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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배 경

한국공군은 운용 인 무기체계  장비에 

하여 통 으로 3단계 혹은 3계단 정비 방식을 

용해 오고 있다.[1] 이러한 각 단계별 정비품목

차는 무기체계 혹은 장비의 개발 시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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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정해지나, 무기체계가 장기 사용되며 제

작사  부품공 원 단(DMSMS : diminishing

manufacturing sources and material shortages)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장비 가동률  운용유지 

비용이 차 증가하고 있다.[2]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해

외 정비품의 국내 정비능력 개발 등을 추진 

에 있으며, 국내 민간분야의 앞선 IT 기술을 활

용한 력 체계를 구축하여 일정부분에서 가시

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3]

한편 군수분야에서는 2002년 민수분야의 품질

경 시스템인 ISO 9001을 기반으로 한 국방품질

경 시스템(DQMS)[4]를 제정한 이래 지속 인 

개정을 통하여 군수품에 한 품질향상을 도모

하고 있으며, 운용장비 유지 리의 주체이자 주 

정비 통제부서인 각 군 군수사령부에서도 극

으로 품질경 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해 노

력하고 있다.[5]

하지만 이러한 품질경 의 용은 국내에서 

개발된 군수품 개발 시에만 심이 맞춰지고 있

으며,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장기 운용 장비에 

한 국내 운용능력 확  시에는 이에 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례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군용 장비에 한 부품국산화  정비능력 개발 

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유지  지

속 인 후속군수지원을 한 정비 차 등을 충분

히 검토하고 개발하고 개발 후에도 지속 으로 

공정에 한 리  사후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나, 기간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에 

한 고려  리가 충분하지 못한 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군에서 발생한 항 장비 간

헐결함에 의한 어(flare)) 비정상 발사사례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부품 정비능력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요소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방할 수 있도록 군의 해외 정비품 정

비능력개발 차를 반 으로 확인하고 분석하

여 이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으며, 민간항

공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 문화  정비오

류 별기법 등을 군에 효과 으로 용하여 국

내 항공분야 MRO 능력  정비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1.2 결함발생 개요

201○년 9월, 공군에서 운용 인 투기가 착륙

활주 , 방 착륙장치 지 직후 활주로 3100ft

부근에서 어 1발이 비정상 으로 발사되었다.

임무  채 (chaff)와 어는 정상 으로 투하가 

되었다. 채 와 어는 AN/ALE-40 CMDS

(countermeasure dispenser system)에 의해 제어가 

되며, CMDS는 면 패 에 치한 스 치를 통해 

발사탄 종류(채 / 어), 발사량, 발사간격을 선

택하여 내부 로그래머 회로기 을 통해 발사통

(magazine)으로 발사신호를 보내주게 된다.

결함발생 직후 해당 기술교범(Technical Manual)

에 근거하여 발사통과 CMDS를 검하 으나 이상

이 발생하지 않았고, 장탈 후 야 검 시에도 CMDS

는 정상 으로 동작하 다.

Ⅱ. 본 론

2.1 비정상 어 발사원인 분석

어의 비정상 인 발사원인을 규명하기 

하여 CMDS 로그래머를 장탈하여 공군 항공기

술연구소에서 분석을 진행하 다. 채 / 어의 

발사를 제어하는 로그래머 내부 회로카드를 분

해하여 이상여부에 한 물리분석을 진행하 고,

이상이 발견된 소자가 회로에 끼치는 향을 확인

하기 하여 회로분석  재연실험이 수행되었다.

2.1.1 CMDS 내부 회로카드 물리분석

로그래머 내부 회로카드의 물리분석은 육안

검, 단면 정 찰  분석 순으로 진행하 다.

2.1.1.1 육안 검

CMDS를 분해하여 내부 육안 검  회로기

에 장착된 커패시터의 한쪽 리드(Fig. 1 오른쪽)가 

물리 으로 끊어져 있으나, 기 으로는 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의 다른 

부품들은 기 에 온 히 부착되어 있었다.

