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0, 21(1), 109–119

고장보고분석 및 정비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실증 연구

홍연웅1

동양대학교 경영관광학부

접수 2009년 12월 16일, 수정 2010년 1월 16일, 게재확정 2010년 1월 21일

요 약

고장보고분석 및 정비시스템은 군용장비를 주요 대상으로 신뢰성과 정비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하는 관리도구이다. 고장보고분석 및 정비시스템은 고장, 결함 및 정비기록을 수집하고 그 원인을 분

석하여 고장에 대한 대책 수립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체계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감시,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폐쇄적 피드백 시스템으로 체계의 개발단계부터 운용 및 폐기까지의 수명주기 동안 해당 업

무 담당자 및 고객에게 보고되어 고장대책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설계와 시스템 개발시 신뢰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일반적인 군의 고장보고분석 및 정비시스템 개발과정을 검토하고 한국의 무기체계와 운용 및 정

비환경에적합하게구축된고장보고분석및정비시스템에대하여알아본다.

주요용어: 고장보고분석및정비시스템, 신뢰성, 정비성.

1. 서론

고장보고분석 및 정비시스템 (FRACAS: 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

tem)은무기체계개발및운용과정에서발생한문제및고장해결을위한신뢰성관리시스템으로 MIL-

HDBK-2155 (DoD, 1995)로 규격화되어 있다. 군수업체는 물론 민간의 많은 기업이 고신뢰성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해 FRACAS를 가장 중요한 신뢰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FRACAS는 장비 및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장과 관련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하고고장데이터의분석을통해신뢰성정보를제공함으로써기존체계를개선·운영하거나새로운체계
를개발·운영하는수명주기 (life cycle) 동안신뢰성을관리하는종합시스템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방 분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FRACAS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부 (2006),

김성호 등 (1994), 조윤기 (2003), 한봉윤 (2004), 한상철 (2004)과 홍연웅 (2004)의 연구 등이 있었으

며특정시스템을대상으로부분적인 FRACAS 개념을도입하는경우 (삼성테크윈, 2003)도있다.

본 연구에서는 FRACAS의 일반적 개발 과정을 알아보고 한국의 무기체계 운영환경에 적합한 FRA-

CAS 개발사례를소개한다.

2. FRACAS 개요

FRACAS는 체계나 설비의 개발·운영 또는 이와 연계된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 등에 적용된다. 표

2.1은 신뢰성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에는 RAC (Reliability Analysis Center)뿐만 아니라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서도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FRACAS 개발을 위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James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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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FRACAS의 중요성

순위 과 업 표준점수 순위 과 업 표준점수

1 FRACAS 88.3 6 Reliability Qualification Test 68.5

2 Design Review 83.8 7 Predictions 62.2

3 Subcontractor Control 72.1 8 Test, Analyze and Fix 59.5

4 Parts Control 71.2 9 Thermal Analysis 58.6

5 FMECA 70.3 10 ESS 54.1

(출처: RAC Reliability Toolkit, 1995)

FRACAS의 목적은 성능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체계나 제품을 최적의 비용으로 보증하는

것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될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문제점을 예방하기위한 방법의

제시와 신뢰도를 성장시키는데 있다. 즉, FRACAS는 제품의 개발 및 운용 단계에서 설계 및 유지보수

성능을 바고 잡고 개선하기 위한 표준적인 수단 (measure)으로 신뢰성 평가 시험단계에서 고장정보, 고

장원인분석, 고장대책수립 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설계단계 및 보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을제고하고효과적인운영및보전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으로다음의목적을

가진다.

