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30 Years



30 Years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1981~2011



30 Years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1981~2011



30년간의생생한역사,

미래국방을향한도약의발판이되기를!

2011년 6월

국방기술품질원장 정 재 원

M e s s a g e  F r o m  P r e s i d e n t



국방기술품질원은

우리나라국방경쟁력의

미래입니다!

국방부장관

김 관 진

Message of  Congratulat ions

세계일류국방기술경영

전문연구기관의역할을

다해주기를!

국회국방위원장

원 유 철



미래안보는여러분의

손에달려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장

육군대장 한 민 구

Message of  Congratulat ions

모두함께꾸는꿈은

현실이됩니다

방위사업청장

노 대 래



CONTENTS

INTRO 01. GENERAL HISTORY

국방기술품질원30년사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30th Aniversary

일러두기

1.이 책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자료에 입각하여 기술하였으

며,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각 시

대를조명하였습니다.

2.이 책은 통사와 부문사로 구분하여 30년

의 역사를 조감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의

내용을 기술하며 그 맥을 짚어주고 있습

니다.

3.이 책에 사용한 모든 그림과 도표 등의 자

료는 편찬위원이 감수하고 검증한 것이

며, 한자 및 외국어 사용은 되도록 지양하

되 필요한 경우 ( )에 넣고 한글을 병기하

였습니다.

4.이 책에 사용한 전문용어 등 관련 용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전문 관련자들이 사용

하는 일반적인 용례에 따랐으며 필요한

경우본문중에부연설명하고있습니다.

발간사 006

축사 008

사진으로보는DTaQ오늘과미래 016

사진으로보는DTaQ 30년사 082

SPECIAL INTERVIEW 1
국방기술품질원장정재원 114

“개혁이아니라변화를, 조직이아니라사람을말하다!”

통사

제Ⅰ부.탄생에서도약까지

제1장.태동기 (1981 ~ 1988) 120

제1절. 품질보증에대한시대적요구 122

- 군수품에품질개념이도입되다

제2절. 국방품질검사소의창설 130

- 최초의독립적품질보증기관으로첫발을내딛다

■기품원사람들이말하는지난발자취 1 136

제2장.성장기 (1989 ~ 1997) 138

제1절. 정체성의재정립 140

-‘검사’에서‘연구’기관으로, 그지위의격상

제2절. 높아진위상, 확대되는업무영역 144

- 품질경영의지평을넓혀가다

■기품원사람들이말하는지난발자취 2 154

제3장.시련기 (1998 ~ 2005) 156

제1절. 대의(大義)를 위한결단 158

- 외환위기의파고를함께넘다

■기품원사람들이말하는지난발자취 3 162

제4장.도약기 (2006 ~ 2011) 164

제1절. 국방획득개혁의대대적인추진 166

- 투명하고경쟁력있는국방획득을창조하다

제2절. 국방기술품질원의탄생 172

- 국방획득분야의핵심기관으로다시태어나다

제3절. 끝없는도전과변혁 182

- 경영혁신과조직문화창조로앞서나가다

■기품원사람들이말하는지난발자취 4 190

SPECIAL INTERVIEW 2
국방기술품질원(전 국방품질관리소) 14대 소장유홍모 192

“최고의연구기관으로세계를향해뻗어나가기를!”



02. DEPARTMENT HISTORY 

부문사

제Ⅱ부.국방품질경영부문

제1장.군수품품질보증활동 198

제1절. 군수품품질보증제도의정립 200

- 단순한‘검사’를넘어‘선진품질보증체계’정립까지!

제2절. 양산전품질보증활동 202

-‘양산’에서‘개발’단계까지, 업무의영역을넓히다

제3절. 비무기체계개발사업지원 208

- 무기체계와의균형발전을위해블루오션을개척하다!