2.1.1.2 커패시터 단면 찰

커패시터 리드의 단원인을 정 하게 분석하기

하여 회로기 에 부착되어 있는 커패시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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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Broken Capacitor Lid in CMDS
Programmer PCB

왼쪽 리드를 인 으로 단하여 장탈한 후 주

사 자 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을 통하여 면을 분석하 다. Fig 2. 와 

같이 비행  단된 리드(#2)에서 피로균열의 

흔 인 피로 무늬(striation)가 발견되었으며, 인

으로 단한 리드(#1)에서도 피로 무늬가 

발견되었다. 피로 무늬의 크기는 #1, #2 리드 

각각 단면면 의 약 70%, 80%를 차지하 다.

Fig 2. Fracture Surface of #2 Lead (Fatigue
striation: Upper L/H, Dimple: Lower L/H)

Fig 3. Bending Direction of Damaged Capacitor

피로 무늬의 방향과 일시 단면에서 생성된 

딤 [Fig. 2. Lower L/H] 신장 방향을 통하여 굽

힘은 Fig. 3의 방향(붉은 화살표)으로 발생한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단

면의 앙 부 에 큰 소성변형의 흔 이 굽힘의 

직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2.1.2 로그래머 회로카드 회로분석

비정상 으로 한쪽 리드가 단된 커패시터가 

신호의 흐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커패시터가 연결된 단일발사(single command

single monostable) 회로의 구성  작동원리를 

회로도를 통하여 분석하 고, 정상상태, 비정상 

상태 그리고 간헐  상황을 모사한 회로해

석  재연시험을 통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비

정상 발사신호가 생성됨을 확인하 다.

2.1.2.1 구성 작동원리

로그래머 회로카드는 Single 모드에서 NOR

게이트로 구성된 반도체 소자에 두 개의 입력신호

가 공 되면 정상 인 발사 신호가 출력되며,

단된 커패시터는 이 발사신호 제어부에 치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Fig. 4]

Fig 4. Circuit Diagram of Singe Mode and
the Defected Capacitor

2.1.2.2 신호분석

드 보드를 이용하여 로그래머 회로카드

의 Single Mode 회로를 구성한 뒤 신호인가에 

따른 출력값을 분석하 다.[Fig. 5]

회로에서 커패시터의 역할은 잡음을 제거하기 

한 목 이며, 병렬로 연결되었으므로 주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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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는 큰 향을 주지 않는다. 결함상태

와 동일하게 커패시터의 한쪽 리드를 드 보

드로부터 단선시킨 후 신호를 측정한 결과 상

한 바와 같이 발사신호의 흐름은 정상으로 나타

났다.[Fig. 6]

Fig 5. Single Mode Circuit on Bread Board

Fig 6. Input/Output Signal of Normal(Upper)
and Capacitor Defected(Lower) Circuit

2.1.2.3 결함재연 시뮬 이션 시험

어의 비정상 발사는 항공기의 방 착륙

장치가 지면에 닿은 직후 착륙활주 상황에서 발

생하 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모사하여 OR-

CAD를 이용한 회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주 착륙장치에 치하여 무장계통의 발사를 제

어하는 WoW(Weight on Wheel) 스 치는 신호 

연결이 되더라도(공  이륙상황) 발사스 치가 

려지지 않으면 다이오드와 NOR 게이트에 의

해 회로가 귀환이 되지 않으므로, 출력신호의 

압은 0V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항공기 착륙 

직후에는 WoW 스 치가 Bouncing에 의한 진

동으로 간헐 인 을 반복하게 되고, 물리

으로 끊어진 커패시터의 리드 한 간헐 으로 

과 개방을 반복하여 충·방 이 발생되므로 

Fig. 7과 같이 순간 인 서지(sruge) 압이 출

력단에 발생할 수 있다.

Fig 7. Surge Output Signal Occurs by
Simulation(Upper : Input, Lower : Output)

시뮬 이션 결과 발생한 서지 압이 실제 회

로에서도 재 이 되는지 확인하기 하여 회로

에 스 치를 연결하여 커패시터의 간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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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사하 다. Fig 8. ③과 같이 WoW 스 치 

입력단자에 간헐 인 신호를 입력하고, 직후에 

커패시터의 스 치를 간헐 으로  시, Fig 8.

