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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re are two types of trainer in Korea : basic and advanced. Both models have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10 years, and compared to the early stage of operation, reliability has gradually improved and failure rates have also entered 
a trend of stabi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maintenance period considering economic feasibil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hree maintenance period calculation methods: NAVAIR 00-25-403 [17], DOD, U.S. [4], CERL and US Army 
[3], with intention to extend the maintenance period of the trainer from current 200 hours to 400 hours. In addition, the maintenance 
period was calculated by the three methods with actual operational data. Common standards and procedures were established 
to apply operational data to the existing maintenance period calculation methods, the required reliability indicators were derived, 
and the maintenance periods was calculated based on the results, additionally, a review on the field applicability of the three 
maintenance cycles was conducted. 

An on-sit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calculation results, and 11 out of the 15 items were expected to be ex-
tended by 400 hours. It was suggested that the remaining 4 items could be extended to 400 hours by supplementing the 
inspection method through additional analysis such as functional analysis, inspection content verification, and site con-
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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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현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산 훈련기는 초등훈
련기와 고등훈련기가 있다. 두 기종 모두 10년 이상 운
용을 해오면서 운용 초기에 비해 신뢰도(reliability)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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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으로 상승되었고, 고장률(failure rate)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국산 군수용 항공기의 경우, 운용 초기에는 개발단계에

서 밀리터리 규격[11, 12]에 따라 예측한 신뢰도(reliability)
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예측 신뢰도(predicted reli-
ability)는 비행이라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항공기라는 특
성을 고려하여 안전의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즉 고장률
(failure rate)이 높게 예측된다. 이는 운용 초기에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maintenance) 활동에 많은 노력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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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양산 초기에 항공기의 품질이 안
정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고장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8].
그러나 운용의 경험이 쌓이고 항공기의 신뢰도가 향

상되면, 항공기의 경제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정비 활
동에 들이는 노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초등훈련기의 경우, 이러한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여 운

용 초기에 설정한 정비주기(maintenance period)의 연장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초등훈련기의 경우, 
개발 초기에는 예측신뢰도를 고려하여 정비주기를 125시
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10년 간의 운용과정을 거치면
서 신뢰도와 고장률이 설계 초기에 비해 개선되었음이 확
인되었고[8], 예측신뢰도를 고려하여 설정한 기존의 125시
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잦은 정비로 인한 정비성(main-
tainability)의 저하와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판단
하여 250시간으로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250시간
은 10년 간의 운용과정에서 수집된 현장자료(field data)를
기반으로 결정된 값이다.
고등훈련기의 경우는, 훈련기의 기능이나 시스템의 복

잡성으로 인해[5], 초등훈련기보다는 조금 느리게 진행되
고 있다. 고등훈련기는 정비주기 200시간을 목표로 설계
하였으나, 개발 초기 50시간으로 운영하다 두 차례의 연
장을 통해 현재는 설계목표인 200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훈련기 역시 10년 이상 운용을 하면서 고장간
평균비행시간(MFTBF; Mean Flight Time Between Failure)
이 두 배로 향상되었고, 고장률 역시 안정화 추세에 접어
들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공군에서 운용하는 F-16
이 정비주기를 400시간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
면[7], 국내에서 운용하는 국산 고등훈련기 역시 운영 효
율성의 관점에서 운용자료의 신뢰성분석을 통한 정비주
기의 연장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고등훈련기의 266개 정비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대상 품목의 운용자료를 분석하여 정
비주기의 연장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 2장에서는본 논문에서 검토한 내용의이론적 
배경이 되는 신뢰성기반정비(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와 정비주기결정의 개념 그리고 기존의 전문
위원회(working group)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비주기 산출
방식 중 널리 수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NAVAIR 00-25-403 
[17], DOD, U.S[4], CERL, US Army[3]의 내용을 소개한
다. 제 3장에서는 고등훈련기의 운영자료를 활용하여 2장
에서 소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정비주기를 산출해
봄으로써 정비주기의 연장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을 소개
하고, 제 4장에서는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추후연
구를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신뢰성에 대한 이론 및 평가 방법은 Barlow and Proschan 
[2]에 의해 수학적인 접근방법이 소개되고, Mann et al.[10]
에 의해 통계적인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이론과 평가 방법이 소개되
었으나[15, 16, 19], 적용대상과 환경 등의 상이성으로 인
하여 이론과 실제 유지보수 현장 간의 차이가 자주 확인되
었다. 이에 신뢰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접
근법 이외의 적용방법론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에 되었
고, 이러한 요구의 흐름에 따라 Moubray[14]에 의해 신뢰
성기반정비라는 새로운 개념의 유지보수 방법에 대한 연
구가 시작되었다[21]. 

