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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과도 최적화 기반 양산 무기체계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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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ss Production Weapon System Environmental 
Stress-Screening Test Design Method based on 

Cost-effective-Optimization
Jangeun Kim†

Technology Forecast and Assessment Team,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Purpose: There is a difficulty in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ESS) test design for weapon 
system’s electrical/electronic components/product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overcome this difficulty, I propose an easy ESS test design approach algorithm that is optimized 
with only one environment tolerance design information parameter ( ). 
Methods: To propose the mass production weapon system ESS test design for cost-effective 
optimization, I define an optimum cost-effective mathematical model ESS test algorithm model 
based on modified MIL-HDBK-344, MIL-HDBK-2164 and DTIC Technical Report 2477.
Results: I clearly confirmed and obtained the quantitative data of ESS effectiveness and cost 
optimization along our ESS test design algorithm through the practical case. I will expect that 
proposed ESS test method is used for ESS process improvement activity and cost cutting of mass 
production weapon system manufacturing cos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nclusion: In order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 I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ESS test and the proposed algorithm ESS test based on the existing 
weapon system circuit card assembly for signal processing.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t was 
confirmed that the test time was reduced from 573.0 minutes to 517.2minutes (9.74% less than 
existing test time).

 1)

Keywords: Mass Production Weapon System,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ESS), 
Cost-Effective, Optimization, MIL-HDBK-344

1. 서  론

현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많은 생산 기술과 다

양한 공정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결함이 무기체계 제

조공정에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제조공정에 유입되

는 결함 중 육안 검사, 기능 시험 등 기존 품질 관리 절차

를 통해 검출할 수 있는 ‘명백결함’과 무기체계 복잡

성과 제조공정의 복잡도로 기존 품질 관리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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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ocuments Summary of main contents

NAVMAT P-9492
Navy Manufacturing Screening Program

This is the ‘grandfather’ of all current ESS standards and documents. 
This document contains a baseline ESS regimen which has been 
extensively implemented on U.S. Navy programs. This document also 
defines temperature change rates in terms of equipment response instead 
of chamber air condition.

RADC-TR-86-149
RADC Guide to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This technical report, developed by Rome Laboratories, contains 
quantitative techniques for planning,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cost 
effectiveness of stress screening programs for electronic equipment. A 
method of estimating the number of defects remaining in the delivered 
product is also provided.

MIL-HDBK-781
Reliability Test Methods, Plans, and 

Environments for Engineering 
Development, Qualification and Production

Although this is a handbook which was developed for reliability testing, 
there is a section which describes three methods for monitoring ESS(the 
computed ESS time interval method, the graphical method and standard 
ESS method)

MIL-HDBK-344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of 

Electronic Equipment

This handbook covers a variety of important issues, including contractual 
aspects, planning for development and production phase ESS, and 
incorporation results of different program test phases. This handbook also 
contains a mathematical methodology for developing a screen.

Table 1  Assembly level defect types precipitation thermal screen and vibration screen[1-4]

검출이 제한되는 ‘잠재결함’ 2가지 종류가 있다. 이 2
가지 결함 중 생산공정에서 검출되지 않은 ‘명백결함’ 
일부와 ‘잠재결함’이 무기체계에 잔류된 상태로 출고

가 되고, 이러한 결함은 무기체계 운용 초기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초기 결함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기체계 생산공정 중 부품, 구성품 및 완성품에 

온도 주기 또는 진동과 같이 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명백결함’ 및 ‘잠재결함’을 초기에 유발시켜 결함검

출/제거/개선하는 활동을 환경 부하 선별(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ESS) 시험이라 하며, 관련 주요 표준, 
편람 및 기술보고서는 아래 <Table 1>과 같다. 
환경 부하 선별 시험 기술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 

<Table 1>의 문서 내용을 요약하면, NAVMAT P-9492
의 경우 현재 모든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표준/지침의 효