④와 같은 순간 인 발사신호(9.50V, 50μs) 발생

이 재 되었다.

Fig 8. Reproduction Test Result of
Defected Circuit

2.1.3 비정상 발사원인 고찰

착륙활주  비정상 발사를 일으킨 CMDS의 

내부 회로카드 물리분석  회로분석 결과, 한

쪽 리드가 단된 커패시터가 항공기 착륙진동

에 의해 간헐 으로 개방과 단락을 반복하고 

WoW 스 치 역시 간헐 으로 원을 인가하는 

상황에서 커패시터의 방  압에 의해 비정상

인 발사신호가 생성된 것으로 단된다.

2.2 근본원인 분석

어의 비정상 발사를 유발한 직 인 원

인은 로그래머 발사회로카드의 단된 커패시

터와 착륙 진동환경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하지만 발사회로카드에 장착된 소자  

① 해당 커패시터만 유일하게 단이 된 , ②

커패시터보다 질량이 큰 다른 소자들은 정상

으로 물리  을 유지하고 있는 , ③ 단

면 앙에 형성된 굽힘방향과 직교하는 소성변

형 흔  등을 통해 커패시터 리드의 피로균열은 

정상 인 진동환경에 의해 발생되지 않은 것으

로 추정되었다.

해당 장비의 정비부호  정비이력을 확인한 

결과 결함이 발생된 로그래머는 창  정비품

목으로 해외 외주정비 품목이었으나, 원천 정비

원 소멸로 군내 정비능력개발이 되어 비정상 발

사가 발생하기 한달  정비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CMDS 로그래머의 정

비공정을 확인하 다. 공정 에는 노후된 회로

카드의 발열 상 개선  간헐  단락 방지를 

한 세척작업이 있었으며, 이 세척 공정 시 작

업자 부주의에 의한 커패시터의 소성변형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2.3.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제도

신뢰성 증진방안 고찰

2.3.1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제도

한국 공군의 군수환경은 무기체계의 해외 의

존에 따라 운 유지 비용의 70% 이상이 외자로 

지출되고 있으며,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

운  항공기의 증가로 운용 부품들의 해외 조달

시장의 축소, 부품 단종  정비원 소멸에 따라 

부속품의 획득  정비기간 장기화가 발생되고 

있다.[7]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공군

에서는 국내 민간분야를 활용한 부품국산화  

정비능력개발을 극 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하여 매 년 부품 견본 시회

의 규모를 확 하고, 정부-민간 기술합작 방식인 

아웃워드(outward)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8]

Fig 9. Domestic Maintenance Capability Develop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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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제도는 해외에서 

정비하는 장비  구성품, 결합체  국내정비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환하기 한 제도로, 장기 해외 

정비수행에 따른 투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경

제 인 군 운 을 하여 국방 력발 훈령에 

의거 장려되고 있다.[9] 개발 승인에 한 통제

는 연간 정비가액이 3억원 이상인 품목은 국방

부, 3억원 미만인 품목은 각 군에서 임하여 

시행한다.

국내정비능력개발제도는 국방부 훈령과 각 군 

규정[10]에 세부 인 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개발의 주체에 따라 군내에서 정비하는 “군직개

발”과, 국내 업체에서 수행하는 “업체개발”로 

나 어진다. 업체주  정비능력개발은 국방기술

품질원의 업체 수행능력 확인  기술지원 하에 

Fig. 9에 기술된 차로 수행이 되고, 능력개발

이 완료된 후 외주정비 시에도 정비를 수행하는 

인력, 시설, 장비  차에 해서도 정기  

수시로 검을 하고 있다. 군직개발 차도 업

체개발과 유사한 차로 진행하게 된다.

