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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무기체계 양산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ATE 장비의 SW 신뢰성 확보 및 양산단계에서의 관리를 위한 방안

을 제안하였다. 국내 무기체계 획득분야 중 양산단계 ATE 장비의 개발․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정립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을

위해 ATE의 정의에서부터 ATE 장비 신뢰성 확보 및 관리 방안의 선진국 사례, 국내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국내 현실에 맞는

ATE 장비의 신뢰성 검증 방안 및 개발․관리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ATE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방산업체에서는 각종 ATE 개발 프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 품질보증기관은 양산단계 ATE 개발․관리를 위해

ATE 장비 개발 시 단계별 위험요소 식별, 위험관리 활동 및 개발완료단계에서 품질평가 활동을 통해 ATE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wadays, the high technology weapons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the importance of ATE which measures the

test specification is growing bigger and bigger. So the ATE software reliability becomes critical but the regulation of ATE

development/management is less inadequate than that of DoD. In this paper, the improvement way of the ATE　software

reliability verification and ATE development/management processe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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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날로 첨단화되어가는 무기체계를 개발 및 양산하는

과정에서 주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동화 시험장비
[1]

(ATE,

Automatic Test Equipment)를 이용한 주장비 요구 성

능에 대한 검증 및 분석과정은 높은 신뢰성이 확보되어

야 하고 무기체계 양산단계에서 원활한 양산을 위해 개

발단계에서부터 적절히 계획되어져야 하며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험장비는 무기체계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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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3]에서 규격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 양산단계에서 필요에 의해 업체 자체적으로 재개발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양산단계에서의 자동화

시험장비에 대한 관리가 힘들어지고 ATE SW 신뢰성

확보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ATE 장비를 양산에 적용

하여 무기체계 성능을 검증 및 운용하기에는 비용, 국

가의 안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끼

칠 요소들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양산단계에서 재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ATE 장비

SW 신뢰성 확보 및 향후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ATE 개발 프로세스의 정

립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양산단계 ATE 관리를

위한 조직에 관련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ATE SW　신뢰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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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를 통한 개발/관리 분야의 개선을 위해 ATE의 정

의에서부터　미국 ATE의 개발 및 관리현황[4]을 살펴보

고 우리나라 ATE 개발/관리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부

분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무기체계 개발프로세스를 고려

한 ATE SW 신뢰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본  론

1. ATE 정의 및 기능

1.1. ATE 정의 및 구성

미국 DoD (Department of Defense)에서 정의하는

자동화 시험장비란 컴퓨터를 이용해서 복잡한 시험장비

들 (digital multimeter, signal analyzer, signal

generator, etc.)을 제어해서 시험대상장비 (UUT, Unit

Under Test)의 규격조건을 시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고 그림 1은 일반적인 자동화 시험장비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DoD에서 정의하는 자동화 시험장비 관련 용어들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ATS = ATE + TPS

ATE = Test System Hardware & Software

TPS = Test software & Interface device, Cables, instruction

UUT = Weapon system

미국 DoD에서는 ATS (Automatic Test System)를

시험대상장비의 요구기능에 대한 성능을 컴퓨터를 이용

하여 자동으로 시험하고 분석하는 시험체계를 말하고

ATS는 ATE와 TPS (Test Program Sets)로 구성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ATE는 시험장비(HW)와 운

용 SW로 이루어지고 시험장비는 휴대용 서류 가방 크

기의 것부터 다수의 rack으로 구성되는 2000 파운드 이

상의 장비까지 매우 다양하다. ATE는 대부분 상용 시

그림 1. 자동화 시험장비의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Automatic Test Equipment.

험장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생산 현장이나 창에 설

치되어 운용된다. 더불어 ATE 장비는 self-test,

self-calibration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고유의 시

험 절차 및 시험규격(test-specification) 등의 문서도 포

함한다. ATE의 시험대상은 시스템 구성요소부터 전체

시스템까지 전범위에 걸쳐 적용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기체계 시스템, LRU(Line Replaceable Unit), SRU

(Shop Replaceable Unit) 즉 회로카드 조립체까지 매우

다양하다.