시로 미 해군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환경 부하 선

별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 문서이며, 
RADC-TR-86-149의 경우 미 Rome Laboratory에서 발

생된 문서로 전자 장비를 위한 환경 부하 선별 시험의 

계획, 감시/관찰, 통제, 비용 효과도 등 환경 부하 선별 

시험에 관한 기술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 국방성에서 MIL-HDBK-781/MIL-HDBK- 
344를 발행하여,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설계/개선을 위

해 수식을 기반으로 접근한 문서로 현재 국방 분야에

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서이다[1-4]. 이러한 문서를 

기반으로 무기체계 개발기관은 개발 시 수준이 양산 

중에도 동일한 수준의 무기체계 품질 신뢰성을 보장

하고 무기체계 제조/양산 시 다양한 공정 환경에서 유

입되는 결함요소를 환경부하(온도, 진동)를 활용하여 

결함검출, 제거, 개선하기 위해 환경 부하 선별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5, 6]. 그러나 무기체계 구성품을 생산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Table 1>과 같이 환경 부하 

선별 시험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있지만, 일반적인 표

준/편람 기술 자료와 같이 방대한 품질/신뢰성 기술

의 나열로 전문가가 아닌 경우 초기고장을 최소화 하

기 위해 정량화 기반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설계가 제

한되는 실정이다[7].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

여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설계 복잡성 및 어려움을 최

소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내환경 설계정보 중 온도 한 

가지만으로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설계 방법을 제안

하였다. 
서론에 이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

서는 MIL-HDBK-344 기반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정량

적 모델,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최소화 설계 방법

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설

계 방법 및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

적 설계 유효성 확인한다. 마지막 제 3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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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and variable relationship 

Test Type


Range Test Environment 
condition

Range Test defect Detection/
Removal ability

Range

Functional only 0.5~8.8 Testing performed under 
ambient conditions only 0.2~0.6 Observe/Isolate the defect and 

the probability of removing 
the defect 

0.8~1.0
Functional 

and parametric 0.8~1.0 Testing performed 
concurrently with stress 1.0

Table 2  Detection efficiency parameter based on MIL-HDBK-344

2. 본  론

2.1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정량적 모델

(MIL-HDBK-334)

MIL-HDBK-334 기반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수학적 모델

의 변수 관계는 <Fig. 1>과 같이 입력결함밀도(), 환
경 부하 선별 시험(ESS Test), 환경 부하 선별 시험 결과

(ESS Test Result)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5, 6].
첫 번째 단계인 ‘입력결함밀도( )’는 제조 공정에 

유입되고 있는 결함밀도를 의미한다. ‘입력결함밀도

( )’의 결함 종류로는 기존 품질 관리 절차를 통해 검

출될 수 있는 명백결함()과 기존 품질 관리 방식으

로 검출이 제한되는 잠재결함() 2가지 종류의 결함

으로 구성되어 식 (1)과 같다.

                             (1)

두 번째 단계인 ‘환경 부하 선별 시험’은 환경 부하 

선별 시험을 통해 무기체계에 유입되는 명백결함을 

검출하고 제거하는 능력에 대한 척도로 정의되는 결

함검출효율( )과 잠재결함을 명백결함 형태로 유

도시켜 검출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척도로 정의

되는 결함유도효율()로 나타낸다. 명백결함을 검

출/제거하는 검출효율은 <Table 2>와 같이 세 가지(검
사 유형, 검사 중 환경 조건, 결함 발견/제거 능력) 계
수에 따라 결정되며, 검출효율은 식 (2)와 같다.

  × ×                       (2)

이어서 잠재결함을 명백결함 형태로 유도해서 검

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유도효율은 부하 지속

시간의 함수로 온도부하와 진동부하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온도부하에 관한 결함유도효율() 식 

(3)과 같다.

 
                         (3)

여기서 는 온도 부하 유형(<Table 3> 참조), 

은 온도부하 인가 주기 횟수이다. 이어서 진동부하에 

관한 결함유도효율() 식 (4)와 같다.

