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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비창에 대한 정비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하고 적정수

준의 군수지원능력을 산정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왔다. 기존 연구는 정비요원의 정비능력과 예비품 및 

수리부속의 재고수준을 반영해 일정기간 장비가동률을 

측정하여 적정수준의 군수지원능력을 판단하였다. 

Albright(1989)는 여러개의 기지와 하나의 정비창으로 

구성된 정비시스템에서 정비인원을 한정한 상황을 가정

하여 적정재고수준을 선정하였다. 김용과 윤봉규(2008)

는 장비의 고장특성과 정비창의 정비능력을 고려하여 흡

수마코프체인을 접목시켜 적정 예비장비수를 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고 손휘민과 윤봉규(2008)는 장비가동률

의 목표수준, 예비장비자체 고장, 제한된 정비팀수를 고

려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대기행렬 모형을 

활용하여 정비능력을 한정지어 정확한 재고량의 확률분

포 및 기댓값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단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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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study the simulation model of depot maintenance system that analyzes logistics supportability 

such as component availability and cost of target equipment. A depot maintenance system could repair or 

maintain multiple components simultaneously.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of this system are component 

availability, repair cycle time, and maintenance cost. The simulation model is based on the engine maintenance 

process of army aviation depot. This study combines the NOLH(Nearly Orthogonal Latin Hypercube) experimental 

design method, to composes 33 scenarios, with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on key performance indicato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on 

depot maintenance system that is capable of maintaining multiple component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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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복수 품목을 정비하는 단일 정비부대의 정비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으로 모델링하였다. 이를 통해 정비능력을 

공유한 정비창이 최적 비용으로 구성품 가동률과 목표 가동율 등을 달성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구성품 가동률과 정비시간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하여 육군 항공기 정비단 엔진 정비프로세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고 실증연구를 하였다. 

영향요소의 식별을 위해 NOLH 실험설계법을 적용하여, 3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비용

분석 연구를 통해 정비 프로세스의 개선사항을 식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수품목을 정비하는 단일 

정비부대의 비용대 효과 분석 모형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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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사항를 보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이 활용되었

다. Köchel and Nieländer(2005)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

여 장비가동률을 측정하고 유전알고리즘을 통해 수요분

포와 주문정책을 반영시켜 적정재고수준을 도출하였다. 

김성원과 이상진(2007)은 시뮬레이션으로 정비복귀시간 

변화와 전환보급을 적용시켜 한국형 헬기의 목표 운용가

용도 달성을 위한 정비대충장비의 최적 재고수준을 분석

하였다. Qizhi and Bin(2011)은 다단계 재고모형에서 고

장률이 포아송 분포가 아닌 일반분포인 경우를 반영하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시하였고 적정재고수준 산출은 

ARENA 시뮬레이션의 OptQuest를 활용하였다. 김성필, 

박선주, 정예림(2013)은 해군의 복구성 수리부속 재고관

리를 위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시하였고 계획정비, 폐기

율, 전환보급, 동류전용 모형을 반영하여 각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단일장비에 대한 다

단계 정비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비창을 부대정

비와 야전정비와 동일하게 단일장비만을 정비하는 부대

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즉, 기존연구는 장비에 중점을 

두어 단일 장비의 정비소요, 정비계단별 정비정책에 따라 

군수지원능력을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 정비창과 같이 복

수장비에 대한 다품목을 정비하는 정비부대의 특성을 고

려하지 못했다. 또한 비용요소 보다 군수지원능력에 중점

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투입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제

한되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정비창 단계에서 복수

장비에 대한 정비소요를 반영시킨 정비 프로세스를 설계

하고 비용대 효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비 프로세스 상의 

비용요소를 추정하여 적정수준의 군수지원능력을 평가하

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장비에 대한 

다품목을 정비하는 정비창을 시뮬레이션 모델로 제시한

다. 둘째, 비용대 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와 정

비비용 추정요소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실증연구 단계

에서는 ARENA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

한 대안들에 대한 비용대 효과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군수지원능력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서론(1장), 이론적 배경(2장), 정비 프로세

스 모형설계(3장), 실증연구(4장), 결론(5장)으로 구성되

었으며 1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

과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2장에서는 정비 프로세스 모형 

설계를 위한 창정비 및 정비능력, 정비비용, 성과지표, 실

험설계법의 개념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실증연구를 위

해 정비소요주기, 정비기간, 정비자원 등을 입력 요소를 

선정하여 정비 프로세스 모형을 설계한다. 4장에서는 선

정된 입력 요소를 시뮬레이션 모형에 확률분포 및 상수

로 입력하고 실험계획법과 비용대 효과분석을 통해 정비

창의 정비능력을 평가한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의의 및 시사점과 함께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정비와 정비능력