• 설계및제조상의결함을확인하고이에대한대책을체계적으로수립하고최적의시정조치를취
하기위한자료 (engineering data)를제공

•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s), MTTR (Mean Time to Repair), 가용도, 예방정비자

료등각종신뢰성지표에대한체계의이력평가

• 결함에대한패턴 (pattern for deficiencies) 규명

• 통계분석을위한자료제공
• 신뢰성보증정책을결정하기위한정보제공

FRACAS의 주요 기능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FRACAS에 장비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자료와 유지보수자료를 입력하면 신뢰도, 가용도 등의 신뢰성 정보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 자료 및 고장대책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RACAS를 계획하는 것은 그것을 수행하는 것

과 더불어 중요하다. 따라서 고장의 정의와 분류, 수명주기 동안 고장보고에 관한 기록 및 고장정보를

관련자에게 알리기 위한 요구사항의 통합방법 등 신뢰성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계획단계에서 필수적으

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FRACAS를 계획할 때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며 경제적이며 공학적인

활동계획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FRACAS 계획에 필요한 정보로는 입

력정보, 출력정보, 초기입력 및 후속정보 등이 있으며 그림 2.2는 개략적인 FRACAS의 정보교환 상황

을보여주고있다.

FRACAS를 계획할 때는 신뢰도, 정비도, 인간공학, 안전공학, 시험, 부품, 재료, 공정관리, 형상관리

및 종합군수지원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FRACAS를 개발하고 진행시키기 위해

이러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관리 인력도 요구된다. 또한,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FRACAS

내에운영시간및운영주기 (cycle)를수립·통합하고사용하는방법이정의되어야한다. 만약 FRACAS

내에 비용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요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FRACAS가 자동화될 경우에

는 FRACAS 계획 초기부분에 프로그래머와 관리자도 포함시켜야 하며 초기고장분석절차, 근본고장원

인을 결정하기위한 고장분석절차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방법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정조치

들이적절한방법으로확인되고수행될수있도록명문화되어야한다.

FRACAS는 고장이 발생한 품목과 고장 데이터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Flow Diagram을 포함하고

있어 미해결된 고장이나 정지된 대책활동에 대한 상태를 추적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FRACAS의 절차

중 FRB (Failure Review Board)활동을 요구한다면 FRB에 대한 구조와 업무 등이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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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FRACAS의 구성 및 주요 기능

그림 2.2 FRACAS의 정보교환

MIL-HDBK-2155와 RAC에서는 FRACAS를 체계와 장비 및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시스템 내에서 폐

쇄적으로 순환하는 Closed Feed-Back Loop 시스템의 일종이라 한다. FRACAS의 Feed-Back Loop를

나타내면그림 2.3과같다.

그림 2.3 FRACAS Feed-Back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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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Closed-Loop FRACAS 과정의 일반적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리

하면, 사건기록, 분석수행, 시정조치확인, 시정조치효과검증의 4 단계로요약할수있다.

그림 2.4 Closed Loop FRACAS Process

사건 기록. 사건기록과 관련 있는 고장보고와 데이터 수집기능에 대한 세 가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

다.

• 데이터기록은포괄적이면서쉽고정확하며가능한한간단하게기록돼야한다.

• 고장데이터의배급은효과적이고신속해야한다.

• 프로세스의 어떤 단계에서든 데이터는 고장의 근원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분석을

앞으로도추적할수있어야한다. 사건기록프로세스에는고장관측과고장기록이있다. 고장관측

은 고장발생을 확인하고 고장에 대한 사건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고

장기록은 고장사건과 관련된 모든 적절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FRACAS의 단계

중여기에해당되는부분은그림 2.5와같다.

그림 2.5 FRACAS의 단계중 사건 기록부분

FRACAS의 전반적인 효과는 입력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달렸는데, 데이터의 수집은 수동으로 저장

하거나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과 관계없이 많은 양의 상세한 데이터를 기록하여 고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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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순간에 체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사건기록에

서최소한수집되어져야할자료이다.

