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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n aircraft is delivered to customers, manufacturers have to verify required reliability for the aircraft. 
In usual, reliability of electronic equipments in military aircraft are predicted based on MIL-HDBK-217. 
But the specification has not been revised since 1995. Some alternatives including SR-332 and 217PLU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he processes and methods specified in MIL-HDBK-217 are compared with 
those of SR-332. Additionally, the predicted reliability of aircraft electronic equipment between usage data 
and field data are investigated using MIL-HDBK-217. The results show that predicted reliability of 
MIL-HDBK-217 is more conservative (underestimated) than that of usage data and field dat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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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신뢰성예측은 시스템이 설계, 생산, 평가를 거쳐 

개발이 완성된 후 사용수명 및 고장이 언제가 될 것인가를 고

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발자는 시

스템에 포함되는 모든 부품의 기능 및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될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부품의 고장시기를 예측하고 각 부품

의 신뢰성을 고려한 시스템의 신뢰성을 예측한다(MIL-STD- 

756B, 1981)(MIL-STD-785B, 1980). 항공기 개발에서도 납품 전 

신뢰성을 예측하여 고객이 원하는 고장수명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군수용 항공기의 경우 주로 Mili-

tary 규격에 의존하여 신뢰성을 예측한다(MIL-HDBK-217F, 1995) 

(MIL-HDBK-338B, 1998).

<Table 1>과 같이 군수품에 개발, 장착되는 전자장비의 경우 

제작업체에서 제공하게 되는데 신뢰성분석데이터가 없을 경

우에는 MIL- HDBK- 217F를 적용하여 예측하게 된다.

Table 1. Reliability Prediction of Aircraft

구 분 예측방식 비고

항전 계통
MIL-HDBK-217,
MIL-HDBK-338 활용

선진업체 운영자료 CFE 품목

기계류
NPRD-95

선진업체 운영자료 CFE 품목

구조물 해석 및 시험평가

그런데 217F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더 이상 개정이 

안 되고 있으며 이 규격이 출시된 이후 전자 부품은 급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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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성능이 좋아졌고 종류도 다양화되었지만 예측 규격은 

그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그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Jeon, 2009).

항공산업에서도 MIL-HDBK-217F를 이용한 전자부품의 신

뢰성 예측의 한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며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 데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되

고 있다(Raghuram, 2008).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Telcordia SR-332를 사용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RIAC에서는 217Plus를 추

가 개발하여 217F를 대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평가하고 

있으며(David, 2004; Laura, 2004; Smith, 2004), 기타 해외 연구기

관에서도 신뢰성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실시

되고 있다(Norman, 2005).

또한 국내에서도 신뢰성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MIL-HDBK-217F and SR-332 비교, MIL-HDBK-217F 

and 217PLUS의 신뢰성 예측방법의 비교사례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Jeon, 2007; Kim,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IL-HDBK-217과 최근 사용이 증가

되고 있는 SR-332 및 217PLUS와의 차이를 적용절차 및 방법론

의 관점에서 비교해보고,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에 장착된 

전자장비의 신뢰성 예측값과 실제 운용 신뢰성값과의 비교 평

가를 통해 향후 개발되어질 항공기 전자장비의 신뢰도 예측방

식의 바람직한 적용 방향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2. 전자장비의 신뢰성 예측 규격

2.1 MIL-HDBK-217개요 및 적용방법

(1) 배경 및 개요

MIL-HDBK-217은 일반적으로 전기, 전자부품과 일부 전기

기계부품에 대한 고장률 예측 시 사용하며 부품의 고장분포는 

지수분포로 가정되며, 각 구성 부품들의 고장률의 합으로 그 

상위 수준의 Unit과 시스템의 신뢰도가 결정된다.

미국 국방성(Department of Defense)에서 1965년부터 제정하

였으며, 1995년 F버전 Notice2가 최신 발간되었다. 이 규격서는 

전기/전자 부품의 신뢰도 평가 척도와 계산 방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규격서이다. 

지난 40년 동안 전기 및 전자 구성품의 신뢰도 예측에 있어 정

형화된 분석의 Guideline으로써 중심을 지켜 왔다(Moasoft, 2002)

상기 규격서의 신뢰도 분석 방법은 크게 Part Stress와 Part 

Count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Part Count 방법은 시스템 초기 

설계에 필요한 개략적인 예측 방법으로 구성품(Assembly)에 포

함된 부품들의 실제 동작 파라미터에 대한 정확한 값을 추정

하기 힘든 경우, 활용하는 방법이며 최소 파라미터만으로도 

초기의 신뢰도 예측을 할 수 있다.