2.1.1 창정비 개념

정비(Maintenance)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박세훈, 

문성암, 이정환(2011)은 시스템 고장을 예방하거나 고장

이 발생된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수행 되

는 활동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비활동 중 군에서 적용

하는 창정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최담, 신성관, 이상

윤(2013)은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장비 및 수리부

속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 정비용 장비 및 공구를 이

용하여 창정비 기준에 의하여 분해, 검사, 수리, 재생, 개

조 등의 정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김증기, 최광묵, 서혁

(2014)은 육군의 정비는 5계단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

으며, 창정비는 5계단 정비로서 장비가 고장시 정비창과 

외주업체에서 수행하는 고장 창정비와 창정비주기가 도

래한 장비를 완전분해 정비 및 재생하는 순환 창정비로 

구분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창정비는 군직정비의 

최종단계로서 수리 및 분해나 재생이 요구되는 완제품, 

부분품 및 결합체에 대한 정비를 말한다.  

2.1.2 정비 능력

정비창의 정비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박세훈, 문성암, 

이정환(2011)은 정비능력을 정비사, 정비지원장비, 정비

공간으로 적용하였고 최담과 정석재(2014)는 정비능력을 

정비기술, 정비시설, 정비인력, 시험장비 및 공구로 구분

하여 평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비능력을 주어진 조

건하에서 일정기간동안 정비임무를 달성하는 척도로서 

정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비요원에 한정하여 적용

하였다.

정비요원에 대한 정비능력을 산출시 가용시간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는데 정비요원 1인당 월간 작업가용 시간

은 평시 76시간, 일일 작업가용시간은 4.5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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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2006) 정비인원의 기술수준은 통상 기술정도

에 따라 숙련공, 준숙련공, 미숙련공으로 분류하며 시간

당 작업량을 Table 1과 같이 적용한다.

Table 1. Amount of work per hour

Technical 
Standard

Skilled 
labor

Intermediate
labor

Unskilled 
labor

Maintenance 
Man-hour

1 m/h 0.75 m/h 0.5 m/h

정비요원의 작업시간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작업능

력을 식 (1)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작업능력 인원수×주기당작업가용시간×기술수준 (1)

위 식 (1)을 이용하여 연간 특정 정비부대의 작업능력

을 측정시 인원수 17명의 기술수준이 준숙련공이라고 가

정하면 월간 작업가용시간(월간 76시간×12달), 기술수준

(17명×0.75)으로 계산하면 11,628(인시/연간)이 된다. 기

술수준에 따른 정비요원의 작업능력 산출을 식 (1)을 적

용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2.2 정비 비용 

정비와 관련된 비용은 무기체계의 총 수명주기 비용 

중에서 운영유지비에 포함되어 있다(이호석 외 3명, 2009). 

조동형과 이상진(2011)은 창정비 비용 구성요소를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유지비용으로 구분하였고 운영유지비에 

포함된 창정비 비용은 재고비, 직접 노무비, 수송비용으

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최담, 신성관, 이상윤(2013)은 

정비비용 중 창정비 비용을 군직정비비와 외주정비비로 

구분하고 군직정비를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하여 적용하였다. 정비창의 정비비용 추정을 위한 기존 

연구는 무기체계의 운영유지간 발생되는 비용으로 정비

비용을 인식하고 있지만 비용추정을 위한 적용범위가 상

이했다. 그러나 노무비 추정을 위해 정비당 정비소요시간

을 통해 비용을 추정하였고 재료비를 재고의 관점에서 

획득하고 소비하는 비용까지 포함했다는 공통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영유지간 소비되는 창

정비비용을 직접 노무비와 재고 획득비, 수리비로 한정하

여 비용대 효과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2.3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부여된 기능의 수행결과를 일정한 표준이

나 기준에 의해 계량화시킨 지표를 말한다. 군의 성과지

표 중 전투부대 관련 지표에는 장비가동률, 사용자 대기

기간, 급식․피복․일반물자 만족도가 있고 군수기능별 

성과지표는 정비기간, 청구대기기간, 직불률, 재고관리, 

조달기간, 적기조달률, 조달단가상승률, 수요예측 정확도

가 있다. 