제4절. 양산품질보증활동 210

- 비용은최소화하고양산군수품의가치를극대화하다

제5절. 대군지원활동 226

- 최상의전투력을위해‘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하다

제6절. 국제품질보증협정및협력 234

- 국가간상생의전략으로수출을활성화시키다

제7절. 시험분석 238

- 전문적인시험분석으로 품질보증활동을지원하다

제8절. 품질관리계도및홍보 240

- 품질경영을알리고공감대를형성하다

제2장.기술지원활동 244

제1절. 부품국산화의활성화 246

- 경제적효과는높이고전투력은강화한다

제2절. 민·산학연과유기적인협력네트워크구축 250

- 유기적인협력네트워크로기술지원에앞장서다

제3절. 형상관리및표준화 254

- 군수품조달관리를더효율적으로개선하다

제Ⅲ부.국방기술기획부문

제1장.국방기술품질원의신동력,기술기획본부 262

제1절. 기술기획본부정체성의확립 264

- 전문성을높이고대외인지도를향상시키다

제2장.국방과학기술기획 268

제1절. 국방기술조사분석 270

- 국방기술발전을위한지식기반을제공하다

제2절. 국방기술기획 276

- 국방의미래를바꾸는새로운기술기획으로!

제3장.방위력개선기술지원 280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기술지원 282

- 수준높은기술지원이국가방위력을발전시킨다

제2절. 미래를내다보는‘가격분석’과‘절충교역’ 286

- 방위산업을경제성장의신동력으로!

제4장.국방과학기술평가 296

제1절. 기술평가의새로운주체 298

- 국방핵심기술R&D평가전문기관으로우뚝서다

제5장.국방과학기술분석 304

제1절. 국방획득M&S 306

- 상상하고, 검증하고, 표준화하라

제2절. 국방상호운용성 312

- 전략적으로네트워크하고긴밀하게소통하라

제3절. 무기체계내장형소프트웨어 316

- 기술기획, 소프트웨어중심으로대전환하라

제4절. 국방 RAM 320

- 국방유일의신뢰성전문기관, RAM발전을선도하다

제6장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324

제1절. 정보운영및관리 326

- 국방과학기술정보, 수요자중심으로통합관리하다

제2절. 기술정보제공서비스 330

- 힘이되는정보, 실시간으로서비스하다

03. EPILOGUE

에필로그

국방기술품질원의비전과미래발전방향 336

APPENDIX

부록

역대기관장현황 342

주요간부진소개 347

연혁 350

국내외협약현황 354

CONTENTS 국방기술품질원30년사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30th Aniversary



Beyond Challenge



Beyond Challenge



Beyond Challenge



Beyond Challenge



Beyond Challenge



Beyond Challenge



Beyond Challenge



Beyond Challenge



Beyond Challenge



Beyond Challenge



Beyond Passion



Beyond Passion



Beyond Passion



Beyond Passion



Beyond Passion



Beyond Passion



Beyond Passion



Beyond Passion



Beyond Passion



Beyond Passion



Beyond Passion



Beyond Harmony



Beyond Harmony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기획총괄부

유도감시통신연구부



Beyond Harmony

기술정보센터

기반체계연구부
분석평가부



Beyond Harmony

저장신뢰성시험실



Beyond Harmony

국산화벤처센터



Beyond Harmony

대전센터

서울센터



Beyond Harmony

사천센터

대구센터



Beyond Harmony

창원센터

부산센터



Beyond Harmony

정원



Beyond Harmony

산책길



Beyond Harmony

한마음체육대회



Beyond Harmony

현충원헌화봉사활동



사진으로보는DTaQ 30년사
국방기술품질원은1981년국방품질검사소로시작하여

많은시련속에서성장을거듭하였다.

2006년품질경영뿐만아니라국방기술기획까지담당하는

국방획득분야의핵심기관으로다시태어난이래

국방전반을이끄는글로벌연구기관으로성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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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1981~1988
DTaQ의창설및기반조성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2

4

5

3

197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방위사업 기반 정비와 발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조달본부’를 설립하였고, 이어서

두 개 기관에 품질보증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군수품 품질보증을

담당하도록하였다. 그러나 군수품품질보증의중요성이날로커

지는 데다 이원적인 품질보증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자, 1981년

두개전담기구를일원화한‘국방품질검사소’가탄생하기에이르

렀다.