• 고장이발생한곳
• 고장날짜및시간
• 부품번호, 시리얼번호 (또는모델번호)

• 고장을관측한사람의이름 (또는이니셜)

• 고장시점의상태: 환경적스트레스요인 (온도, 진동등), 작동시간또는사이클

• 고장 징후: 어떠한 파라미터에서 고장 났으며, 이때의 변수 값, 관측할 수 있는 징후에서 주목할

만한사항들 (예: 과다소음발생등)

그리고추후에데이터분석을용이하게하기위해모든고장기록이한곳에모여져있어야한다. 작은

규모의프로젝트일경우에는노트등의문서에간단히기록하여저장하고, 큰규모의프로젝트일경우에

는 여러 문서에 기록하여 캐비닛 등에 보관하겠지만, 이러한 기록을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자

동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추후에 고장추세분석, 고장 요약, 고장상태

보고서, 과거 고장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 분석에 필요

한정보에대해효율적인검색을가능하게해준다.

분석 수행. 고장분석의 정의는 가용한 데이터의 조사, 가용한 물리적 증거 및 실험분석 결과를 통해

산출한 합리적 결과와 논리적 단계를 거쳐 고장원인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분한 고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세히 요구된 수준에서 고장을 둘러싸고 있는 간단한 환경 조사에서부터 재료나 부

품의물리적현상을규명하기위한시험분석까지포함시킬수있다.

그림 2.6은 FRACAS의고장분석절차를나타낸것으로각단계에대해설명하면다음과같다.

• 고장 검증 (failure verification): 고장이 영구적인 것이라면 고장을 야기한 결과에 대한 상황을

계속반복함으로써사건을검증하고, 발생한고장이회복가능한것이라면그고장이발생했던상

황을재현함으로써사건을검증한다.

• 고장 분리 (failure isolation): 검증된 고장에 대해 사건을 분리하기 위한 시험이나 고장처리조사

를수행한다.

• 고장의심품목교체 (suspect item replacement): 고장이검증된아이템은입증된아이템으로교

체한후, 고장을야기한상황을재현하여교체한아이템이문제를해결하였는지확인하기위해탐

지되었던 고장에 대해 실험이나 고장처리조사를 수행한다. 만약 이때에도 고장이 계속해서 발행

한다면, 사건에대한정확한원인을규명하기위한절차를반복하여수행한다.

• 고장의심 품목의 고장확인 (suspect item verification): 교체한 아이템의 고장이 독립적으로 (아

이템이 제거된 장비와 상관없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때 과거에 실시했던 입증방법이

나분리방법으로결함아이템을입증하거나확인할수없다면더적당한아이템으로교체한다.

• 데이터 조사: 고장분석 활동과 병행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에 대한 고장이력을 FRA-

CAS의데이터베이스를조사하여아이템의고장추세를평가한다.

• 고장분석: 자료조사결과와 결함아이템 교체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근본고

장원인을규명하기위해충분히낮은수준에서분석을수행한다.

• 근본 고장원인 설정: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 및 제조 결함, 조작자 실수나 절차상의 결함, 유도된

고장, 물리적고장유형등과같이직접적인고장원인을초래한초기사건을결정한다.

고장분석의 초기단계에서 보고된 고장은 실제 고장원인으로 검증되거나, 부족한 검증에 대하여 그 원

인을문서화하여야한다. 만약규명되지않은고장보고를종결하거나비용및시간의제약또는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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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FRACAS의 고장분석 절차

대안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장원인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불확실한 원인으로 분류할 경우 추후에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즉, 초기 분석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시정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

실히하여이를문서화하여야한다.

검증작업은 보고된 아이템의 고장모드를 반복하거나 고장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검토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고장 중 높은 발생률을 갖는 것은 시스템 수행 파라미터와 고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시험장비의 허용한도 사이에 상반되거나 허용오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고장이 입증되고 고장정보가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면 고장분석계획은 그러한 분석을 수

행하기위해 취해진 일련의 단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공식화돼야 한다. 고장아이템에 대한 과거의 자료

를통해이미해결된문제에대해선반복적인문제해결을위한노력을기울이는것을피하도록고려해야

할것이다. 참고로, 근본원인을분석을위해선 FMEA/FMECA나 5-Why Method 등을이용하여수행

할수있다.

