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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Reliability evaluation of One-Shot systems which fly at speed of Mach must evaluate as 

the result which leads a many firing test. But many firing test the fact that is impossible is 

actuality with problem of budget. Method of prediction leads consequently with alternative 

and will be able to present the alternative which evaluates. Prediction of One-Shot systems 

that how many did accumulate a many experience data according to the accuracy is 

decided, there is a possibility of seeing. One like shot our country and the method which 

is indirect leads from the environment where the test data is insufficient and only will not 

be able to set the direction of prediction, the present paper about such method describes 

217 Plus where is a reliability prediction standard which is new the thing in standard.

 

 

1. 서론  
One-Shot 시스템 신뢰도 평가는 발사시험을 통해 통계 으로 산출한 값을 기 으로 이루어

져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유도탄과 같은 무기체계는 그 가격이 매우 비싸 신

뢰성 평가 비용에만 약 100억정도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에 한 안으로 신뢰도 측을 통해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유도탄의 추진기 과 같은 무기체계의 신뢰도 측은 얼마나 많은 

경험  자료를 축 하 는가에 따라 그 정확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평가경험이 미약한 경우 간 인 방법을 통해 측의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으며, 본 

논문은 추진기 의 사례를 들어그러한 방법에 한 것을 새로운 신뢰도 측 규격인 217 Plus

를 기 으로 기술한다.

Def Stan 00-42에 의하면, One-Shot 시스템 는 시스템의 신뢰도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

다.

“일반 신뢰도의 정의와 비교할 때 차이 은 기능을 요구하는 일회  시 이며, 성공확률로 

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One-Shot 시스템 는 시스템은 일회  사용을 목 으로 설계 된 

것을 말하며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하나는 탄약과 같이 제조 이후 긴 장시간을 갖는 장

비 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상 으로 짧은 장시간을 갖는 발사체류

의 장비나 시스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One-Shot 시스템 는 시스템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단 한번만 수행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은 화학반응 

는 물리  형태의 변형을 수반하는 비가역 (irreversible) 과정을 갖는다.

(2) 기 자, 기계  구조  특징을 갖지만 사용  완벽한 시험은 있을 수 없다. 즉 

Full-mode의 시험은 시스템의 부분 는 체 인 변형이나 괴를 수반하며 One-Shot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들 역시 비가역 이다.

(3) 따라서 신뢰도 평가는 통계  방법에 의한 샘 링과 Full-mode 시험이 가장 효과 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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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분야의 One-Shot 시스템 는 시스템은 부분 10~20년 정도의 장시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의 환경변화에 따른 변형도 신뢰도평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5) 부분의 One-Shot 시스템 는 시스템은 긴 장시간 이후 궁극  목 으로 사용되는 

경우 보다는 폐기, 즉 비무장화, 단계를 갖는다. 따라서 폐기 단계를 한 안 성(Safety) 

는 환경 요인 등도 고려의 상이다.

시스템의 임무 동안의 신뢰도 측은 임무 단계의 환경  임무 단계별 시스템 동작 조건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들의 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운용환경이 미사일 는 항공기 등과 같이 짧은 시간에 환경조건이 변하는 시

스템의 경우 정확하게 신뢰도를 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부분 시스템

벨의 임무 신뢰도 측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분리한 신뢰도 측함수를 사용하여 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1)   ×

여기서
의 의미는 시스템 자체가 가지는 물리  특성에 의한 고유의 고장률을 반 한 

신뢰도함수이며, 


은 임무동안 고장의 원인별로 평가한 고장률의 신뢰도함수이다. 개는 

임무 단계의 신뢰도함수는 Weibull 함수 형태를 갖는다. 한편 시스템 고유의 신뢰도는 사용 목

에 따라 이미 많은 수의 규격이 활용되고 있으며, 임무 단계의 신뢰도는 경험  제원을 활용

한 통계  모델이 많이 사용된다.

2. 시스템 임무신뢰도 측 차
 

2.1 추진기 의 배경

  인류가 사용한 추진기 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가장 오래된 역사는 국에서 화살의 

추진력에 화약을 사용한 것이고, 최 로 성공한 추진기 은 1957년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발사한 Jupiter 로켓이며, 최근엔 우주로 향한 거의 모든 발사체들이 액체추진기 과 고체추진

기 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술  용도의 미사일의 부분 고체추진기 을 사용하며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일본은 액체와 고체 추진기 을 결합하여 발사체에 사용하며, 국, 

러시아 등만이 액체추진기 을 사용하고 있다.

2.2 추진기 의 구성

  추진기 은 일반 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은 형상이며 화장치(Igniter), 연소 (Case), 

구동노즐(Nozzle)  추진제(Propellant Grain) 등 4개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치의 주

요 기능은 [표 1]과 같다.

그림 1 추진기  형상

    

장치명 주요 기능

점화장치
전기적 신호를 받아 추진체를 구동하는 점
화장치(Pyrotechnic Device)

연소관
고체의 추진제를 내부에 포함하는 장치이며 
추진제의 동작시 내부의 압력을 견뎌야 한
다.