Part Stress 방법은 시스템 완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방법이며, 완

성된 시스템과 부품의 상세설계에 따른 고유 spec과 다양한 파

라미터를 입력으로 한다. 따라서 part stress 방법은 고장률에 가

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IL-HDBK-217에서 구분하는 환경조건은 총 14가지이며, 

크게 지상,해상,항공으로 분류하며 이 세가지는 다시 세부적

인 조건들로 나누어진다. 또한 환경조건의 팩터값은 각 부품

마다 모두 상이하다

(2) Part Count Analysis 기법

이 기법은 등급이나 형식에 따라 장비나 시스템을 구성하게 

될 구성품의 수량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있으나 각 부품이 최

종설계단계에서 받게 될 스트레스(Stress) 등에 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용된다

모든 구성요소는 직렬로 가정하여 부품 고장률을 합해서 품

목의 고장률을 결정하거나 중복설계나 대체 운용모드와 같이 

품목신뢰도 모델이 직렬로 안 되어 있을 경우 간략하게 구하

기 위해 대체적으로 모델의 직렬구조만을 고려한다.

 




   (1)

where,

  : 장비 고장률(Failure/106 hr)

 : i번째 부품(generic)의 고장률(Failure/106 hr)

 : i번째 부품의 품질계수(Failure/10
6
 hr)

  : i번째 부품의 수량

(3) Part Stress Analysis 기법

부품고장률은 그 부품에 부가되는 스트레스에 따라 크게 변

하고, 때로는 수배씩이나 차이가 나기도 한다. 구성품의 강도

와 부가되는 스트레스 수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주어진 조

건에서 고장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이한 스트레

스 수준에서 부품의 고장률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 분석 예측기법이다.

부품이 처하게 될 온도, 습도, 진동 등의 스트레스 및 부품고

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전자부

품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부품의 품질등급을 나타내는 품질 인자(Quality Factor), 부품

의 내부 회로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복잡성 인자(Complexity Fac-

tor), 온도 인자, 적용 환경조건인자 및 실제 장비가 동작할 때 

부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Stress) 등을 고려한다. MIL-HDBK- 

217F에서 제시한 고장률 모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

를 갖는다.

    (2)

 : 부품의 고장률(Failures/106 hr) 

 : 부품에 가해지는 전기적 스트레스와 온도 스트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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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고려한 모델로부터 얻어지는 부품의 기본적인 

고장률 (Failures/106 hr) 

π : 부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Temperature, 

Application, Power Rating, Voltage Stress, Quality, and 

Environment Factor)

2.2 SR-332 개요 및 적용방법

(1) 배경 및 개요

SR-332는 초기에 Bellcore라는 이름으로 미국 AT&T에서 자사

에서 제작하는 전기전자 시스템의 신뢰도분석 및 향상을 위해 

제정하였다.

또한 AT&T에 납품하는 모든 하청업체의 어셈블리 또는 시

스템의 신뢰도를 통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서 개발되었다.

이 후 AT&T가 여러 자회사로 분사되었는데 이 중 규격에 관

한 업무를 계승한 회사가 Telcordia이며, 2001년 기존의 Bellcore

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새로운 규격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Telcordia SR-332이다.

신뢰도 관점에서 직렬배치된 시스템의 신뢰도를 예측하는

데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MIL-HDBK-217의 경우 고장률이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하였지만 SR-332에서는 고장률은 전자장비의 수명주기 전체

에 걸쳐 일정하지 않고 욕조곡선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초기고

장기간, 일정상태기간, 마모고장기간으로 구분한다.

초기수명기간에는 고장률은 높지만 급격히 감소하며 고장

시간은 와이블분포로 모델링한다(10000시간 가정).

일정상태기간에는 고장은 일정상태 고장률로 불리는 일정

한 비율로 일어나고 운용 첫해 이후 대략 이 기간에 있다고 가

정하였고, 마모고장기간에는 고장률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사

용수명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는 고려

하지 않았다.

SR-332에서는 고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4가지로 분류

하고 있다. 즉, 전기적 스트레스와 동작온도, 환경조건, 품질에 

따라 고장률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 4가지의 

인자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런데 SR-332의 환경

조건은 상용목적 제품에 맞추어져 있어 MIL-HDBK-217에 비

해 환경조건의 수준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고장률 

예측방법은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 Method I, Method II, Method 

III로 구분된다. 고장률 영향 인자와 예측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2) 고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1) 전기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정격전압(전력)에 대한 인가전압(전력)의 백분

율을 의미하며, 스트레스가 10%에서 90%까지 변할 경우, 0.1

에서 10.6까지의 값을 가진다. 스트레스를 명확히 분석하기 힘

들 경우, 스트레스를 50%로 가정하고, 이것은 모든 부품에 대

해 스트레스 요소가 “1”임을 의미한다.