TPS는 일반적으로 Test program software, 시험대

상장비와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장비 및 치구 등을

포함하는 장비류, 기술 매뉴얼 등으로 이루어진다. 시험

대상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ATE는

ATLAS, C 또는 Ada 등 표준 개발언어로 작성된 Test

SW로 시험대상 장비에 임의신호를 인가하고 출력신호

등을 측정/분석하는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DoD에서의 정의하는 ATE의 개념은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ATE의 개념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

다. 다르게 얘기하면 국내에서 ATE 장비를 개발한다는

개념은 미국에서 정의하는 ATE 장비와 TPS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개념이 좀 더 맞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 ATE 장비라 함은 미국에서 정의하는 ATE 장비 및

TPS의 개념을 동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ATE를 이용한 일반적인 무기체계의 성능확인 절차는

회로카드 조립체 단계에서 자동광학검사기, ICT(In-Circuit

Test)를 통해 기본적인 부품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FCT를 통해 회로카드 조립체의 기능을 점검한다. 모듈

및 시스템 단계에서 시스템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체계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기준으로 최종 완성품 시험을 완

료한다. 그림 2는 ATE를 이용한 일반적인 무기체계 성

그림 2. 일반적인 무기체계 성능확인 절차

Fig. 2. The process of performance test in weap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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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확인 절차를 나타낸다.

위 열거한 시험 방법들을 그림 2와 같이 무기체계 생

산 공정 중 적절한 시점에 실시한다면 시험대상장비의

성능은 뛰어난 신뢰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무기체계

의 성능검증 시 활용되는 ATE 장비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2. 미국 ATE 개발 및 관리

2.1. ATE 획득 및 관리 조직

미국 DoD는 무계획적이던 ATS 개발 및 획득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의 역기능이 발생되고 자동화 시험장

비의 개발/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90년 대 이후

무기체계 획득절차와는 별개로 자동화 시험시스템의 획

득 개발 및 관리를 총괄하는 ATS-ED (ATE

Executive Directorate)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ATS-ED의 운영 목적은 ATS 장비 수명주기 동안

ATE 및 TPS(Test Program Set) 개발/관리에 소요되

는 비용의 최소화 및 시험장비의 테스트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 미국 TPS 개발관리

DoD에서 정의하는 ATE와 TPS 정의는 국내에서 일

반적으로 통용되는 자동화 시험장비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ATE를 개발한다는 개념은 DoD에서

정의하는 ATE와 TPS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개념이 더

적절하고 참고로 DoD TPS 개발 프로세스는 그림 3과

같다. DoD의 TPS 개발은 다른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

과 마찬가지로 시험 및 평가(T&E, Test and

Evalu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Pilot Production

Acceptance Test와 Technical Evaluation 과정을 수행

하면서 개발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고 단계별로 예비설

계검토 (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상세설계검

토 (CDR, Critical Design Review) 등 검토회의 수행

및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게 되

어 있다. 개발프로세스의 특징적인 절차
[5]

를 살펴보면

Pilot Production Test는 사전생산 및 시험단계의 마무

리 단계에서 실시되고 정부기관 입회하에 TPS 장비가

완벽하게 동작하고 안정성이 보장되었음을 입증하기 위

해 결점 삽입 시험(Fault insertion Testing)을 실시한

다. 결점 삽입 시험의 판단 기준은 삽입된 초기 결점들

에서 95%이상을 정확하게 검출/격리 시켜야 한다. 또한

그림 3. 각 단계별 TPS 개발절차

Fig. 3. TPS development process in DoD.

이 단계에서 개발기간 중 문서화된 것을 검토하고 시험

대상 장비와 ATE간 상호 연결 상태, 시험 프로그램 시

작 절차, 시험지시서와 시험 종료 절차를 포함한 기술

문서들을 검토하고 검증한다. 기술평가 (Technical

Evaluation)는 운용상의 적합성과 지원가능성을 결정하

기 위해 모든 시험생산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개발 단계 시 도출되어 치명적 결함으로

분류된 항목들, 최종 사용자 시험 (end-to-end test) 수

행 및 정부가 인증하는 장소 및 시설을 이용하여 TPS

시험과 동시에 수행하는 결함/수정 내역들을 분석한다.