정비 프로세스를 모델링하여 적정 재고수준을 분석하

는 연구에서는 김성필, 박선주, 정예림(2013), 김진호, 이

상진, 정성태(2014), 박세훈, 문성암, 이정환(2011)과 같

이 장비가동률을 성과지표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그러나 조동형, 이상진(2011)은 정비복귀시간을 추

가적으로 적용하여 군수지원에 관한 정책의 평가와 분석

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장비가동률과 정비기간을 동시에 적용하였

다. 장비가동률은 국방부 훈령 제1837호 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식 (2)와 식 (3)과 같다. 

장비가동률 보유장비수
가동장비수

×  (2)

가동장비수보유장비수불가동장비수 (3)

정비기간(RCT : Repair Cycle Time)은 전투부대의 

고장장비나 순환정비 대상 장비가 제대별 정비부대에 입

고되어 제대별 정비부대에서 정비완료 후 해당부대로 복

귀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 식 (4)와 같다.

정비기간 = 복귀일자 - 입고일자 (4)
              (전투부대)    (정비부대)

2.4 실험설계법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때 실험설계법을 사용하는 이유

는 많은 입력요소에 대해 효과적인 실험설계를 하여 적

은 비용과 노력을 통해 실험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실험

결과 추출이 가능하게 해주며, 더욱 더 다양한 입력요소

를 실험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병기, 이상진, 2009).

실험설계법을 적용한 기존연구에서 Kang(2010)은 

NOLH(Sanchez, 2008)실험설계법을 적용해 대안별 가

동률과 수명주기 비용을 분석하였다. 이상진, 배주근, 김

민규(2010)는 인자 시뮬레이션 실험설계법을 통해 정

비 프로세스상의 영향요소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김

진호, 이상진, 정성태(2014)는 NOLH 실험설계법과 인



김성곤･이상진

26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자 실험설계법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결과값을 비교

하는 연구를 하여 NOLH를 통한 분석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NOLH 실험설계법은 다구

찌 실험계획법에서의 직교성에 의한 표본추출로 극단값

을 포함하는 개념과 Uniform Design 에서의 표본간의 

최대 최소거리를 최소화하는 개념을 접목하여 실험영역 

전반에 걸쳐 표본이 고르게 추출되도록 하였으며 각 표

본이 직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 등의 문

제가 발생하지 않고 표본을 추출 할 수 있게 해준다. 

인자 실험설계법보다 적은 표본수를 가지고 전체 실험

영역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다구찌 실험설

계법과 인자 실험설계법이 아닌 NOLH 실험설계법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요소별 영향력을 분석하

였다.

3. 정비 프로세스 모형

3.1 입력요소 및 출력자료
창정비 프로세스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 Table 2와 

같이 입력요소를 정의해야 한다. 입력요소는 항목별로 확

률분포 또는 상수로 정의할 수 있다.

Table 2. Input factor

Item Definition
Input 

method
Maintenance 
requirement 

cycle

Component maintenance 
requirement cycle Probability 

distribution
Repair cycle 

time
Component real repair 
cycle time

Amount of 
spare part 

Used units real amount of 
spare part

Invariable
number

Parts inventory 
level

Supply units Authorized
Stockage List level

Maintenance 
resource

Maintenance units repair 
man number
Component repair machine 
number

Shipping time
Component and Part 
shipping time

출력자료는 핵심 성과지표인 장비가동률과 정비기간

을 적용한다. 국방부 훈령 제1596호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항공기 엔진의 목표 가동률은 95%, 목

표 정비기간은 156일로 설정한다. 

3.2 창정비 프로세스 모델
창정비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비흐름을 Fig. 1과 같이 

설계하였다.

Fig. 1. Depot maintenance flow chart

Fig. 1에서 장비 불가동은 수리부속 정비소요 발생시 

적용되며 확률분포로 발생된다. 정비는 창 정비계단에서 

수행한다. 장비 운용부대에서 정비소요 발생시 구성품의 

예비품을 가지고 있으면 교체하여 사용하고 정비소요 구

성품은 창 정비부대로 수송된다. 정비자원의 능력이 정비

소요를 충족하면 입고되고 부족하면 대기한다. 창 정비부

대에서 정비가 완료되면 예비품 재고로 추가된다. 

창정비비는 Table 3과 같이 구성하여 비용대 효과분석

이 가능토록 적용하였다.