구동노즐
연소물(Combustion Products)를 배출하여 
초음속의 추진력을 얻게하는 장치이다.

추진제 케이스 내부의 추진제

표 1 추진기 의 주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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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진기 의 신뢰도 측 차

추진기 의 부분의 구성품은 기계  는 품목이며, 부분의 품목이 신뢰도함수를 측하

기 한 모델이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개별 품목 단 의 고장률 정보를 이용하여 추진기 이라

는 시스템의 신뢰도함수를 산출해야 한다.  이를 해 몇 가지 제 조건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다.

가정1) 모든 품목은 통계 으로 독립이다.

가정2) 모든 품목은 직렬구조로 결합되어 있다.

가정1)의 경우 신뢰도 측 차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사항이며, 가정2)의 경우 측 단계

에서만 작렬을 가정하며, 실제 임무단계에서는 병렬구조의 내용을 반 한다.

기 자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경우 부품단 부터 시스템 단 까지 신뢰도를 측할 

수 있는 여러 모델링 규격이 있으나 기계류의 경우엔 제한 이다. 따라서 개별부품수 의 고장

률 측은 EPRD97, NPRD95를 통해 측하고, 추진기 인 시스템 수 의 고장률 측은 217 

Plus 모델을 용하여 운용환경 등을 고려한 고장률 재조정(Adjust)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2.4 217 Plus 시스템고장률 모델

217 Plus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고장률 함수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 추진기 의 고장률

  : 부품정보를 이용한 시스템의 고유고장률

  : 시스템에 포함된 소 트웨어의 고장률. 여기서는 고려 상이 아니다.

다음 요소는 부품의 품질에 련된 요소들이다. 여기서는 방산 련 최고의 품질등 을 용

한다.

  : 부품의 품질공정요소

  : 부품의 설계공정요소

  : 제조공정의 요소

  : 시스템 리 공정요소

  : 생된 공정요소

  : 무결함 공정요소

  : 노화 요소

다음 요소는 시스템의 환경요소이다. 여기서는 217 Plus의 기본값을 가정한다.

  : 기고장률요소

  : 시스템 환경요소

  : 신뢰도 성장요소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운용조건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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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건

운용온도 60C

상대습도 10%

진동수준 10 GRM

Cycling Rate 1

표 2 추진기 의 운용조건

3. 임무수행 신뢰도함수

임무수행 신뢰도함수는 식 (1)과 같다. 여기서 시스템 고유의 고장률 은 측 차를 통

해 얻을 수 있으나, 은 국내의 경우 과거 경험 자료가 없으므로 미국 NASA의 경험자료

를 용한 신뢰도함수를 용한다.

3.1   계산 

추진기 의 시스템 고유의 고장률은 다음 [표 3]의  2가지 환경에 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

균값을 사용하 다.

환경/장치 Airbone, Missile Launch Airbone, Space 평균

점화장치 150.5 118.9 134.7

케이스 42 33.1 37.55

노즐 55.6 43.8 49.7

표 3 추진기 의 고장률 측값

3.2  계산 

미국 RADC와 NASA에서 정리한 Spacecraft의 운용환경과 고장원인  원인에 한 Weibull

분포는 다음 [표 4]와 같다. 

고장분류 Weibull Eta(시간) Weibull Beta

고장원인 전체 255 0.28

설계 36 0.06

환경 47 0.07

부품 품질 1035 0.28

운용 조건 113796 0.51

기타 알려진 원인 115081 0.57

미확인 원인 2156 0.32

표 4 임무수행  고장원인 분포

3.3 추진기 의 임무수행 신뢰도계산

임무수행은 약 180 (0,05 시간)을 고려하 고, 는 평균값을 은 고장원인의 체를 

표 하는 Weibull 함수를 사용하 다. 한편 화계통은 Standby 형태의 이 화(Redundancy)를 

고려하여 를 계산하 다. 임무수행의 종료시 에서 신뢰도 특성치는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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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특성치 값

처음고장까지의 평균시간(MTTF) 970 시간

임무종료시 의 신뢰도(R(180 ) 91.2%

고장률/ 0.00002402 회

표 5 임무 종료시 의 신뢰도 특성치

한편 다음 [그림 2]은 임무시간에 따른 신뢰도 그래 이며, [그림 3]는 임무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고장횟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2 임무 신뢰도 그래

  

그림 3 임무시간동안 고장발생가능 횟수

4. 결론

추진기 과 같은 발사체의 경우 설계나 제작과는 별도로 운용 는 사용에 한 다양한 경

험자료가 필요하다. 이미 많은 수의 발사체를 제작한 미국의 경우 여러 가지의 분석결과가 있

어 유사 체계를 만들 때 비교  용이하게 그 결과를 응용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과거 이력 

자료는 무한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RADC의 연구 결과자료  고장 원인의 

분포 일부만을 용하 다.

추진기 에 한 성능과 기능 인 요소들과 직 으로 연결된 구조해석 등의 연구결과는 

보안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론의 하나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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