시정조치의 확인. 고장대책은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와관련된설계를포함한제품및시스템의설계

나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고장분석에 의해 근본적인 고장원인이 규명되면 고장의 재발

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개발·문서화되어 실행되고 입증돼야 한다. 이러한 고장에 대

한적절한대책활동을확인하는절차는그림 2.7과같다.

• 시정조치 결정 (determine corrective action): 분석과 근본고장원인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

발할수있는고장요인을방지하기위한대책활동을전개한다. FRACAS 내에서대책활동을문서

화하고관련있는구성원및부서와대책활동에대한정보를공유한다.

• 시정조치의 적용 (incorporate corrective action): 효과에 대한 입증이 미해결된 것은 최소로 하

여 고장 아이템에 대한 대책활동을 통합하여 적용한다. 적절한 대책활동의 결정은 그것의 통합을

승인할 수 있거나 통합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관리적 기능이 포함돼야

한다. 잠재적인 대책활동에는 장비의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품을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소

프트웨어 코드를 변경하는 방법, 물리적 특성 또는 재료를 변경하는 방법 및 장비를 완전히 재설

계하는 방식 등이 있다. 또한, 사용자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 교육적, 정서적 대책과 더불

어검사방법, 정비나시험절차등을계획단계에서변경하는방법과설계실수나형상불일치등의

문서를변경하는방법과시험요구사항이나예방정비절차서를재검토하는방법등이있다.

시정조치의 효과 검증. 그림 2.8은 FRACAS의 단계 중 대책활동의 효과검증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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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FRACAS의 단계중 적절한 대책활동 확인 부분

여주고있다. 각실행단계에대해설명하면다음과같다.

• 기능수행시험 (operational performance test): 정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수행정도를 입증하기위

한 기본시험과 근본적인 고장이 발생된 상황을 내포하는 기능시험을 실시하여 모든 기능수행시험

과기본데이터에서잠재적인변화에대한기존시험결과와비교한다.

그림 2.8 FRACAS의 단계 중 대책활동 효과 검증 부분

• 시정조치의 효과확인 (determine effective of corrective action): 고장대책활동을 통하여 근본적

인 고장과 부수적인 고장이 수리 되어지는 것을 입증한다. 만약 근본적인 고장사건이 재발한다면

정확한원인을결정하기위해 FRACAS 프로세스를반복한다.

• 시정조치의 적용 (incorporate corrective action into all products):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확인

된 대책활동을 확대 적용하며,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FRA-

CAS 프로세스를반복한다.

이러한 활동이 폭넓게 수행되기 전 시정조치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FRACAS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시정조치가 의도대로 수행되었다는 것과 추가 고장 없이 고장원인을 제거하는데 효과

적이라는 확신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장대책활동의 수행은 포괄적인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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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검사나 시험 및 시정조치의 적용이나 야전데이터를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

할수있다.

FRACAS는 고장보고와 분석 및 고장대책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순환적인 고장보고시스템으로 시

정조치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고장이 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즉, 고장정보 보고기능, 고장수리를

위한 시정조치 전달기능, 고장 발생현황 분석 및 조치행위 유형별 통계량 산출기능 등을 통하여 고장자

료분석체계구축과더불어고장발생부터해결까지의업무체계를구축할수있게한다.

또한, FRACAS 운영으로고장자료의분석결과를설계에반영한신뢰도향상, 정비행위수정을통한

정비도 향상, 군수지원분석에의 반영, 개발 단계에서 수행하는 FMECA 및 신뢰도 입증시험에서의 실

제 고장자료 활용, 실제 고장자료 분석 및 입증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운용 경험의 축적 등이 가능

해진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FRACAS의 전반적인 효과는 더 좋은 시험결과 제공, 고객만족 개선, 생산

성증대, 불합격률감소, 고신뢰도구현및생산비용감소등으로나타날것이다.