3. 국내 ATE 관리 현황

3.1. 양산단계 ATE 장비 관리 실태

무기체계 개발기간 중 주장비와 함께 개발되어 군에

납품되는 ATE의 경우는 규격화되어 양산단계에서 형

상관리 등 양산프로세스에 의해 관리된다. 그러나 양산

기간 중 필요에 의해 양산업체 주도로 개발되는 ATE

의 대다수는 규격화, 시험 평가 및 단계별 점검회의 등

의 개발절차가 미정립되어 ATE SW 신뢰성 확보에 한

계가 있다. 더불어 개발단계 중 정부 개발기관이 개발

하여 시험장비의 SW 검증이 이루어진 것들 또한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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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시 SW 관련 자료들이 양산부서로 이관 되지 않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어 양산 중 ATE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양산단계 중 ATE 장비 개

발 시 ATE 장비의 신뢰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험 대상 장비의 성능, 기능, 요구조건을 분석하여 자동

화 시험장비의 SW 개발 및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2. 양산단계 ATE 장비 개발의 문제점

국내 다수 방산업체에서 양산단계에서의 ATE 개발

은 별도의 절차는 정립되어 있지 않고 주장비 개발절차

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ATE 장비의 특수

성, 즉 시험규격의 설정, 세부 인터페이스 및 시험 검증

과정이 중요하나 대부분의 개발사례 조사 결과 시험 규

격 선정 및 방법 검토가 미흡하고 ATE SW 검증도 개

발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ATE 장비의 개발은 주장비 계약업체의 협력업체에서

개발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협력업체의 관리절차 정립

또한 시급히 해결해아 할 과제이다. 따라서 ATE 개발

절차를 무기체계 개발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절차를 국

내 양산업체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이 정립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협력업체에서 ATE 장비를 개발한다면 체계

업체와 협력업체와의 업무협조 및 검토 회의 등을 강화

하고 ATE 개발 후 SW 검증을 동료 및 제3자에게 검

토하게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ATE SW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4. ATE 개발 및 관리 발전 방안

4.1. ATE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 정립

양산 중 업체에서 개발되는 ATE도 무기체계 개발단

계 SW 개발 관리절차[6]에 준하는 절차 및 방법으로 개

발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개발 절차 및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내장형 SW

개발 절차를 준용해서 국내 현실에 맞는 ATE SW 개

발 관리 절차를 제안하였다. 표 1은 양산 중 ATE 장비

개발 단계별 임무를 기술하였다.

요구사항 분석단계에서는 시험대상장비의 성능을 분

석하고 규격서, QAR 등의 자료를 참고로 시험대상 항

목 결정 및 시험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개발단계별로 발

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을 분류해야 한다.

설계 및 코딩 단계에서는 ATE SW의 코딩을 실시하

Phase 임 무

요구사항

분석

•시험대상 대상 성능 분석

•시험대상 품목 시험 요구조건 분석

- 규격서, QAR, ICD 등 자료 참고

•위험분석

•인터페이스 분석

•개발 Tool 선정

•개발 스케줄 작성

•시험 시나리오 생성 및 관리방안 작성

•동료검토

* QAR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ICD (Interface Control Document)

설계 및

코딩

(예비설계

/상세설계)

•Code walk-through

•Code Test

•개발 중 오류수정 보고서 작성 및 분석

•시험대상장비 검증 전략 수립

•SW 품질평가

•동료검토

시제품생산

및 검증

•FCA 수행

•시험대상장비 통합 성능시험

•오류수정 보고서 작성 및 분석

•정부기관 주도 ATE 적용타당성 검토

(PRR 적용 등)

*FCA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PRR (Production Readiness Review)

수락 및

사후관리

•시험대상 장비를 통한 성능확인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및 검토

•ATE SW 변경시 업체 절차에 따른 변경

및 정부 기관 검토

•주기적 점검

•ATE 관리 대장 작성

- SW 산출물 체크섬

- SW 최종 변경일 및 파일 사이즈

표 1. ATE SW 개발 관리 절차 제안

Table 1. The proposed process of ATE SW development

and management phase.

고 소스코드에 대한 Testing Tool을 이용한 신뢰성 확

보를 기본으로 하고 코딩에 대한 동료검사를 강화하여

소스코드 검토를 강화하고 SW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

시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시험대상장비의 검증 방법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제품 사전생산 및 검증 단계에서는 SW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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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를 실시하고 통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개발 중 발

생한 오류에 대한 오류수정 보고서 및 정부기관 주도로

ATE 적용 타당성 검토 및 성능에 대한 기능시험을 실

시한다.