Table 3. Maintenance cost estimation formula

Division Formula
Spare acquisition cost Spare number × Unit cost

In 
Depot

Labor cost Average pay per year
Parts

repair cost
(Repair time × labor cost +

part unit cost) ×Repair number
Parts

inventory cost
Parts number × Unit cost

4. 실증연구

창정비 프로세스 모형을 바탕으로 ARENA 14.5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실증연구

를 수행한다. 실증연구 대상부대는 항공기 정비단 엔진팀

이며 장비는 UH60, 500MD, UH1H, AH1S의 주요 구성

품인 엔진으로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단일 정비부대에서 

다른 기종의 구성품을 정비하는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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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입력자료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입력 자료는 육군 장비정보체계

(DELIIS : DEfense Logistic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에 입력된 자료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항공기 정비단 엔진팀의 정비실적

을 토대로 하였다. 

첫째, 정비소요발생 주기이다. 과거 실제 정비간격 자

료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를 반영한다. 어떤 

확률분포가 가장 적합한가를 분석해야 하는데 ARENA

가 제공하는 입력분석기는 관측 자료에 분포를 맞추고 

추정된 분포가 자료에 얼마나 맞는가를 측정하는데 유용

한 도구이다. Table 4는 입력분석기를 통해 얻어진 엔진

별 정비소요 발생주기 확률분포값이다.

Table 4. Engines probability distribution of failure time

Division Probability distribution
UH60 Engine -0.5 + EXPO(26.2)

500MD Engine 0.5+39*BETA(0.616, 1.72)
UH1H Engine NORM(20.1, 12.9)
AH1S Engine 0.5 + 95*BETA(0.806, 1.17)

unit : day

둘째, 수리부속 선정이다. 3년간 수요발생 품목은 

UH60 108개, 500MD 115개, UH1H 102개, AH1S 105

개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할 수리부속 품목은 Fig. 

2와 같이 복구성 품목 중 P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군수사 

인가저장품목 중 전투긴요 수리부속인 C품목 또는 ABC

재고 관리기법을 적용하는 품목 중 고액품목(A그룹)을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하는 수리부속으로 선정하였다. 

Fig. 2. Parts selection criteria

그 결과 UH60 11개, 500MD 10개, UH1H 5개, 

AH1S 6개로 총 32개 수리부속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수

리부속 정비비율은 Table 5, 정비기간은 Table 6과 같다.

부대 및 야전정비부대에 보유중인 각 기종별 엔진의 

예비품은 UH60 3개, 500MD 2개, UH1H 3개, AH1S 2

개를 적용한다.

Table 5. Parts maintenance ratio

parts
Maintenance 

ratio(%)
parts

Maintenance 
ratio(%)

parts
Maintenance 

ratio(%)
parts

Maintenance 
ratio(%)

P01 9 P09 4 P17 13 P25 17
P02 2 P10 2 P18 13 P26 8
P03 20 P11 4 P19 14 P27 37
P04 2 P12 8 P20 11 P28 16
P05 17 P13 1 P21 13 P29 11
P06 17 P14 12 P22 8 P30 16
P07 15 P15 6 P23 17 P31 5
P08 7 P16 9 P24 50 P32 16

Table 6. Parts Average maintenance period(day)

parts
Maintenance 
period(day)

parts
Maintenance 
period(day)

parts
Maintenance 
period(day)

parts
Maintenance 
period(day)

P01 41.5 P09 3 P17 8.8 P25 17.5
P02 4 P10 31 P18 22.93 P26 44
P03 39 P11 5 P19 35.43 P27 26.14
P04 47 P12 30.33 P20 13.08 P28 39.66
P05 66.375 P13 129 P21 24.93 P29 3.5
P06 21.83 P14 38.57 P22 3 P30 35.66
P07 5 P15 17.42 P23 58 P31 83
P08 21.33 P16 17.7 P24 24.83 P32 16.33

셋째, 기종별 창정비기간과 정비 자원이다. 창 정비기

간은 육군장비정보체계를 통해 획득한 4개 엔진의 총정

비인시값인 2,394인시를 정비요원의 일일 평균 작업 가

용인시(4.5)와 정비요원의 기술수준에 따른 엔진팀 시간

당 총 정비인시(13.5)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주면 정비 

당 실제 정비요원이 정비한 기간인 40.15일을 산출할 수 

있다. 육군장비정보체계를 통해 획득한 각 기종별 선정된 

수리부속의 정비기간에서 실제 정비인력이 정비한 40.15

일을 빼주면 정비인력이 유휴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은 행정 및 군수 지연기간으로 볼 수 있다. Table 

6은 시뮬레이션에 정비기간으로 입력되는 자료이다.