2.1 신뢰성기반정비(RCM)

신뢰성기반정비는 체계 운용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정비 소요와 기타 활동에 대하여 신뢰
성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논리적 절차이다. 구체적으로, 체
계 요소들의 기능을 파악하고, 고장 유형과 영향을 분석
하여 고장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정비 업무(Preven-
tive Maintenance Task)를 논리적으로 식별한 후, 정비성
향상을 위해 항공기의 각 부품 단위별로 고장해석 및 성향
분석을 사용하여 부품의 교체시기를 예측하고 계획검사시
기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항공기는 비행이라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첫 단

계인 설계부터 최종 양산단계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
여 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비
행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기체 구조물에 변형
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외부 하중에 의해 파손이 발생하기
도 한다[9].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된 정비주기에 따른 반
복적 수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기존의 예방정비 개념으
로는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인내하거나, 안전성을 위한 과
도한 정비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Dilemma)
에빠지게된다. 이에항공업체는최소의비용으로항공기의 
요구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운영환경과 항공기의
성능, 안전, 경제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신뢰성기반
정비라는 개념 사용하여 예방정비 주기를 선정한다[9].
신뢰성기반정비는 1970년대 미국의 민간 항공 산업에

서 신뢰도 목표를 설정하고 정비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개
념을 도입한 이후로, 미국방성이 군용 항공기의 정비프
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1980년대에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정비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일반 산업계로
확산되었다. 항공 산업에서는 MSG-3로 알려져 있으며, 
미 해군에서도 <Figure 1>과 같은 형태로 신뢰성기반정
비를 포괄적으로 응용하여 활용하고 있다[9, 14,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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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CM Process Map[9, 17]

2.2 예방정비 및 정비주기의 개념

신뢰성기반정비는 정비업무를 TDM(Time Directed Main-
tenance), CDM(Condition Directed Maintenance), FFM(Fai-
lure Finding Maintenance), RTF(Run to Failure)로 분류한
다[22]. 

TDM은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지연
하기 위한 유지보수 업무를 의미하며, 각각의 최적 주기
에 따른 교체 및 보수 등이 주요 업무다. TDM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시스템의 수명주기, 설계
특성, 그리고 고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한 수명분포
를 반영한 비용 편익 비율(CBR; Cost Benefit Ratio)을 고
려하여 정비주기를 예측해야 한다[20, 22]. 

CDM은 고장 발생 전에 고장 발생의 징후를 검사를
통해 미리 발견하여 정비하는 업무로써, CDM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에 근거한 대상 시스템의
고장 데이터 및 장치특성, 운영에서의 기타 주요 요인들
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검사주기
(inspection interval)를 결정해야 한다. CDM은 대상 시스
템이 수명주기를 따르는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
고 시스템의 수명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비용 효과적이지
만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나 시스템에 있어서 치명도가
높은 장치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다[20, 22].

FFM은 고장의 발견이 어려운 장치나 추가적인 고장
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를, 운용 이후 일정 주기마다 테
스트 등을 통하여 고장을 발견하려는 예방정비 업무를
의미한다. 검사를 통해 고장을 발견한다는 것은 CDM과
유사하지만, 고장 발생의 징후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의 발생 유무를 탐색하기 위해 검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0, 22].