 
                         (4)

여기서 는 분 단위 진동부하 인가 시간, 는 진

동부하 유형(<Table 3> 참조), 는 가중요소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시 온도부하와 진동부하를 직렬로 인

가할 경우 1이며, 병렬로 인가할 경우 1.18이다[8]. 
마지막 단계인 ‘환경 부하 선별 시험 결과’는 환경 

부하 선별 시험을 통해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무기체계

에 남아있는 결함을 의미하는 잔류결함밀도( )
와 환경 부하 선별 시험을 통해 제거된 결함밀도를 의

미하는 제거결함밀도( )로 나눌 수 있으며, 식 

(5)~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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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Stress Type

Precipitation Efficiency of
Temperature Stress Equation

Temperature
Cycling

   

      ℃

   ℃

Constant 
Temperature

  

      ℃

Vibration
Stress Type

Precipitation Efficiency of 
Vibration Stress Equation

Random
Vibration

  

 

Swept sine
Vibration

  

 

Fixed sine
Vibration

  

 

Table 3  Precipitation efficiency parameter based

on MIL-HDBK-344
Temperature

Stress Type
Effectiveness

(Relative value)

Temperature Cycling
2.5680(1.000)

*Reference Value
Temperature Constant 21.9200(8.5358)

Vibration

Stress Type
Effectiveness

(Relative value)

Random Vibration
4.3030(1.000)

*Reference Value
Swept sine Vibration 158.5000(36.8348)
Fixed sine Vibration 532.4000(123.7276)

◎ Common parameter condition
   - ESS effectiveness comparison point →   : 0.5

*Reference input value →   : 2.0, : 1.0
◎ Specific parameter Value condition by stress type
   - Temperature( : 130℃, ℃: 5℃), Vibration(8 Grms)

Table 4  ESS test effectiveness comparison results

              



(5)

           ×   ×  (6)

2.2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최소화 설계 방향

양산 무기체계에 대한 환경 부하 선별 시험을 수행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미 국방 기술정보센터(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DTIC)에서 발행된 지침

에 따라 비용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최적화를 위해 환경 부하 선별 비용 모델

()을 식 (7)을 적용할 수 있다[9]. 

                    (7)

여기서 는 장비비용, 는 무기체계 환경 부

하 선별 시험 절차 비용, 는 조사 및 분석 비용, 
  결함검출 실패 비용이며, 환경 부하 선별 비용 모

델에서 시험에 따른 비용 변수는 무기체계 환경 부하 

선별 절차 비용( )으로 식 (8)과 같다.

                  (8)

여기서 은 노무비, 는 관리비이며, 환경 부

하 선별 시험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

()에 관한 세부식은 식 (9)과 같다.

 

 × ×      (9)

여기서 는 하나의 대상 장비 세트를 시험장비에 

설치 시 걸리는 시간, 는 하나의 대상 장비 세트에 

대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동안 소요되는 감시 시간, 
는 하나의 대상 장비 세트를 시험장비에서 분리하

는데 걸리는 시간, 는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후 대상 

장비 세트 기능 검사 시간, 는 대상 장비 세트 당 제

품 수, 은 시간당 환경 부하 선별 시험 기술자 인건

비용 그리고 는 조달 로트에 따른 제품 수로 정의된다

[9]. 즉, 시험 소요비용 최소화를 위해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소요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MIL-HDBK-344
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부하 인가 방법 중 온도 부하 유

형(Temperature Cycling)과 진동 부하 유형(Random 
Vibration)을 적용 시 최소 시험 소요시간이 소요됨을 

<Table 4> 및 <Fig. 2>를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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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cycling and constant

    

(b) random, swept sine and fixed sine vibration

Fig. 2  ESS test effectiveness comparisons

2.3 제안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설계 방법 

실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프로파일 구조는 MIL-HDBK-2164에서 정의한 것을 

사용하며[10], MIL-HDBK-2164 프로파일을 기반으

로 전체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소요시간()에 대한 

프로파일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식 (10)과 같이 나

타할 수 있다.