2) 동작온도

부품의 동작온도는 부품이 위치하고 있는 유닛의 동작온도

를 의미한다. 온도가 30~60도까지 변한다면, 요소는 0.4~6.4

까지 변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동작온도를 알 수 없다면 40도

로 가정하고, 이 값은 “1”의 온도요소를 의미한다.

3) 환경조건

5가지의 환경조건으로 구분하며, 제품이 노출될 수 있는 각 

환경조건마다 개별적인 예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중 지상

조건만 세부적으로 재분류가 되고 항공, 우주는 단일조건이며, 

해상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Table 2. Environment Factor

환경 기호 πE 환경조건

Ground, Fixed,

Controlled
GB 1

최적의 환경조건
(통제가능한 사무실 등)

Ground, Fixed,

Uncontrolled
GF 2

유지보수제한, 일부 
환경스트레스영향 받음

Ground, Mobile GM 6 충격, 진동노출, 휴대장비

Airbone,

Commercial
AC 10

압력, 온도, 충격, 진동노출 
(항공기 등)

Space-based,

Commercial
NU 15

지구저궤도, 유지보수 
불가능(통신위성 등)

4) 품질

4가지 품질레벨로 정의하였으며, 이 요소는 부품제공자의 

노력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Table 3. Quality Factor

품질수준 πG 품질요건

Level 0 6 적합한 관리 없이 재활용됨

Level I 3
설계, 제조공정 절차 및 문제점 확인, 조치 
품질수준

Level II 1
로트품질관리, 수명/내구성시험 및 지속적 
관리 수준

Level III 0.9 주기적 품질 검사, 100% 스크리닝 수행

(3) 예측 방법

1) Method I

어떤 부품에 대한 시험 데이터나 현장 이력 데이터가 없을 

때 부품의 고장률을 예측하는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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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i의 black box steady-state 고장률

  부품 i의 steady-state 기본 고장률

  부품 i의 품질계수

  부품 i의 스트레스 계수

  부품 i의 온도계수

2) Method II(실험 데이터 통합)

이 방법은 Black box 기법과 실험자료를 결합하기 위한 방법

으로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사전적 Burn-In이 없는 경우

    ≤ 

 × ×



            (4)

    ≥ 

  × 



         (5)

•사전적 Burn-In이 있는 경우

 ×


 (6)

W는 이전에 설명한 과 총 유효 Burn-In 시간 를 통해 얻

을 수 있다

 ≤  이라면

            

            ≤ 

  
 

  (7)

기타의 경우

 
                    (8)

           (총유효 Burn-In시간 ) 

n : 실험테스트 결과 부품의 고장 횟수

 : Black box 방법을 이용한 i번째 부품의 고장률

 : i번째 부품의 일반 정상상태의 고장률 또는 기본고장률

 : 테스트에 사용된 시료수

 : 실효 테스트 시간(실제테스트 시간×테스트 온도가속요소)

 : i번째 부품의 품질 요소

3) Method III(필드데이터 복합)

여기서 i번째 부품에 대한 정상상태 고장률은 Black box 정상

상태 고장률과 필드 고장률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균을 취한 

상태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기법은 Black box 정상상태 고장률

이 2가지 형태의 고장 데이터에 근거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


           (9)

t : Tracked System내에 있는 Subject 부품의 총 작동시간

f : 시간 t까지의 Tracked System에서 관측한 Subject 부품의 고

장횟수

V : Subject와 Tracked System 차이점에 대한 조정요소

 : Subject 부품에 대한 환경요소

 : Subject부품의 Black box 고장률

4) 부품의 초기고장률 요소의 예측

부품에 대한 FYM요소는 부품의 초기 1년 기간에서 고장률

과 정상상태에서의 고장률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즉,

                   초기 1년간의 고장률 =  ×

FYM은 Burn-in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① Burn-in이 아주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의 FYM 계산

Burn-in 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 FYM은 온도요 소와 전기적 

스트레스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 ≤ 이면

 



    (10)

 

기타의 경우엔

  


   (11)

② Burn-in의 정도가 많을 경우의 FYM 계산

Step 1 : Burn-in시간을 통해 등가작동시간 계산

   - 부품, 유닛(Unit), 시스템 레벨의 Burn-in에 대해 Burn-in가

속요소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합산한 총 Burn-in 시간

 

     
      (12)

 : 부품레벨의 Burn-in 온도에 따른 아레니우스 가속계수

 : 부품레벨의 Burn-in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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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닛레벨의 Burn-in 온도에 따른 아레니우스 가속계수

  : 유닛레벨의 Burn-in 시간

  : 시스템레벨의 Burn-in 온도에 따른 아레니우스 가속계수

  : 시스템레벨의 Burn-in 시간

 : 정상동작온도에 대응하는 가속계수이고, 온도를 알 

수 없는 경우 40℃를 기준으로 한 “1”을 적용한다.