RTF는 고장이 발생한 이후에 정비를 수행하는, 즉 고장
이 발생할 때 까지는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예방정비라기보다는 사후정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 정비주기 산출방법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신뢰성기반정비는 주기적인
교체, 보수 그리고 검사를 필요로 하며, 다양한 전문위원회
(working group)에서는 신뢰성기반정비를 효과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최적의 주기산출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
을 제시하고 있다[1, 3, 4, 6, 13, 17]. 이중, 널리 수용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국산훈련기의 정비주기 연장을 고려하
는 과정에서 적용할 가치가 있는 NAVAIR 00-25-403[17], 
DOD, U.S[4], CERL, US Army[3]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2.3.1 NAVAIR 기준 산출방식

미 해군항공시스템사령부(U.S. Naval Air Systems Com-
mand)는 오랜 기간 동안 RCM을 통한 예방정비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항공 시스템이라는 특수한 부분에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다[22]. 이러한 방법
들은 NAVAIR RCM Working Group Steering Committee
에 의해 적절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승인
되었으며, NAVAIR 00-25-403[17]에서는 분석 대상이 기
능적 중요 품목인지 아닌지 식별하며, 기능적 중요 품목
에 대해서는 신뢰성기반 결정 논리에 의해 적합한 예방
정비 업무를 선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사
주기를 설정하는 정보로는 OEM 업체 자료, 운영/정비사
의 입력자료 및 그 자료에 대한 공학적 판단, 시험 자료, 
서비스 데이터의 평가 등을 활용한다. 주기 설정은 잠재
적 결함과 기능적 결함 사이의 시간 간격(PF interval)을
측정하여, 결함에 따른 안전 및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그 시간 간격을 n등분하여 산출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장이 발생 전에 고장 발생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여 정비하려는 CDM 관점의 산출방식으로써, 
잠재고장(potential failure)과 기능고장(functional failure)의
고장 유형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결함의 징후를 나타내는 잠재고장 상
태에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고장까지의 확산시간
을 PF(Potential failure to functional failure) interval로 정의
하고, 검사주기(inspection interval)는 기능고장이 발생하
여 그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빈도(n)를 정하여 고장
주기에 검사빈도를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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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F Interval and Inspection Interval[17]

즉, 검사주기(I)는 식 (1)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1)

여기서 검사빈도(n)는 안전성 관점의 검사빈도와 경제
성관점의 검사빈도를 구하여 더 큰 값을 사용하도록 하
고 있다. 
먼저 안정성 관점의 검사빈도는 식 (2)를 사용하여 구

할 수 있다. 

ln

ln                (2)

여기서 는 고장의 수용가능확률(acceptable proba-
bility of failure), 는 잠재고장 검출확률(probability of 
detecting potential failure)을 의미하며, 각각 <Table 1>과
<Table 2>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NAVAIR에서는 심
각도가 Category I, II일 경우에만 안정성 검사빈도를 사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Table 1> Acceptable Probability of Failure

Severity 
Classification

 Description

I .000001 Possible death or aircraft loss or over 
$1 M damage

II .000002 Possible severe injury/illness or safety 
mission abort or over $100K damage

III .00002 Possible minor injury/illness or mission 
loss or over $10K

IV   .002 Possible less than minor injury or 
continue mission with minimal risk

<Table 2> Probability of Detecting Potential Failure

Inspection Type
Probability of 

Detecting

Visual inspection of inaccessible or accessible areas 0.50
Easy visual inspection 0.90
Non-destructive testing 0.95

Obvious signs of defect 0.99

그리고 경제성 관점의 검사빈도는 식 (3)을 사용하여
구한다.

ln

ln






×ln



× 



         (3)

여기서 는 1회 예방정비비용(Cost of inspection), 

는 예방정비 미실시로 인한 비용(Cost of non PM), 는
잠재고장의 수리비용(Cost of potential failure)을 의미한다. 

2.3.2 PM Point 적용 산출방식

이 방식은 미국방성에서 발간한 DoD guide for achieving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Maintainability[4]를 참조한다. 
해당 문서의 chapter 4.5.2.21에서 신뢰성기반정비와 관련
된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신뢰성기반정비 분석 절차
로 총 7단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서대로 나열하면 정비
성 설계, 기능고장모드분석 수행, 고장분포 분류, 정비업무
주기결정, 업무패키징, 데이터수집및자료최적화, 그리고 
교정활동결과 분석이다. 본 문서에서는 정비업무주기 선정
방법으로 PM(Preventive Maintenance) point를 사용한다. 