  


       (10)

여기서 는 분 단위 시간 온도 유지구간이

다. 식 (11)의 온도부하 인가 주기 횟수( ) 및 진

동부하 인가 시간() 변수를 무기체계 내환경 설계 

정보(온도범위( ), 온도변화율범위(), 진동크

기범위()) 변수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 식은 식 

(12)과 같다.

     


 

 (11)

 


  (12)

독립변수 온도부하 인가 주기 횟수와 분 단위 진동

부하 인가 시간 변수로 구성된 식 (10)을 식 (11)~식 

(12)의 변환 식을 적용하여 내환경 변수로 구성 식으

로 아래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    

  




 

 

마지막으로, 무기체계 제조 공정생산능력에 따라 

무기체계에서 허용하고자하는 목표 잔류결함밀도

() 변수를 고려한 변환 식은 아래 식 (14)
와 같다.

  

      (14)

유도된 식 (13)으로부터 무기체계 설계 허용 가능 

최대 온도변화율()과 허용 가능 최대 

진동크기()하에 독립변수 온도범위

( )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설계된 부하 선

별 시험 전체 소요시간을 구할 수 있다. 제안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설계 방법 수

행을 위한 사전 정의 변수는 <Table 5>와 같으며, 전
체 알고리즘 구조는 <Fig. 3>과 같다.



General 
Parameter Value Information

Temperature Stress 
Parameter Value Information

Vibration Stress 
Parameter Value Information



Development 
technical data or 

FRACAS data


Process
capability


Process

capability

 

Allowable 
remaining defect 

density


Within 
specification





Within 
specification

(Maximum value)

   

Temperature 
holding time



   

Within 
specification

(Maximum value)


Test type
(Series: 1

Parallel: 1.18)
◎ Applicable condition ⇨ Reference: MIL-HDBK-344
   - The defect density ratio: 50%(): 50%() 
   - Mixed(Temperature+Vibration) stress detection ratio: 80%(Temperature), 20%(Vibration) 

Table 5  Summary of previous definition ESS test parameters based on cost-effective and optimized desig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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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st-Effective and optimized design algorithm of 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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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eapon system signal processing circuit card assembly configuration(front and back)

Defect 
Density

Stress Type
Allowable Product Maximum 

Operating Stress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ESS) Test Model
ESS Profile

Cycle


 

Temperature
Cycling

 
 ∼℃

<∆   ∼℃>
 

 ∼℃

   ℃

<∆   ∼℃>
     ℃    

     
Random
Vibration

 
 ∼

      

 
 

   

◎ Defect Density: Simple CCAs typically have defect densities between 10% and 20% while this may rise toward 
100% for the more complex CCAs

Table 6  ESS test specification of circuit card assembly for weapon system signal processing

위 제안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

적 설계 방법 알고리즘에 대한 첫 번째 순서로 무기

체계 개발 자료, 무기체계 제조업체 고장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 시스템(Failure Reporting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FRACAS)을 기반으로 MIL-HDBK-344
에서 정의한 입력결함밀도를 계산한다. 이어서 무기

체계 제조 공정생산능력에 따라 무기체계에 허용 가

능한 목표 잔류결함밀도(), 시간 온도 유지

구간(), 온도범위( ), 온도변화율범위(), 
진동크기범위() 및 시험유형()를 정의한다. 두 

번째 순서는 시험 대상 장비에 허용 가능한 최대 온도

변화율/진동크기가 인가된 상태에서 허용 가능한 온

도범위 내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환경 부하 선별 시

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설계 식 (13)을 기반으로 이

론적인 환경 부하 선별 최저 시험 소요시간을 산출한다. 
이어서 산출된 이론적 최저 시험 소요시간과 주기 기

반 최저 시험 소요시간에 대한 시간 차이 비교를 통해 

차이가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차이가 있는 

경우 이론적 최저 시험 소요시간과 주기 기반 최저 시

험 소요시간 차이 비교를 통해 최소잔차값(Minimum 
Residual value)을 가지는 주기 기반 시험시간을 선택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산출된 값들을 기반으로 대상 

장비에 대한 최적화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프로파일 

구조 연산/출력 후 종료된다. 