Table 7.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epair cycle time

Division
Man Repair 

time
Part order and 
shipping time

Administration 
delay time

UH60 Engine

EXPO
(40.1)

EXPO(25.9) EXPO(89.4)
500MD Engine EXPO(34) EXPO(30.1)
UH1H Engine EXPO(29.4) EXPO(1)
AH1S Engine EXPO(34) EXPO(79.7)

unit : day

Table 7에서 정비기간은 지수분포를 따르며, 모수는 

각 엔진이 소요되는 정비시간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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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원은 편제표에 의한 엔진팀의 정비인원으로 선정하

였다. 운용부대에서 정비소요가 발생하여 정비를 위해 창 

정비부대로 오는 기간은 육군장비정보체계에서 자료를 

획득하기 제한되었다. 기존 연구 자료(김성원, 이상진, 2007)

를 통해 운용부대에서 창정비부대까지 평균 1일이 소요

되는 확정값으로 적용하였다.

넷째, 창정비비 중 인건비는 연간 고정된 보수를 지급

하기 때문에 편제표 상 계급별 기준 호봉의 평균 연봉을 

적용하였다. 항공기 정비단 엔진팀의 계급별 연봉 총합은 

883,321,000원으로 고정된 인건비로 적용한다. 이를 통

해 창정비 수리부속 수리비에 소요되는 시간당 인건비 

537,791원의 단위노무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값을 정비

기간으로 곱해 수리부속의 단가와 정비횟수에 따른 수리

부속 수리비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수리부속의 재고수준이다. 항공기 정비단은 

군수사에서 유지하고 있는 인가저장품목에 대하여 연간 

보급수준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Table 8은 Fig. 2

를 적용하여 선정된 32개 수리부속의 보급수준이다.

Table 8. Parts inventory level

parts
Inventory 

level
parts

Inventory 
level

parts
Inventory 

level
parts

Inventory 
level

P01 4 P09 2 P17 14 P25 8
P02 1 P10 1 P18 14 P26 4
P03 8 P11 3 P19 15 P27 11
P04 1 P12 8 P20 11 P28 5
P05 7 P13 1 P21 14 P29 4
P06 7 P14 12 P22 4 P30 5
P07 3 P15 6 P23 8 P31 5
P08 3 P16 9 P24 22 P32 2

4.2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

시뮬레이션 모델은 Fig. 3과 같이 구성된다.

Fig. 3에서 기종별 헬기 엔진의 정비소요가 발생하면 

헬기 엔진의 장비가동률은 감소하게 된다. 정비소요 수리

부속을 결정하고 운용부대가 엔진 예비품을 보유하고 있

으면 엔진은 바로 교체가 되고 헬기 엔진의 장비가동률

은 향상되어진다. 만약 예비 엔진이 없으면 창정비 부대

인 항공기 정비단 엔진팀으로 정비 소요가 발생된 엔진

은 수송되어 진다. 창정비 자원인 정비인원과 정비를 위

한 검사․진단 장비, 수리필요 장비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의 정비소요발생률 및 정비능력에 따른 입고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입고 대기 후 정비소요 수리

부속의 재고를 확인하여 재고 보유 시 바로 정비에 들어

가고 재고가 없으면 군수사에 청구를 하게 된다. 각 수리

부속별 수송기간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되며 이 기간에 

정비요원들은 다른 정비를 하게 된다. 수리부속이 도착하

면 정비를 실시하고 출고검사 후에 최종적으로 엔진의 

장비가동률은 향상되게 된다.

Fig. 3. Simulation model

4.3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모델의 코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RENA 프로그램 상에 ‘Check Model’을 통해 오

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David, 2015). 그리고 한 

개의 개체를 생성시키고, 그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모델의 

논리와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실행 추적 화면은 Fig. 4와 

같다. 

Fig. 4에서 개체( )는 발생주기에 따른 정비소요 발

생, 정비흐름, 수리부속 재고 및 정비능력 부족 시 대기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실행추적을 실시

하여 모델이 설계의도대로 설계되어 실제 정비 및 수리

부속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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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ntity action trace screen

4.4 시뮬레이션 실행 결과

4.4.1 실행조건 설정

본 연구는 충분한 통계량 확보를 위해 총 1000회의 시

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행기간은 현재 항

공기 정비단 엔진팀의 정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수

집기간과 동일한 3년(1095일)을 설정하였다. 또한 일일 

평균 작업 가용인시인 4.5시간을 적용하여 1일 4.5시간

으로 설정하였다.