PM point란 운영이력자료를 사용한 고장시간(TTF; Time 
To Failure)에 대한 분포를 기준으로, 허용하는 누적결함비율
을예방보수시점으로선정하는방식이다. 예를들어 <Figure 
3>과 같은 고장시간에 대한 분포가 있다고 가정하자. 해당
시스템의 고장은 누적결함비율이 10%를 넘어서면서 갑작
스럽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B10을 PM piont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3> Determination of Optimal PM Point[4]

물론 PM point 방식은 장비의 중요도나 위험도, 경제
성 등을 고려하여 누적결함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정비주
기의 최적화를 꾀할 수 있다. 국산초등훈련기의 정비주
기 연장이 PM point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때 장
비의 중요도 기준은 고장 영향성 분석 결과에 따른 위험
도 등급 기준을 적용하였다. 위험도 등급에 따른 최소 결
함 주기 비율은 <Table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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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ect Ratio to Severity Classification

Severity 
Classification

Defect 
Ratio

Description

I 1% Failure causing personnel death or loss 
of the beaker system

II 3%
Failures that can cause major system 
damage, serious injury, or major asset 
damage resulting in loss of mission

III 5%
Failures that cause minor system damage 
or minor injuries resulting in delays, 
reduced availability or reduced mission

IV 10% Failures that is not serious but requires 
unplanned maintenance or repair.

2.3.3 RCM guide 기준 산출방식

이 방법은 미육군에서 발간한 Reliability Centered Main-
tenance Guide[3]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지침
서는 예방 정비 주기 설정 방법으로 3가지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고장 발생을 예
상하여 검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장비의 고장 예
상 시점을 고장 내역 및 사용자의 경험으로부터 직관적으
로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장 분포 통계량을 사용
하여, 장비의 중요도에 따라 검사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다. 중요도 등급 기준에 따른 검사 주기는 <Table 4>와 같
다. 세 번째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검사 주
기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격주 또는 월 단위로 장비를
관찰하는 것이다. 

<Table 4> Maintenance Period According to Importance and 

Failure Distribution Statistics

Importance
Distribution 
Statistics

Maintenance Period

Low MTBF inspection by dividing MTBF into 
3 equal parts

Middle B10 inspection by dividing B10 life into 
3 parts

High B2 Engineering judgment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등훈련기는 10년
이상의 운영자료가 있기에, 두 번째 방법인 고장 분포 통
계량을 사용하여, 장비의 중요도에 따라 검사 주기를 결
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2.3.4 산출방식 간 특징 비교

앞에서 소개한 NAVAIR 00-25-403[17], DOD, U.S[4], 
CERL, US Army[3]의 산출방식은 주기를 결정하는 각각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산출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거나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산출방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에 따른 장
단점은 파악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각 산출방식이 더
유효할 수 있는 상황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장단점을 비
교하려한다. 
첫째, NAVAIR 방식은 잠재고장과 기능고장이라는 개

념을 사용하여 PF interval을 도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
비를 줄이면서도 정비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한다. 즉, 잠재고장 이전에는 경제성만을 고려
한 최소한의 정비를 실시하고, 잠재고장의 상황이 확인
되면 정비주기를 조정하여(더 자주 정비를 실시하여) 기
능고장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러나 잠재고장과 기능고장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고장메
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에 다른 산출방식에 비하
여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잠재
고장과 기능고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부품의 경우
에는 PF interval을 도출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
다. 특히, 현장자료만을 사용할 경우, 잠재고장과 기능고
장을 분류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PM point 방식은 누적고장률이라는 개념을 도입