2.4 제안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설계 실사례 기반 유효성 확인

본 논문에서 제안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설계 알고리즘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위

해, 기존에 설계된(제조공정 경험 법칙에 따른 설계) 
무기체계 신호처리용 회로카드조립체의 환경 부하 

선별 시험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환경 부

하 선별 시험의 비용 대비 효과도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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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SS test profile graph of circuit card assembly for weapon system signal processing

  Stress Type                     

0.1500
Temperature Cycling 0.1200 0.0261 0.0939

0.0344
Random Vibration 0.0300 0.0084 0.0216

Table 7  Existing ESS test result of circuit card assembly for weapon system signal processing

Defect 
Density

Stress
Type

Allowable Product 
Maximum Operating Stress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ESS)
Test Model

Allowable Remaining 
Defect Density 

DIn:
0.1500

Tempe-
rature

Cycling

  0~130℃
<∆  -55~75℃>

  0~℃/min

    
      

  ℃
: 0.0344
(Goal: Equivalent 
over existing ESS 
test Effectiveness)

  

Random
Vibration

   ∼   

    
  

 

    

    

  

◎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test profile Temperature maintenance internal(): 10 minutes

Table 8  ESS test scenario based on cost-effective and optimized design algorithm

제안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설계 알고리즘에 대한 유효성 확인에 앞서 기존 무기

체계 신호처리용 회로카드조립체의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효과도 분석을 위해 입력결함밀도를 산정한다. 
제조공정 시 회로카드조립체에 유입되는 입력결함밀

도는 약 10~20%의 결함밀도가 유입되며, 신호처리용 

회로카드조립체의 경우 15%(일반제조공정)의 입력

결함밀도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이어서 

유입된 입력결함밀도의 명백결함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인 결함검출효율은 0.85(일반공정능력)로 정의

한다. 앞서 정의된 변수를 기반으로 기존 무기체계 신

호처리용 회로카드조립체의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프

로파일 설계 사양은 <Table 6>, <Fig. 5>와 같으며, 환
경 부하 선별 시험 수행 결과에 대한 잔류결함밀도와 

제거결함밀도는 <Table 7>과 같다. 
<Table 7>과 같이 기존 무기체계 신호처리용 회로카

드조립체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효과도 결과 대비 제안된 

시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설계 알고리즘 기반으로 

산출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효과도 분석 순서는 아래

와 같다. 먼저 시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설계 적용에 

앞서 기존 무기체계 신호처리용 회로카드조립체 환경 부
하 선별 시험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입력결함밀도

(  ), 결함검출효율(     ), 
온도부하와 진동부하 동시인가(   ) 및 목표 잔

류 결함밀도(    )
를 적용한다. 이어서 허용 가능 최대 부하 정보 기반으

로 온도변화율(   ∼℃), 허용

온도범위(    ∼℃),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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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SS total test time graph based on tempe-

rature range and vibration force

Fig. 7  ESS total test time contour graph based on cost-effective and optimized design algorithm

Fig. 8  ESS total test time graph(   ) based on cost-effective and optimized

허용진동크기(    ∼ )를 정의

한다. 
앞서 정의한 각 변수(<Table 8> 참조)를 식 (13)에 

입력 후 독립변수 온도범위(   )와 진동

크기(  ) 기반종속변수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전체 소요시간() 결과는 <Fig. 6>과 같다. 
이어서 온도범위( )와 진동크기() 