2.3.2 문제

해외정비품에 한 국내정비능력 개발은 국내

에서 개발된 군수품과 다르게 원천제작사의 개

발 기술자료가 무한 여건에서 진행이 되며,

국내의 품질인증/시험평가 기술은 엄격한 신뢰

성이 요구되는 항공부품의 특성을 만족시키기에

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7]

국내 정비능력 개발제도와 유사한 부품 국산

화 제도의 개발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승인기간 

만료(29%), 비경제성(28%), 기술부족(15%), 자재

확보 애로(10%) 순으로 승인기간 만료와 비경제

인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7] 승인

기간 만료 한 업체의 비경제성으로 진행이 되

지 못한 것이 부분으로 공군에서 운용하는 항

공부품의 다품종 소량의 특성에 의해 극 인 

개발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비능력 개발

의 경우 능력개발 성공시 개정된 훈령에 따라 

시제품 정비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제조에 한 

원가산정기 ’ 혹은 ‘용역원가 산정기 ’을 용

하여 정비비 보상 제조원가와 일반 리비만 포

함하여 기술개발에 한 충분한 비용을 지 하

지 않고 있다. 충분하지 않은 개발 가는 충실

하지 못한 기술개발자료  정비작업 차서 작

성의 주원인이 되며, 이는 차후 신뢰성 있는 정

비 수행에 악 향을 주게 된다.

에서 언  하 듯이, 해외정비품의 국내 정

비능력 개발은 원천기술자료  국내 품질인증/

시험평가 기술이 부족한 여건에서 추진되어, 개

발 완료된 정비품이 성능 으로 요구도를 만족

하더라도 신뢰성 측면에서의 충족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기술자료  정비

차서의 불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

2.3.3 정비 신뢰성 증진방안

앞 에서 언 한 국내정비능력개발제도의 문

제 들을 완화하기 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비능력 개발에 집 을 하고, 개발지식

을 발 시킬 수 있도록 고정 인 인력이 유지되

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민간업체에는 고정인

력 배정을 한 비용이 보상되어야 하며, 군은 

련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여야 한다. 품을 

통해 기술자료를 만들며 진행하는 정비능력 개

발업무는 역설계 제품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념설계, 기본설

계를 제외한 일반  개발 차들이 동일하게 수

행되므로, 이에 정당한 보상이 개발업체에 돌아

가야 한며, 군은 장비의 일상 유지 리와 다른 

분야인 개발과정에 익숙한 인력을 양성하고 유

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생성되는 기술자료

의 질  수   국내 정비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 된다.

둘째, 국내정비능력 개발된 정비 차서가 불

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식하고, 작업 시 도

출되는 정비안  해요인의 보고  개선을 

한 피드백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서는 작업 실수자에 하여 인사상의 불이

익 혹은 업체에 한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실

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수의 재발방지를 한 

교정훈련을 강화하는 합리 인 공정 안 문화

[11]가 군에 도입  정착되어야 한다. 해외 정

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이 완료된 업체  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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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을 심으로 공정 안 문화에 한 연구

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의 정착을 해서는 정

비오류 별기법(MEDA, maintenance error

decision aid)과 같은 도구가 군내에서 제도 으

로 시행되어야 한다. 정비오류 별기법 결과양

식(MEDA result form)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

고 활용[12]한다면 다양한 인 요인과 신규 차 

도입에 한 오류의 발견과 제거가 가능하게 

되,어 불완 한 기술자료와 정비 차서를 보완

하여 국내정비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

인 도구가 될 것으로 기 한다.

Ⅲ. 결 론

이상에서 AN/ALE-40 CMDS 항 계통의 간

헐결함 사례를 분석하고 군의 해외 정비품 국내

정비능력 개발제도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CMDS 로그래머는 투기의 착륙 진동 상황

에서 단선된 부품의 간헐  에 의해 오작동

이 일어났으며, 부품의 단선(피로 단)은 국내 

정비능력 개발된 해당장비의 정비 도  부주의

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단되었다. 기술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역설계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

능력개발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는 축 된 

개발 능력을 보완하고 발 시킬 수 있도록 고

정된 인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불완 한 기술자

료와 정비 차서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단기 으로는 국내정비능력 개발된 해외 항공 

정비부품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장기 으로는 

국내의 취약한 항공 MRO 산업과, 정비기술을 

선진국 수 으로 발 시키는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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