Step 2 : 부품의 등가 작동시간, 전기적 스트레스, 정상온도에 

따라 부품의 FYM을 계산

  × ×  × ×

라 할 때, 만약 ≥ 이면

  

 만약 ≤ 이면

  

×     
    (13)

 

위 두 가지에 아닌 경우에는

 

 













 









   (14)

2.3 MIL-HDBK-217F and SR-332 비교

아래 <Table 4>는 철도 승강장 스크린 도어의 각 구성품의 

MTBF 예측치를 비교한 것이다(Lee, 2010).

Table 4. Reliability Prediction Comparison between Two Method

구성 MIL-HDBK-217F SR-332 Issue 2

PSD 전기 신호시스템 1,770hr 8,164hr

종합제어반 5,220hr 34,750hr

구동부 12,300hr 57,250hr

승강장 주제어장치 6,820hr 37,400hr

전원공급 장치 48,100hr 76,500hr

조작반 및 경보반 11,300hr 45,810hr

표시부 27,700hr 68,490hr

상기 결과를 보면 MIL-HDBK-217F로 예측한 MTBF에 비해 

SR-332로 예측한 MTBF가 2배에서 5배 정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RAMS 활동에서 정량적인 분

석의 기초가 되는 MTBF 예측은 MIL-HDBK-217F의 데이터를 

주로 이용하는데 현재의 부품상태를 반영하기에는 실제보다 

높은 고장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개발 항공

기의 경우에도 항공전자장비가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MIL-HDBK-217F로 예측한 장비의 경우 각각의 소자의 고장률

을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자장비가 실제

운용수명에 비해 낮은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타 산업의 경우에는 MIL-HDBK-217F 

대신 신규규격으로 전환하여 예측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증

가하고 있으며, 여러 관련 시험을 통해 신뢰성이 높은 최신 규

격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Telcordia SR-332의 경우도 최신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01년 재정 이후 1번의 개정을 

했으며 현재 2번째 개정 중에 있다.

3. 국내 항공기 전자장비의 신뢰성 예측

3.1 MIL-HDBK-217을 이용한 예측

Table 5. Process of Reliability Prediction(1)

구 분 내용

MTBF 계산
MIL-HDBK-217F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예측한다.

운용조건 반영 온도/환경조건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필드조건 변환
MIL-HDBK-338을 활용하여 필드조건으로 
변환한다.

운용시간 적용

∘항공기의 단위 비행시간(Flight Hour)당
해당 LRU의 작동시간(Operation Time)비율

∘LRU 작동시간의 MTBF를 항공기 비행
시간의 MTBM(I)로 단위 변환 시 적용




고유고장


×시간환산비율

수량적용 항공기 장착수량을 적용한다.

MFTBF 산출 최종 신뢰성값을 산출한다(MFTBF).

 

다음 <Table 6>은 상기 절차에 따라 신뢰성을 예측한 사례

이다(Lee, 2010).

Table 6. Reliability Prediction by MIL-HDBK-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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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thod of Reliability Analysis

구 분 내용

예측방식별
품목분류

Mil 규격사용 예측방식과 선진사 운용데이터 활
용 예측방식을 사용한 품목(LRU)을 구분한다
(단, Mil 규격사용은 17품목의 데이터를 분석하
였고, 선진운용데이터 활용은 실적용 품목이 제
한되어 있어 4품목을 샘플로 사용하였다).

수명비교
각 예측방식별 예측된 수명과 운용수명을 
비교한다.

샘플품목 
선정

예측방식별 고장추세분석을 위한 샘플을 각각 
1개씩 선정한다.

고장추세
분석

∘고장시간에 대한 분포도를 추정한다.

∘고장률 함수를 예측한다.

  : 와이블함수의 경우 형상모수값(m)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추세를 예측한다.

(<Figure 2>, <Figure 4> 참조)

∘분석방식은 제1종 관측중단 자료(Type-I 

Censored Data)를 사용한다.