이 두 독립변수를 기반으로 신호처리용 회로카드조립

체에 유입되는 입력결함밀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아래 등고선 그래프 결과와 같이 진동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소요시간이 작아지

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최대 진동부하(GProduct(Maximum) =  
8 Grms)를 인가한다. 
다음 단계로 최대 진동부하 인가 기반 허용 가능한 온

도범위(     )에서 이론적 최소값은 

등고선 그래프 <Fig. 7>의 점선(--)부분을 <Fig. 8>과 같이 
단면으로 도시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전체 소요시간(   )의 이론적 최소값

(min      ≤     

≤ )은 *표시와 같이 517.1분이다. 
일반적으로 주기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프로파일은 이론적 최소값(517.1분)으로 

설계 할 경우 주기형태의 프로파일 구성에 제한이 있

어 주기에 따른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프로파일을 선택

해야 하며, 프로파일 주기에 따른 소요시간(표시: ◯)
은 <Fig. 8>과 같다. 이러한 주기 형태를 따르는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프로파일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도 최

적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이론적 최소값 시험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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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SS test profile graph based on cost-effective and optimized design algorithm

Condition Temperature Cycling Random Vibration
Cycle and Temperature 

holing time
Total ESS
Test Time

Before
Improvement

  ℃

<∆    ∼ ℃ >
  ℃

   

   

     

    
   

573.0
minutes

After
Improvement

  ℃

<∆    ∼ ℃ >
  ℃

   

   

     

    
   

517.2
minutes

Table 9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ESS profile result comparison for circuit card assembly for weapon

system signal processing

주기 기반 시험시간 사이에 최소잔차값을 가지는 주기 

기반 시험시간(표시: □)(7주기/시험시간: 517.2분)을 

선택한다. 본 과정을 통해 설계된 신호처리용 회로카

드조립체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프로파일은 <Fig. 9>와 

같이 산출 할 수 있으며, 환경 부하 선별 시험에 대한 

최적화 전/후 결과는 <Table 9>와 같다.

3. 결  론 

양산 무기체계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조/양산시 적용되는 수많은 생산 기술과 다양한 공

정 환경에서 유입되는 결함요소를 환경부하(온도, 진
동)를 활용하여 결함검출, 제거, 개선하기 위한 환경 

부하 선별 시험(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ESS)
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되

는 양산 무기체계 산업의 경우 하위 구성품은 중소기

업(부체계업체)에서 제조되어 대기업(체계업체) 납품 

하거나, 정부에 직접 납품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적/인적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양산 무기체계 구성품 신뢰

성을 보장하고, 초기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량화 

기반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설계의 어려움과 높은 시험 

소요비용으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수행에 제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인적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서 

MIL-HDBK-344 기반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설계 복잡

성 및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가지 무기체계 내

환경 설계 정보( : 온도범위)만으로 비용 대비 효

과도 최적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적 설계 유효성 확인을 

위해 기존에 설계된 무기체계 신호처리용 회로카드

조립체의 환경 부하 선별 시험과 제안된 환경 부하 선

별 시험의 비용 대비 효과도 비교 하였다. 효과도 상

호 비교를 위해 입력결함밀도(0.1200)에서 목표 잔류

결함밀도(0.0344) 도달을 위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시간 비교결과 제안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시간

(517.2분)이 기존 환경 부하 선별 시험 시간(573.0분) 
대비 시험 소요시간을 9.74% 감소시킴을 확인하였으

며, 제안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비용 대비 효과도 최

적 설계 방법 기반으로 쉽게 최적화된 환경 부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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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설계를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무기체계 환경 부하 선별 시험 개선 활동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환경 부하 선별 시험에 소요

되는 비용/시간을 최적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 연구방향은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효과도가 

높다고 알려진 6-자유도 반복 충격(6-DOF Repetitive 
Shock)이 포함된 환경 부하 선별 시험 효과도 최적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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