3. 구축 사례

3.1. FRACAS 시간 범위

평상시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대부분은 1년을 주기로 운용 및 임무 시간을 갖는다. OO장비의 경우

도 이와 같다고 판단하여, 시점에 관계없이 1년 주기를 만족하는 자료를 수집하면 체계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임의의 시점과 미래 임의의 시점이 1년 또는 2년 주기 형

태의 자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OO장비의 제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성질에 따라

FRACAS의범위를결정한다.

3.2. OO장비의 FRACAS 자료 수집의 대상 품목

자료수집대상품목은다음과같은기준에의해설정한다.

-비용대비효율에민감한품목

-시스템효율에민감한품목

-고장현상에대해식별및분리가능한품목

-정비절차및수준이분명하게구별될수있는품목

-고장및정비에대해시간기록이분명할수있는품목

3.3. OO장비의 FRACAS 자료 수집 양식

자료 수집 양식은 이미 표준화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은 분석적 목적

의 자료와 관리적 목적의 이력 자료의 구분이다. 즉 R&M (Reliability & Maintainability) 분석, LSA

(Logistic Support System) 분석, 그리고 ILS (Integrated Logistic System) 요소 산출 등의 구분이 명

확해야 한다. 특히 고장 자료 수집의 경우 고장모드에 대한 수집은 고장모드를 설명하는 언어의 불명료

함으로 인한 분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코드화해야 한다. 정비자료 또한 마찬가지로 향후의 정

비절차표준화를위해코드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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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고장 자료의 경우 시간에 따른 추세를 분

석하여, 시간에 관계없는 우발 고장인지 경향을 보이는 고장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

인 횡단면 분석 기법을 사용하며, 후자의 경우 확률과정모델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 한편 정비 자료의

경우 횡단면 자료의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품목의 종류에 따라 고장의 과정이 다를 수 있

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전자 부품은 우발고장 형태로 보고, 기계 부품 및 체계는 확률과정모델을 이용하

여분석한다.

3.5. 자료 수집 및 분석 도구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는 Relex

Software사의 FRACAS 시스템이며, OO장비의 FRACAS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환경에 따라

자료의수집과분석절차는약간의차이가있다.

3.6. 입력데이터 구조 및 출력물 예시

그림 3.1은 OO장비를 보유한 국내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구축한 FRACAS 시스템의 출력물 예시다.

평균비계획정비시간 (MTBUMA; Mean Time Between Unscheduled Maintenance Activity), 평균비

계획탈거시간 (MTBUR; Mean Time Between Unscheduled Removals),평균치명고장시간 (MTBCF;

Mean Time Between Critical Failures), MTTR, 고장률, 신뢰도, 가용도 및 체계의 정비비용 등을 구

할수있음을보여준다.

그림 3.1 출력물 예시

4. 결 론

본 연구는 FRACAS 체계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RACAS 체계는 국내외 방위

산업 및 민수분야에서 제품개발 및 운용단계에서 고장자료 수집,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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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서는국방신뢰성평가, LCC (life cycle cost)분석, ILS 분석등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또

한, 국내환경에 적합한 운용단계 신뢰성 분석 및 평가 업무에 대한 현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운용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의 설계 및 운용정보 피드백 체계 구축을 통한 설계품질과 운용 신뢰성 향상에

활용될수있을뿐만아니라국방예산절감효과등이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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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CAS (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is intended

to provide management visibility and control for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im-

provement of hardware and associated software by timely and disciplined utilization

of failure and maintenance data to generate and implement effective corrective actions

to prevent failure recurrence and to simplify or reduce the maintenance tasks. This

process applies to acquisition for the design, development, fabrication, test, and oper-

ation of military systems, equipment, and associated computer programs. This paper

shows the FRACAS development process and developed FRACAS system for a defens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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