4.4.2 시뮬레이션 결과

대부분의 입력자료가 확률분포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충분한 

횟수의 실행반복을 통하여 통계량의 객관성을 확보하였

다. 엔진의 장비가동률과 정비기간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Availability and repair cycle time

Division
Component Available Rate Repair Cycle Time

Average Std.Dev Average Std.Dev
UH60 Engine 96.28 ±0.09 175일 ±2.29

500MD Engine 96.07 ±0.09 111일 ±1.89
UH1H Engine 98.71 ±0.06 86일 ±1.92
AH1S Engine 96.67 ±0.08 163일 ±2.16

장비가동률은 보유장비 대비 가동장비 비율에 대한 연

간 누적 평균값을 통해 산출하였고, 이는 임의시점에서 

실질적인 장비가동률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엔진의 목표가동률이 95%라고 가정하

면 장비가동률은 목표가동률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장비가동률은 전투부대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로서 시뮬레

이션 결과를 분석하여 정비 프로세스 상에서 장비 불가

동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3년간 정비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정

비기간과 비교시 실제 정비기간의 산술 평균값은 UH60 

엔진 169일, 500MD 엔진 106일, UH1H 엔진 76일, 

AH1S 엔진 165일로 Table 7의 시뮬레이션 정비기간과 

비교 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 

수준의 헬기 정비기간인 156일은 UH-60 엔진과 AH1S 

엔진은 충족하지 못했다. 정비기간은 정비부대의 성과지

표로 평시 정비소요와 전시를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정비

능력을 유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Table 10은 연간 창 정비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을 추정한 값이다. 

Table 10. Maintenance cost per year

Division
Spare

Acquisition
Labor

Part
repair

Part
inventory

Total

UH60 Engine 1,221 220 7,572 4,382 13,396
500MD Engine 409 220 25,857 3,531 30,018
UH1H Engine 1,897 220 3,326 494 5,938
AH1S Engine 790 220 4,716 4,653 10,381

총 합 59,736

unit : 1 million won

정비비용은 Table 3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인건비는 

2015년도 육군비용편람 자료를 통해 항공기 정비단 엔

진팀의 구성원들의 계급별 연간 급여 및 운영유지비의 

총합으로 산출한 883,321,000원이 되며 4개 기종의 엔진

의 인건비로 균등하게 할당하였다. 수리부속 수리비는 시

뮬레이션을 통해 정비기간과 정비 횟수를 산출하고 수리

부속 단가는 육군장비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한 표준단가

를 적용한다. 단위노무비를 계산하기 위해 연간 인건비

(883,321,000원)÷1년(365일)÷1일 작업시간(4.5)시간으

로 계산하면 시간당 537,791원의 단위노무비를 얻게 된

다. 예비품 획득비와 수리부속 재고비는 기종별 엔진 예

비 수량과 수리부속의 재고수준에 예비엔진 및 수리부속

의 단가를 적용해 계산하였다.

4.4.3 군수지원능력에 따른 장비가동률과 정비비용

장비 가동률의 직접적인 영향 요소인 장비 불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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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정비기간과 수리부속 대기기간의 불확실성에 기인

한다. 또한 장비의 정비를 위한 정비인력의 인건비, 수리

부속 수리비 및 재고비는 정비비용에서 상당부분을 차지

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군수지원능력의 영향력

을 확인하고 군수지원능력의 변화에 따른 비용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공기 정비단 엔진팀의 시간당 작업능력을 11 ∼ 16

까지 변화시켜 장비가동률과 정비비용 변화를 측정하였

다. 작업능력을 낮추면 인건비는 감소하게 되지만 정비기

간 증가에 따라 수리부속 수리비가 증가하게 되어 Fig. 5

와 같이 정비비용이 작업능력에 반비례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 Maintenance cost and component available 
rate for maintenance ability change

Fig. 6은 작업능력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대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 단위비용당 가용도 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Fig. 6. Cost effectiveness analysis for change of 
maintenance ability

Fig. 6을 보면 시간당 작업능력이 높을수록 단위 비용

당 가동률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업능력이 향상되면 인건비의 증가보다 수리부속 

수리비의 감소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은 기종별 예비엔진의 수량 변화에 따른 장비가동률과 

