품목이나 조립체 수준의 

품목 또는 그 이하 모듈 수준의 품목이 될 수도 있다.

Fig. 3. Maintainability prediction procedure

Fig. 4. System model(example)

  시스템 모델을 참고하여 초기 설계단계의 모호성 

그룹을 Table 3 및 Fig.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면, 
은 n번째 모호성 그룹을 나타내고, 관련 품목은 모

호성 그룹 안에 포함된 품목들을 표시하며, 
은 각 

모호성 그룹의 RI의 수를 의미한다.
  각 모호성 그룹의 결함분리 요구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그룹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결함을 분

리하기 위하여 하위품목을 몇 번 교체해야 하는지를 

의미하는 결함분리 확률()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식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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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모호성 그룹의 하위 품목 수, 

는 n

개의 품목을 분리하였을 때, 결함분리가 되는 모호성 

그룹의 하위 품목 수를 표시한다.

Table 3. Ambiguity group definition

Ambiguity 
group

Relation Item
Number 
of RI

Failure 
rate

 Equipment 1 
 = 


 = 

 Equipment 2 & 4


 = 


 + 


 = 


 + 

 Equipment 3 & 5


 = 


 + 


 = 


 + 

 Equipment 6 & 8


 = 


 + 


 = 


 + 

 Equipment 10 
 = 


 = 

 Equipment 7 & 11


 = 


 + 


 = 


 + 

 Equipment 9 
 = 


 = 

Fig. 5. Ambiguity group conceptual diagram

Table 4. Fault isolation probability of the Items

Items Fault isolation probability

th item  =  %

th item
 = ( + ) % =  %(th item) 
+  %(th item)

th item
 = ( +  + ⋯ +) = 
 %( item) + ⋯ +  %( item)

  그리고 모호성 그룹의 결함분리 확률 계산방법은 

Table 4와 같으며, 각 모호성 그룹의 결함분리 확률을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모호성 그룹에 대한 시스템의 

결함분리 요구능력(S)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그룹의 

결함분리 요구능력(
)과 그룹의 고장률(

)을 이용

하여 시스템의 결함분리 요구능력을 계산할 수 있다[9].

  ≤     ≤  ⋯   ≤ 

    ⋯   ≤ 

 


 

 
  

  
  ⋯  

    


 


  






  




  (3)

  따라서 초기 설계단계의 정비도(MTTR) 예측은 

Table 2에 나타낸 정비업무에 대해 식 (3)에서 산출된 

결함분리 요구능력(S)을 곱한 결과를 식 (4)에 대입하

여 산출할 수 있다.

 


  



 


  



  

 (4)

여기서 N은 품목 수, λ는 고장률, R은 총 정비업무 

시간을 표시한다.

4. 고 찰

  화포체계의 초기 설계단계에서 작성된 WBS를 Fig. 
6과 같이 나타내었을 때, 정비도 예측을 위한 결함분

리 요구능력을 산출하였다. 먼저, 결함을 분리할 수 

있는 임의의 모호성 그룹을 Fig. 7과 같이 7가지로 정

의하였으며, 각 그룹의 RI 개수를 파악하여 결함분리 

확률()을 계산하였다.

  만약, 첫 번째 모호성 그룹(g = 1)에 있는 Display 
하위품목의 총 RI 개수가 100개이고, 특정품목 1개를 

분리하였을 때( = 1) 결함분리가 이루어지는 RI의 

개수가 80개라면, 이는 그룹의 총 RI 개수인 100개의 

80 %의 수량이며, 첫 번째 결함분리 확률()은 80 %

이다. 추가적으로 특정품목 3개를 분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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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함분리가 이루어지는 RI의 개수가 15개이면, 
이는 그룹의 총 RI 개수인 100개의 15 %의 수량이고, 
두 번째 결함분리 확률()은 95 %(80 % + 15 %)로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8개의 품목을 분리하였을 

때( = 8) 결함분리가 이루어지는 RI의 수가 5개라

면, 이는 그룹의 총 RI 개수인 100개의 5 %의 수량이

Fig. 6. Artillery system structure

Fig. 7. Group of the artillery system into 7 groups

다. 이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절차로 세 번째 결함분리 

확률()을 나타내면 100 %(80 % + 15 % + 5 %)가 

도출된다.
  따라서 Table 5와 같이 결함분리 확률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식 (3)에 나타낸 모호성 그룹

의 결함분리 요구능력()을 계산할 수 있다. Table 5

의 절차로부터 화포체계의 모든 모호성 그룹에 대해

서 Table 6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화포체계에 적용

되는 결함분리 요구능력(S)은 Table 6에 나타낸 각 그

룹 고장률의 합(∑
)과 각 그룹의 고장률과 각 그룹

의 결함분리 요구능력을 곱한 값(∑


)을 식 (3)에 

적용하면 1.3(= 6,737/5,187)이 도출된다. 이는 Table 2
에 나타낸 정비업무인 분해, 교환, 재조립 및 확인에 

결함분리 요구능력을 적용하였을 때, 약 30 %의 오차

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5. Fault isolation probability in items