하였기에, 전체 운영고장의 분포 및 발생 시기 등을 고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운용기간이 길어서 고
장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PM point를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 정확도도 높아지기에 정비에
의한 효과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반대로, 고장이 거의 발
생하지 않은 경우나, 운용기간이 짧아서 고장자료를 충
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장분포의 추정 시 모수
의 변동폭이 커져(신뢰구간이 넓어져) 정확도나 실효성
이 낮아진다. 이러한 경우, 위험성을 고려하여 PM point
의 기준 고장률을 낮추거나,  보수적인 추정값(하한값)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정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RCM guide 방식은 정비주기를 품목의 심

각도에 따라 MTBF,  B10, B2의 3등분으로 결정한다는 점
에서 적용하기에는 가장 간단하다. 그러나 MTBF, B10, 
B2 등의 신뢰성 지표의 추정에서 충분한 고장자료의 확보
여부가 정확성을 좌우하기에 PM point 방식과 동일한 장
단점을 가진다. 추가적으로, 충분한 고장자료를 확보하여
추정한 신뢰성 지표의 정확성이 높다 하더라도 MTBF,  
B10, B2의 3등분을 정비주기로 결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결정적인 한계점을 드러낸다. 

3. 정비주기 연장방안 검토

본 장에서는 2.3절에서 소개한 3가지 정비주기 산출방식
(NAVAIR, PM Point, RCM guide)을 국내 고등훈련기의
실제 운용자료를 사용하여 검토한다. 위의 3가지 정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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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식은 이미 널리 수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산출방식
이기에 산출방식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각 방법의 개념이나 철학이 서
로 상이하기에,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해
당 산출방식을 국내 고등훈련기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자료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적
용기준 역시 필요하다.

3.1 주기산출의 절차 및 적용기준

3가지정비주기산출방식(NAVAIR, PM Point, RCM guide)
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
족하기 위하여

1) 품목 식별 및 분류
2) 고장주기 산출
3) 검사빈도 산출
4) 정비주기 산출

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였다. 

3.1.1 품목 식별 및 분류

해당 품목의 고장 발생이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기
준으로 중요 품목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절차는 안전이
최우선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확
인해야 하는 절차인 동시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운영을 꾀하는 항공기 사용자에게는 합리적인 절
차로 인식된다. 

NAVAIR의 산출방식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절차로 안
내하고 있으며[17], PM Point나 RCM guide의 산출방식에
서도 위험도(severity classification)나 중요도(importance)
의 등급에 따라서 주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3,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장 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

(FMECA; Failure Modes, Effect And Criticality Analysis)
의 내용을 준용하여 중요 품목 여부를 식별하고 분류하
기로 하였다. 항공기는 개발단계에서 반드시 FMECA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심각도 수준은 1~4까지의
4단계로 구분한다. 

3.1.2 고장주기 산출

NAVAIR의 산출방식에서는 정비주기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적 결함과 기능적 결함 사이의 시간 간격(PF interval)
이 필요하다. 이때 PF interval은 잠재고장과 기능고장의
고장 유형 파악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존재하는 개념
이다. 만약 어떠한 부품이 고장의 징후(잠재고장)를 파악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은 고장시간(TTF; Time To Failure)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잠재고장의 파악이 가능한 부품은 PF interval을, 그렇지
않은 부품은 평균고장시간(MTTF; Mean Time To Failure)
을 최대 허용값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고장시간 관련 기준
통계량을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PM point 산출방식 역시, 고장시간(TTF; Time To Failure)
에 대한 분포를 대상으로 누적결함비율의 허용치를 고려
하는 방식이고, RCM guide 방식 역시 MTTF나 B10과
같은 고장시간 관련 기준통계량(Distribution Statistics)을
정비주기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3가지 방식 모두 정비주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고장시간 관련 통계량을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고장주기 산출이라는 단계로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
하였다. 결국, 고장주기 산출단계는 현장자료를 사용하여
해당 부품의 수명분포를 추정하는 신뢰성분석 단계이다. 
그러나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고등항공기의 현장자료는

개발과정에서 보수적으로 결정된 200시간을 정비주기로
운영해온 상황에서 수집된 것이다. 즉, 200시간마다 검사
를 통해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정비를 수
행해 왔기에, 고장주기가 200시간 이상인 고장에 대해서
는 충분한 고장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200시간마다
정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상태가 개선되어 수명
이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현장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고장주기가 200시