수락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양산 적용 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적용 방안 등을 연구하

고 유지 보수단계에 SW 수정 발생 시 절차에 따른 형

상관리 및 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4.2. 방산업체 SW 개발/관리 프로세스 정립

신뢰성 있는 ATE SW 개발을 위해서는 SW 프로덕

트에 대한 신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형상관리 또는

SW 신뢰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절차들은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ATE SW 개발 업

체에서는 큰 틀에서의 SW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를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 방산업체에서는 전체적인

SW 개발/관리를 위해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능력 성숙도 모형 결합), SPICE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and Capability dEtermination)와

같은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인증을 획득/유지 할 수 있

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다.

4.3. ATE 관련 SW 품질 평가 방안

양산단계에서 개발되는 ATE 장비 소프트웨어의 품

질검증이 미흡하고 양산 중 빈번한 문제점이 발생됨으

로 SW 품질평가체계가 요구되고 그의 일환으로 ATE

SW 품질특성
[7～8]

을 정량화하여 SW 신뢰성을 평가하

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특성을 정의하는 ISO/IEC 9126

및 소프트웨어 평가 방법 및 절차를 정의하는 ISO/IEC

14598 등을 이용하여 SW 품질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ATE 장비 개발은 무기체계 개발단계 SW 개발 관리절

차에 준하여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

로 설명하면 SW 품질평가를 위해 개발 중 코드의 테스

팅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결함 검출 결과, 동료 검토 결

과, 기술문서 검증을 강화하고 SW 시험 결과물, 에러

수정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SW 품질 평가기준을 정립

하여 SW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SW 품질 평가 지표 표준인 ISO/IEC 9126을 기준으로

제품 품질 특성을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 이식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만

들어 적용하고 SW 테스팅, 시스템 시험 및 소스코드,

기술문서에 대한 동료검토 결과를 근거로 평가한다.

표 2는 품질 특성에 대한 평가 항목 세부 내용을 정

리한 표이다. 물론 사업별 특징에 따라 별도의 지표들

이 첨가될 수 있을 것이다.

4.4. ATE SW 개발단계 위험요소 식별 및 관리

앞 절에서 양산 중 업체에서 개발되는 ATE SW 개

발 관리 절차를 제시하였고 개발 업체 SW 관리 프로세

스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CMMI인증 및 ATE SW

품질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는 양산 중 개발되는 ATE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체의 몫이며 모든 개발 및 관리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품질보증기관의 참여방안이 필요하다.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예정된 기간과 한정된

특성 핵심지표 평가항목 세부 내용

기능성

•요구기능 구현율

•액세스 통제기능

구현율

•데이터손실예방율

•요구사항 기준 VS 설계명세서와

시험 항목 수 비교

신뢰성

•결함 적출 목표

달성율

•결함 조치율

•시험항목

완전성/실행율

•시험 합격률

•체계 영향성을 고려하여 요구

기능이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실행되는가?

-최대한 운용환경과 동일한 조건

에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을 식별하고 검증방안을

가지고 확인하였는가?

-장시간 가동되었을 때 메모리

누수로 인한 오동작 점검

-체계 요구 규격 검토 및 변경에

따른 하부 규격 반영 여부

사용성

•사용자 조작/

안내 메시지

•운용상태 로깅율

•사용자 I/F

표준화율/준수율

•사용자 조작에 대한 편리성 평가

효율성

•목표 응답시간

충족도

•목표 소요시간

충족도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목표를 충족하는가?

- 부팅 시간 측정 및 관리

유지

보수성

•코딩 표준화율

•코딩 표준 준수율

•코딩 rule 및 표준을 준수하여

코드 이해도가 높아서 제3자가

유지 보수 업무 수행 시 편리

하도록 개발되었나?

표 2. ATE SW 품질평가 지표 예

Table 2. The index of ATE SW Qua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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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및 비용 내에서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밟는다. 한편 개발 관리에서

는 개발노력과 일정 추적 외에도 많은 활동들이 포함된

다. 개발자는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기

치 않은 사건들을 결정해야 하고 이런 사건들을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위험이란 부정적

단계
위험

항목
위험요소 관리

요구

사항

분석

ATE

/UUT

요구

조건

검토

•UUT 분석 검토

•각 UUT 성능 시험 항목 및 ATE 적용

항목 검토

•ATE 적용에 있어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보조실험장비의 사용, 특별한 시험 기술/