정비비용이다. 예비엔진이 증가함에 따라 장비가동률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

엔진의 수량 변화가 정비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예비

엔진 획득비용의 변화만이 정비비용에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예비엔진 수량은 정비기간보다 장비가동률에 더욱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비 엔진의 

수량에 따라 장비가동률과 정비비용의 변화가 비례하기 

때문에 예비엔진 수량을 적게 보유하면 정비비용이 감소

하지만 장비가 적정 시간에 운용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비용(위험)은 일차적인 수치적 정비비용요소 만이 

아닌 군사작전과 군수지원 측면 모두 더욱 큰 비용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Fig. 7. Maintenance cost and component available 
rate for spare engine number change

Fig. 8은 예비엔진의 수량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단위비용당 가용도 효과를 그

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Fig. 8. Cost effectiveness analysis for change of 
spare engine number

Fig. 8을 보면 예비엔진의 수량이 적을수록 단위 비용

당 가동률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은 예비엔진 수량이 정비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정비

비용보다 장비가동률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볼 수 

있다. Fig. 9는 기종별 엔진 수리부속의 재고수준 변화에 

따른 장비가동률과 정비비용이다.

Fig. 9와 같이 수리부속의 재고수준을 초기값(현수준)

에서 


, 


씩 감소시키고, 반대로 1.5배, 2배씩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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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변화를 주었다. 수리부속의 재고수준을 증가시키면 수

리부속 재고비는 증가하지만 수리부속 대기기간이 단축

되어 수리부속 수리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리부속을 


 감소시키는 경우 목표가동률인 95%를 충

족시키지 못하고 정비비용도 


감소와 초기값보다 더 많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리부속 재고를 

너무 적게 보유하면 목표가동률을 유지할 수 없으며 너

무 많이 보유하면 장비가동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재고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기종별 엔진의 수리부속 재고수준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단위비용당 가용

도 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Fig. 9. Maintenance cost and component available 
rate for parts supply level change

Fig. 10을 보면 수리부속의 재고수준을 


감소로 보

유시 단위비용당 가동률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리부속 재고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0. Cost effectiveness analysis for change of 
parts supply level

4.4.4 장비가동률과 정비기간에 영향을 끼치는 군수지

원요소

민감도 분석을 통해 군수지원능력이 장비가동률과 정

비비용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수치적으로 장비가동률에 얼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데는 제한이 되었다. 이를 위해, 실험 설계법인 

NOLH(Nearly Orthogonal Latin Hypercube)기법을 사

용하여 33개 시나리오를 Table 11과 같이 구성하였다.

Table 11. NOLH scenario

Scenario
Spare engine Parts inventory level

Maintenance 
abilityUH

60
500MD

UH
1H

AH
1S

UH
60

500MD
UH
1H

AH
1S

1 0 4 3 3 2 3 2 3 16
2 0 0 4 3 3 4 2 4 16
         
33 4 3 3 4 4 5 3 4 12

Table 11에서 독립변수들의 범위는 민감도 분석에 적

용한 범위로 한정하였다. 또한 수리부속 재고수준은 

NOLH Spreadsheet Model 입력시 2배 증가는 5, 1.5배 

증가는 4, 현 수준은 3, 1/2 감소는 2, 1/4감소는 1로 입

력하여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행조건은 

기존과 동일한 상태인 1000회를 수행하였으며 Table 12

는 시나리오별 장비가동률과 정비기간의 결과값이다.

Table 12. NOLH scenario result

scenario
Engines Availability Engines repair cycle time

UH
60

500
MD

UH
1H

AH
1S

UH
60

500
MD

UH
1H

AH
1S

1 94.1 97.48 98.54 98.16 170 96 88 148
Std.Dev ±0.09 ±0.05 ±0.06 ±0.08 ±1.76 ±2.16 ±1.99 ±1.57

2 94.54 96.2 99.06 98.29 156 89 84 142
Std.Dev ±0.07 ±0.08 ±0.07 ±0.09 ±2.3 ±1.88 ±2.05 ±1.69
        
33 96.56 95.98 98.25 98.14 186 124 103 175

Std.Dev ±0.07 ±0.09 ±0.09 ±0.08 ±1.44 ±1.66 ±2.13 ±1.78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서 장비가동률을 

독립변수인 예비엔진 수량과 수리부속 재고수준, 작업능

력으로 UH60엔진 대상으로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는 

0.982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 

.964(96.4%)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예비엔진 

수량, 수리부속 재고수준, 작업능력이 종속변수인 UH60 

엔진 장비가동률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Durbin-Watson은 2.316의 수치가 나타났는데, 그 수치