간이라는 정비주기의 운영으로 인하여 왜곡되었을 가능
성을 고려하여, 유사장비의 수명자료와 설계특성(고장물
리)을 고려한 결함자료 두 종류의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
여 각각의 고장주기를 추정한 후, 이렇게 확보된 3개의
고장주기 추정치에 대한 가중평균을 사용하여 최종적인
고장주기로 확정하였다. 이때의 가중치는 전문가들의 의
견을 반영하여 현장자료, 유사자료, 결함자료 각각 43%, 
43%, 14%로 결정하였다. 해당 가중치를 살펴보면, 유사
자료를 사용하여 현장자료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결함자
료를 통해 왜곡을 보정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3.1.3 검사빈도 산출

검사빈도 산출은 NAVAIR의 산출방식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으로 NAVAIR 00-25-403[17]에서는 식 (2)와 식 (3) 중
에 더 큰 값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 (2)는 심각도
가 Category I, Ⅱ일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권고안에 따라 해당 부품의 심각도를
기준으로 심각도가 1 또는 2등급일 경우에는 안정성 관점
의 검사빈도인 식 (2)를 사용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경제
성 관점의 검사빈도인 식 (3)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때
식 (3)에서 사용되는 비용들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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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교범 기준 검사 인시×시간당 인건비+소모품
가격

 : 정비교범 기준 잠재고장의 정비 인시×시간당 인
건비+구매 장비의 단가

 : 정비교범 기준 기능고장의 정비 인시×시간당 인
건비+구매 장비의 단가+임무영향으로 인한 비용

3.1.4 정비주기 산출

NAVAIR는 PF interval을 입력값으로 가지는 식 (1)을
사용하여 정비주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3.1.2절에서 언급
하였듯이 PF interval은 잠재고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제한
적인 상황에서만 추정이 가능하기에, 현장자료로부터 이
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다고 첫 가동
시점을 잠재고장 시점이라고 가정하여 MTTF를 PF inter-
val로 사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적절한 고장시간 관련 기
준통계량을 고장주기로 준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의 의견을 반영하여 B20를 PF interval로 사용하였다. 또
한 식 (1)에서의 검사빈도(n)는 3.1.3절에서 소개하였듯이, 
해당 부품의 심각도를 기준으로 식 (2)와 식 (3)으로 구분
하여 사용하였다. 

PM Point 방식은 이미 초등훈련기의 경우에서 <Table 
3>의 기준으로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기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RCM guide 방식의 경우에는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기준통계량에 대한 검사
빈도를 3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검
사빈도를 3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Table 4>에서의 중요
도(importance)를 품목의 심각도로 치환하고 각 단계별로
고장주기(고장시간 관련 기준통계량)를 B2, B10, B20, 
MFTBF로 차등 적용하였다(<Table 5> 참조). 

<Table 5> Maintenance Period According to Severity and 

Failure Distribution Statistics

Severity
Distribution 
Statistics

Maintenance Period

I MFTBF inspection by dividing MFTBF into 3 equal 
parts

II B20 inspection by dividing B20 life into 3 parts
III B10 inspection by dividing B10 life into 3 parts
IV B2 inspection by dividing B2 life into 3 parts

3.2 주기연장 시범적용

본 장에서는 고등훈련기 운영자료를 활용하여 앞서
소개한 3가지 방식으로 정비주기를 산출하는 과정을 소
개하고 결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3.2.1 시범대상품목 선정

시범대상품목은 현재 고등훈련기에서 200시간마다 검
사하는 총 266항목 중 5%에 해당하는 15품목을 계통별
로 수량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Table 6> 참
조). 각 품목명은 보안상 A, B, C 등의 임의의 문자로 대
신 표시하였다.