작동 분석

ATE

실행

흐름도

작성

•주요한 시험항목과 실행 방법 정의

- SRU UUT에 대한 모든 발생 가능 오류

정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격리시키기 위한

특별한 툴이나 기술을 요하는 UUT 오류

조건 식별

*SRU (Shop Replaceable Unit)

PDR

•UUT에 관한 세부 시험 전략 및 특별한

테스트 요구 조건에 대한 세부 계획 작성

여부

•ATE HW 설계 계획 분석

설계

및

코딩

ATE

코드/

컴파일

•CDR 이전에 모든 ATE coding 작업

완료여부

•SW Testing Tool 사용 여부

•시험 요구사항과 SW 기능 비교 분석

TDP

초안

•ATE HW의 기능적 완성 여부

•ATE TDP 초안 및 Tree 구성 검토

*TDP (Technical Data Package)

CDR •전문팀의 CDR 데이터 검토

표 3. ATE 개발 단계별 위험항목 및 위험요소 관리

Table 3. Risk elements table on ATE development

phase.

단계
위험

항목
위험요소 관리

시제

품

생산

및

검증

성능

시험

•시제품 수락 시험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항목 검토

•오류수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FCA

•FCA 실시 결과 검토

- 설계 검증 시험

- ATE 개발 관련 문서 검토 등

•PCA 실시 결과 검토

*PCA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수락

및

사후

관리

적합성
•시험대상장비를 통한 성능확인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및 검토

사후

관리

•ATE SW 수정 시 업체 절차에 따른

수정 및 정부기관 검토

•주기적 점검

•ATE 관리 대장 작성

- SW 산출물 체크섬 값

- SW 최종 변경일 및 파일 사이즈

인 결과를 유발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하고 개

발 시 위험요소를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위험관리
[9]

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ATE 개발 관련 위험요소 식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개발이나 유지보수과정

동안 발생할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를 위해 개발 중 발생한 SW 결함 유형 분석 자료, 동

료검토 결과물 등을 이용하여 개발 주기의 각 활동에

대한 분석을 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식별된 ATE 위험 요소들의 관리방안도 동시에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 식별에 사용되고 일

반적인 하위 범주에 존재하는 예측 가능한 위험들의 부

분집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ATE 장비를 개발하는

동안 고려되어야하는 위험요소들은 기술적 위험요소

(Technical Risk), 자원관리 위험요소, 지원 위험요소,

비용 및 개발일정의 다섯 가지로 크게 함축된다. 이러

한 위험요소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술적

위험, 자원관리 위험, 지원 위험 요소들은 비용 위험과

개발일정 위험요소에 반영된다. 기술적 위험요소는 이

전의 장비와 동일한 성능을 얻기 위해 재개발 하거나

이전의 장비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 새로운 형

태의 ATE 장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고 주

로 성능 분석, 시스템 분석, 예비설계, 상세설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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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과 같은 공학적 과정을 포함한다. 자원관리 위

험요소는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 관리가 주가 되고 주로 비용 및 개발일정과

연관이 있다. 지원위험요소는 개발된 ATE 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관련된 문제이다. 개발된 ATE 장비는 최종

사용자에게로 인도되고 운용 중 유지 보수하는 것과 연

관이 있다. 비용 및 개발일정에 관한 위험요소는 앞서

언급한 기술, 자원관리, 지원위험요소와 같은 내부 요소

들이 영향을 미친다.

표 3은 ATE 개발 단계별 위험항목 및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보는 것

처럼 개발단계의 활동에 프로세스를 작은 조각들로 나

누고 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발생 가능한 문

제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컴퓨터로 작동되는 ATE의 신뢰성 확보는 시험장비

의 임무수행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국내 양산

단계 ATE 장비의 개발/관리 실태는 외국의 사례에 견

주어 볼 때 본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양산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ATE 장비의 SW 신뢰성 확보 및 양산단계에서의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에

서는 각종 ATE 개발 프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하며 무

기체계 양산단계의 품질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정부 품

질보증기관은 양산단계 ATE 개발/관리를 위해 ATE

장비 개발 시 단계별 위험요소 식별, 위험관리 활동 및

완료단계에서의 PRR 활동을 통해 ATE 장비의 신뢰성

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무기체

계 양산을 담당하는 업체의 제한적인 자체 개발 수준을

뛰어넘어 미국의 경우처럼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초기부

터 ATE 획득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무기체계 양산

단계, 유지보수단계까지 ATE 장비의 안정적인 부품 수

급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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