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55.509의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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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UH60 engin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

B
Std.
er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87.902 .435 202.057 .000
Spare engine .702 .031 .814 22.873 .000 .991 1.009
Part inventory

level
.311 .038 .290 8.157 .000 .991 1.009

Maintenance
ability

.352 .031 .408 11.507 .000 1.000 1.000

R : .982, R2 : .964, 수정된 R2 : .960, Durbin-Watson : 2.316
F = 255.509, P = .000

Table 13에서 독립변수들은 t값이 모두 ±2.58 이상이

고 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p<.01이므로 유의미한 값

으로 해석되며 공차한계값이 0.1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

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5)와 같다.

Y=87.902+0.702X1+0.311X2+0.352X3 (5)

식 (5)를 보면 Y는 UH60의 장비가동률이 되며 X1은 

예비엔진 수량, X2는 수리부속 재고수준, X3은 작업능력

이 되겠다. 이를 통해 장비가동률에 영향력이 큰 우선순

위는 예비엔진수량, 작업능력, 수리부속 재고순이 되겠으

며 예비엔진 수량이 작업능력과 수리부속 재고수준보다 

약 2배 이상 영향력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 .964 (96.4%)로 나타났으며 군

수지원업무와 관련된 인원에게 제약된 예산과 조건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각을 제공 할 수 있다. 마찬가지

로 각 엔진별 장비가동률과 정비기간에 대한 다중회귀분

석을 통해 영향력을 확인하여 정비프로세스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창 정비능력에 따라 장비 및 구성품의 장비가동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창 정비능력은 한정되어있고 공유되

기 때문에 단일 장비의 정비소요 발생률을 고려한 장비

가동률 측정이 아닌 정비부대에서 정비가 되는 복수 장

비의 정비소요 발생률과 연계하여 창 정비 부대에서 정

비하는 모든 장비의 장비가동률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복수 장비를 정비하는 단일 부대인 창 정비

부대에서 정비되는 장비 및 구성품들의 정비소요 발생률

을 고려해 각 구성품의 장비가동률과 정비기간을 분석하

고 정비비용에 대한 비용추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장비 및 구성품에 대한 장비가동률을 측정

하고 평가시 정비부대의 정비능력과 정비부대에서 정비

하는 복수의 다양한 장비들의 정비소요 발생률을 고려하

였다. 기존 연구는 단일 기종의 정비소요 발생률을 고려

해 정비계단별 정비부대의 능력에 따라 운용 가용도를 

측정했다면 본 연구는 창 정비계단에서 복수의 장비의 

정비소요 발생률을 반영해 장비가동률을 측정하여 창 정

비를 대상으로 하는 복구성 품목의 장비가동률을 판단하

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정비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요소

를 정의하고 정비기간에 따라 변동되는 정비비용을 판단

하여 제한된 예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표를 제

시하였다. 육군에서 규정한 기술수준별 작업능력과 정비

부대에서 실제로 투입된 정비인시를 접목하여 창 정비팀

의 평균 정비당 정비기간과 시간당 정비비용을 도출하는 

정비비용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장비의 가동률에 대한 학문분야에서 과거 대기

행렬이론,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연구에서 확장하여 실

험계획법과 비용대 효과분석이론을 접목시켰다는 것에서 

학문적으로 기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의 현실성 강화를 위해 다

음과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비 프로세

스의 다양한 변수에 따른 장비가동률에 미치는 영향 정

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정비부대의 정비능

력에 따라 구성품의 장비가동률을 측정하고 최소의 비용

으로 목표가용도를 달성하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변수

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장비별 정비소요 발생률, 수송 및 

발주시간 등 추가적인 변수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장비가동률에 미치는 영향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의사

결정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비능력 중 정비인력의 피로도를 반영하는 것

이다. 기술수준과 동시에 피로도를 반영해 현실성 있는 

정비능력을 판단하고 장비가동률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정비요원들의 인적요소 중 기술수준을 

고려했으며 계급별로 기술수준이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정비부대의 실제 기술수준 평가표를 

통해 기술수준을 반영하고 피로도를 고려해 시뮬레이션

을 시행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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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도입 및 개발단계에서 

목표 가용도와 정비계획을 고려할 때 창 정비부대에서 

정비하는 다른 기종의 정비소요 발생률을 반영해 정비계

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무기체계 도

입이 타 기종의 장비가동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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