<Table 6> Selected Items

System # of items # of selected items

A 21 1
B 2
C 20 2
D 1
E 1
F 50 1
G 1
H 4 1
I 11 1
J 18 1
K 3
L 4
M 17 1
N 96 3
O 2 1
P 3 1
Q 2
R 10 2

Total 266 15

3.2.2 품목 식별 및 신뢰성 분석

선정한 15개 품목에 대해 FMECA의 결과를 기준으로
중요 품목 여부를 식별하고 1~4까지의 4단계로 심각도 수
준을 결정하였다. 심각도의 숫자가 낮을수록 기능적으로
중요하거나 안전이 중요하게 판단되는 품목이다. 이후, 10
년간의 운영자료를 활용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Table 7>에 정리하였다(업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각품목명은 <Table 6>의임의의문자와동일계통의 
item을 구분하기 위한 숫자 1과 2를 조합하여 표시하였다).

NAVAIR 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B20를, RCM 가이
드를 적용하기 위하여 MFTBF, B20, B10, B2를 추정하
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품목
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비행시간을 고장간평균비행시
간(MFTBF)으로 간주하였다. 

3.2.3 정비주기 산출 

<Table 7>의 신뢰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품목별 정
비주기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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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for Selected Items

Item QTY Flight time Severity # of defect MFTBF B20 B10 B2

A 1 84,494 4 67 1,261 281.4 132.9 25.5
C-1 1 84,494 3 37 2,284 509.6 240.6 46.1
C-2 1 84,494 3 40 2,112 471.4 222.6 42.7
F 1 84,494 3 14 6,035 1,346.7 635.9 121.9
H 1 84,494 3 22 3,841 857.0 404.7 77.6
I 1 84,494 3 2 42,247 9,427.1 4,451.2 853.5
J 2 168,988 2 18 9,388 2,094.9 989.1 189.7
M 1 84,494 3 0 84,494 18,854.3 8,902.3 1,707.0

N-1 1 84,494 2 0 84,494 18,854.3 8,902.3 1,707.0
N-2 1 84,494 3 4 21,124 4,713.6 2,225.6 426.8
N-3 1 84,494 3 12 7,041 1,571.2 741.9 142.3
O 1 84,494 2 8 10,562 2,356.8 1,112.8 213.4
P 1 84,494 3 1 84,494 18,854.3 8,902.3 1,707.0

R-1 2 168,988 4 0 168,988 37,708.6 17,804.7 3,414.0
R-2 1 84,494 1 1 84,494 18,854.3 8,902.3 1,707.0

<Table 8> The Maintenance Period of Items According to Guidelines

Item QTY Severity
Frequency of inspection Maintenance period

economic Safety NAVAIR RCM guide PM point

A 1 4 0.6 　 469         420       100 
C-1 1 3 1.6 　 318         170       100 
C-2 1 3 2 　 236         157       175 
F 1 3 2.3 　 586         449       500 
H 1 3 1.8 　 476         286       125 
I 1 3 1.6 　 5,892       3,142     1,000 
J 2 2 2.4 2.8 735         330       150 
M 1 3 1.4 　 13,467       6,285     1,000 

N-1 1 2 0.2 5.7 3,308       2,967     1,000 
N-2 1 3 1.1 　 4,285       1,571       400 
N-3 1 3 1.5 　 1,047         524       250 
O 1 2 1.3 5.7 414         371       175 
P 1 3 1.6 　 11,784       6,285     1,000 

R-1 2 4 1.2 　 31,424      56,329     1,000 
R-2 1 1 1 6.0 3,142         569       150 

이때, NAVAIR 산출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
목의 검사빈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해당 품목의 심각도가 1 또는 2등급일 경우에는
식 (2)를, 심각도가 3 또는 4등급일 경우에는 식 (3)을 사용
하였으며, 이때 고려하는 고장의 수용가능확률()과 잠
재고장 검출확률()은 <Table 1>과 <Table 2>의 값을 기
준으로 하였다. PM point 방식의 경우, 국산초등훈련기의
정비주기 연장 시 고려하였던 기준인 <Table 3>를, RCM 
guide의 경우는 <Table 5>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각 품목별로 3가지 방식에 의거하여 산출된 정비주기