3.2 선진 항공사 데이터 활용

Table 7. Process of Reliability Prediction(2)

구 분 내용

운용 MFTBF 확인 선진사 운용 MFTBF 확인

MTBF 비교
국내항공기와 선진사 MTBF 비율 Factor 

계산(MIL-HDBK-217F 이용)

운용조건 반영 운용환경 Factor 산출

운용복잡성 확인 운용복잡성 Factor 산출

복잡성반영
최종 복잡성 Factor 계산
(MTBF 비율×환경 Factor×운용 Factor)

MFTBF 산출 선진사 운용 MFTBF×복잡성 Factor

아래 내용은 상기 절차에 따라 신뢰성을 예측해 본 사례이다.

1) 선진사 운용 MFTBF : 200 Hours

2) Equipment Complexity Factor = 2.07

국내 항공기 MTBF (217F) = 2,410 hours 

선진사 MTBF (217F) = 1,162 hours

Equipment Complexity Factor = 2,410/1,162 = 2.07 

3) Environmental Complexity Factor = 1.09

4) Usage Complexity Factor = 1 (same as baseline)

5) Resultant Complexity Factor = 2.07×1.09×1 = 2.26

6) Sample Predicted MFTBF = Baseline 

MFTBF X Resultant Complexity Factor 

      = 200 Hours×2.26 = 452 Hours

상기 예측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용항공기의 실

적데이터를 활용해 운용항공기 대비 개발 항공기의 운용환경 

및 복잡성 팩터를 적용, 계산되었으며 이는 SR-332의 Method III

가 운용실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접근방법이 일부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4. 국내 항공기 운용 사례

4.1 분석 방법 

 

4.2 MIL-HDBK-217을 이용한 장비운용사례

(1) 예측수명과 운용데이터의 비교

1.5

1

0.5

0

예측/운영수명

해당품목
T-
A

T-
E

T-
C

T-
G

T-
QT-

I
T-
K

T-
M

T-
O

Figure 1. Comparison Chart(1)

비교 결과 17품목 중 단 1품목만이 예측 대비 운용수명이 짧

게 나왔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운용수명이 길게 나왔다. 또한 

전체품목 중 65%(11품목)가 예측수명 대비 운용수명이 2배 이

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MIL-HDBK-217F가 1995년 이후 개정

되지 않아 실제 항전장비에 포함된 소자 즉, Capacitor 나 Tran-

sistor 등의 고장률을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반증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예측은 운용측면에서 과다

한 재고를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운용비용의 증가를 초

래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2) 고장추세 분석

Figure 2. Probability Chart of Failure(1)

고장시간에 대한 확률분포는 와이블분포에 가장 근접한 것

으로 확인되었고 형상모수값이 0.79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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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진항공사 데이터를 이용한 운용사례

(1) 예측수명과 운용 데이터의 비교

해당품목

예측/운영수명

4

3

2

1

0

C-A C-B C-C C-E

Figure 3. Comparison Chart(2)

비교 결과 4품목 중 1품목의 예측수명이 운용수명에 비해 

30% 정도 짧게 나왔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예측수명이 2배 혹

은 그 이상 길게 나왔다. 이는 해당 항전장비가 아직 안정화되

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선진항공기의 운용시간이 

현재 국내개발항공기 운용시간에 비해 4배 이상 많아 신뢰성

이 상당히 안정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가 있다. 이러한 예측은 납품 초기에 예상보다 고장이 자주 발

생하여 결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렇지만 장착된 항전장비가 안정화된다면 향후 고장률이 점점 

예측수명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고장추세 분석

Figure 4. Probability chart of failure(2)

고장시간에 대한 확률분포는 마찬가지로 와이블분포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형상모수값이 0.71로 예측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항공기 항전장비의 신뢰성예측방식을 

살펴보았고 예측수명과 운용수명을 비교해보았으며 운용데

이터의 고장추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MIL-HDBK-217F를 활

용한 신뢰도 예측은 운용수명 대비 상당히 보수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선진항공사의 운용실적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방식

은 그 반대현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고장추세분석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초기고장률이 높게 형성되어있으므로 

선진항공사 운용실적을 활용한 예측수명과 운용수명의 차이

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MIL-HDBK-217F를 이용하

여 계산된 예측수명은 운용수명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차기 개발항공기에서는 보다 최신 규격인 SR-332나 217 

PLUS의 적용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수적

인 군수산업의 특성상 차기 개발 항공기에서도 MIL-HDBK-217F

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신뢰성

을 예측한 제품의 경우 기존 운영실적을 여러 환경요소와 비

교, 분석하여 추가적인 보정값의 적용을 통해 항공기 부품의 

신뢰성을 높여 운영비용을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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