Items Fault isolation probability

1st item
( = 1)  = 80 %

3rd item
( = 3)

 = 95 % 
= 80 %(1 item) + 15 %(2 item)

8th item
( = 8)

 = 80 %(1 item) + 15 %(2 item) 
+ 5 %(5 item)

Ambiguity 
group

Group name
Failure rate
(,×10-6) Fault isolation probability 

 

(×10-6)

1 Display 1,174 80 % ≤ 1, 95 % ≤ 3, 100 % ≤ 8 1.42 1,585

2 Battery & Upper assembly 36 90 % ≤ 3, 100 % ≤ 15 2.75 99

3 Keypad & Lower assembly 38 80 % ≤ 1, 95 % ≤ 13, 100 % ≤ 20 2.80 106

4 Cable assembly & Signal connector 30 100 % ≤ 1 1.00 30

5 Operation display 1,386 95 % ≤ 1, 100 % ≤ 8 1.20 1,663

6 Observation input & Posture measurer 558 90 % ≤ 1, 95 % ≤ 5, 100 % ≤ 7 1.43 798

7 Indicator 1,965 95 % ≤ 1, 100 % ≤ 10 1.25 2,456


  




 = 5,187 

  






 = 6,737

Table 6. Requirement capability of artill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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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화포체계가 결함부위 식별이 불가능하여 결함

부위 점검을 위해 정상품의 대체/확인이 요구된다면 

Fig. 2의 Case 6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Table 6에서 

산출한 결함분리 요구능력(S = 1.3)은 Table 2에 표시

된 바와 같이 분해, 교환, 재조립 및 확인 업무에 적

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낸 바와 같

다. 따라서 화포체계의 평균 수리시간(MTTR)은 식 (4)
로부터 3.46H(= 32,695/9,442)이 산출된다.
  결함분리 요구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Fig. 6에 나타낸 

화포체계와 동일한 수준의 품목을 대상으로 Procedure 
Ⅱ를 적용하여 정비도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MTTR의 

계산한 결과는 2.98H가 도출되었다[11]. 따라서, Procedure 
Ⅴ를 적용한 MTTR(3.46H)은 Procedure Ⅱ를 적용한 

MTTR(2.98H)보다 약 16 % 높게 도출되었으며, 이는 

개발 초기 개발 단계에서 아직 시스템이 구체화하지 

못한 시스템 설계 모호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5. 결 론

  무기체계의 개발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정비도 예측

을 위해 MIL-HDBK-470A와 MIL-HDBK-472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모호하게 기술된 미 군사 핸드북의 

Procedure Ⅴ를 대상으로 초기 설계단계에서 정비도 

예측방안을 기술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의 운용유지를 고려한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초기에 정비도 설계 요구사항의 만

족여부를 파악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비도 예측 절차의 적용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2) 모호성 그룹 정의, 결함분리 수준, 결함분리 확률 

및 결함에 대한 조치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개발 초기단계 정비도 예측방안을 

제시하였다.
3) 화포체계를 대상으로 Procedure Ⅴ를 적용한 초기 

설계단계의 MTTR은 3.46H로 Procedure Ⅱ를 적용

한 MTTR인 2.98H보다 약 16 % 증가하였으며, 이

는 개발 초기단계에서 아직 시스템이 구체화되지 

못한 시스템 설계 모호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4) 향후 Procedure Ⅴ를 적용한 한국형 정비도 예측 

소프트웨어가 개발된다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

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논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RAM 특화연구실, 
UD180018AD)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임.

Name : Artillery system

Name
Number

(N)

Failure 
rate

(,×10-6)

Maintenance task time Total 
time
()

N

(×10-6)Preparation Isolation Disassembly interchange Reassembly Alignment Checkout Startup

Digital 
scale 4 1,418.4 0.021 0.265 0.3 2.516 0.471 0.077 0.228 0 3.878 22,022

Shooting
I/O 1 1,212.2 0.021 0.265 0.3 1.470 0.471 0.077 0.228 0 2.832 3,433

Observation
I/O 1 582.1 0.021 0.265 0.3 1.470 0.471 0.077 0.228 0 2.832 1,649

Observation 
equipment 1 1,974.3 0.021 0.265 0.3 1.470 0.471 0.077 0.228 0 2.832 5,591


  



   = 9,442 
  



  

= 32,695

Table 7. MTTR of artillery system applying requirement capability of fault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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