의 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 <Figure 4>는 3가지 방식
의 결과들을 하나의 그래프에 겹쳐서 도시한 것이다. <Figure 4> Comparison of Results by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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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비교 및 고찰

<Figure 4>에서 산출방식별 정비주기 패턴이 품목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PM point 방식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3.4절
에서 언급하였듯이, 충분한 고장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
우에는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PM point 방식의 특성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몇 개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고장발생수가 그
리 많지 않다. 이는 3.1.2절에서 미리 언급하였듯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고등항공기의 현장자료는 개발과정에서 보
수적으로 결정된 200시간을 정비주기로 운영해온 상황에
서 수집된 것이기에 고장주기가 200시간 이상인 고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장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다. RCM guide 방식 역시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M point 방식이 더 보수적으로 추정된 이유는
PM point 방식은 중요도(위험도) 단계에 따라 누적고장률
을 1%, 3%, 5%, 10%로 설정한 반면, RCM guide방식은
B2, B10, B20, MFTBF로 PM point보다 여유로운 기준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NAVAIR 방식은 잠재고장과 기능고장을 구분한 후 PF 
interval을 사용하여 정비주기를 산출하여야 하나, 현장자
료만으로 잠재고장과 기능고장을 분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현장자료는
200시간마다 검사를 수행한 자료이기에 PF interval을 파
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품목들에
대하여 B20이 대체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연구의 정확성
을 위해서는 PF interval을 B20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명
확한 근거가 필요하나,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B20로
대체한 것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NAVAIR 방식
의 정비주기가 다른 방식에 비해 전반적으로 길게 결정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200시간으로 운영 중인 훈련기의
점검주기를 400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
존에 널리 수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NAVAIR 00-25-403[17], 
DOD, U.S[4], CERL, US Army[3]의 3가지 정비주기 산출
방식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 운용자료를 활용하여 3가지

방식으로 검사주기를 산출해 보았다. 운용자료를 기존의
정비주기 산출방식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신뢰성 지표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정비주기를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3가지 정비주기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고찰도
수행하였다. 
산출결과를 토대로 현장과의 인터뷰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된 15개 품목 중 11개 품목은 400시간으로
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나머지 4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기능분석이나 비행전후간의 검사내용
확인 등의 추가분석과 현장과의 조율을 통하여 검사방식
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400시간으로의 연장이 가능할 수
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본 연구는 정비주기에 대하여 학술적 목적보다는 현

재 200시간으로 운영 중인 훈련기의 점검주기를 400시
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실무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기
에,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의 정비주기 산출 방법론을 개
선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학문적 가치를 얻지는
못했다.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업이나 개인의 연구 수준에서 개
선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거
의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제약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사의 현장자료를 사용
하여 기존의 방법론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로부터 기존
의 운영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는
과정을 소개했다는 실무적인 제한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현장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려 한다. 
첫째, NAVAIR의 산출기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자료만으로는 잠재고장과 기능고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PF interval을 B20로 대체하여 준용한 점이다. PF 
interval은 고장이 발생할 징조를 파악한 이후부터의 기간
이고, NAVAIR의 산출식은 고장징조를 파악하였다는 가
정하에서 개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PF interval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현장 전
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B20을 사용하였다. 
둘째, 정비주기 200시간의 상황에서 확보된 현장자료

가 잦은 정비로 인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상쇄하기 위하
여 현장자료, 유사장비의 수명자료, 설계특성(고장물리)
을 고려한 결함자료를 43%, 43%, 14%의 가중치로 결정
한 부분이다. 이 역시 해당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결정한
근거가 없기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여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값은 본 연구에서 관련 전
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을 명시해 둔다. 해당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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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적인관점에서는, 본연구에서고려한 NAVAIR 
00-25-403[17], DOD, U.S[4], CERL, US Army[3]를 포함
하여 기존의 가이드라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비주기 산
출방식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증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3개의 가이드라
인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
인에서 고려된 기본이론이나 고장물리(physics of failure) 
등은 199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
이 매우 보수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 현장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현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신
뢰성이론 및 고장물리를 최신의 이론으로 업데이트하는
연구는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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