국방품질검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품질보증 전담기관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구였지만 완전 독립된 위상과 기능을

가지고품질보증의구심점역할을담당하였다. 또한 독자적이고

객관성있는품질보증에대한시대적요구에부응하고자조직의

모든 역량을 통합해 나가며 본격적인 품질경영의 문을 활짝 열

었다.

01. 국방품질검사소이병간초대소장

02. 국방품질검사소창설기념식(’81. 7. 1)

03. 본소전경 (’83. 11. 10 조본에서홍릉으로이동)

04. 국방품질검사소창설현판식(’81. 7. 1)

05. 캐나다와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84. 11. 8)



DTaQ 1989~1997
DTaQ 위상강화와업무영역의확대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21

단순 검사기관으로 시작한 국방품질검사소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업무영역이확대되었고, 이에 걸맞은새로운정체성이필요

하였다. 이에 1989년 국방품질검사소에서 국방품질관리소로

개칭하고 관리기관으로 그 위상을 높였다. 또한 새로이 연구기

능까지업무의영역을더욱확대해나가자, 1997년 국방품질관

리소에서국방품질관리연구소로그명칭을다시변경하였다.

이후 국방품질관리연구소는 제품 자체의 품질보증과 그와 관

련한 기술 관리적인 업무 외에도 품질 및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항공·조함·형상관

리·대군지원분야등품질경영의지평을더욱넓혀나갔다.

01. 국방품질관리소로개칭(’89. 10. 1)

02. 창설 10주년기념식(’91. 7. 1)

03. 항공분소창설현판식(’95. 1. 3)

04. 함정분소창설현판식(’96. 1. 1)

05. 국방품질연구소로개칭(’96. 10. 1)

06. 국방품질관리연구소로개칭 (’9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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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1998~2005
DTaQ의변혁과도약을위한준비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창설 이후 지속적인 업무 영역의 확대에 따라 전 직원의 희망

대로 연구소의 반열에 올라선 국방품질관리연구소는 1998년

들어 위기를맞이하였다. 1997년부터 시작된외환위기속에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

하게된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구조조정이라는 위기 속에서 국방품질관리연

구소는 조직의 생존은 물론, 국가 전체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

기 위한 결단으로, 연구기능의 일부를 다시 국방과학연구소로

전환하고 국방품질관리연구소에서‘국방품질관리소’로 명칭

을 다시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

정을 단행하였지만 조직 전체를 위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단

합함으로써상처를딛고새롭게태어날수있었다.

01. 터키와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99. 11. 18)

02. 국방품질관리소-육군본부사업추진협의회(’99. 4. 29)

03. 창설 20주년기념식(’01. 6. 30)

04. 제1회국방품질상수상업체(’04. 12. 2)

05. 2004 국방품질대전개최(’0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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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06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2006년 국방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국방품질관리소는‘국방기술

품질원’으로다시태어났다. 참여정부들어국방획득제도개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자, 기존 국방품질관리소의 품질보증 기능과

새로운 국방기술기획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국방기술품질원’

의창설이그대안으로떠오른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존의 품질보증 업무의 범위를 조정·승계하

는 한편 국방기술기획의 업무를 새로 맡음으로써 국방획득 분야

의핵심기관으로부상하였다. 달라진그위상만큼전직원이일치

단결하여 경영혁신과 선진적인 조직문화 창조, 품질경영과 기술

기획의전문화등을추진하면서새롭게도약하였다.

01. 국방기술품질원개원기념식(’06. 2. 3)

02. 창립이사회개최(’06. 3. 7)

03. CI 선포식(’06. 5. 1)

04. 직원행동강령선포식(’06. 6. 5)

05. 부패척결을위한청렴서약식(’06. 5. 12)

0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업무협정체결(’0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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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06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2006년 재탄생한 국방기술품질원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정체성

을널리알리는한편, 품질경영및국방기술정보보급을위해「국

방과학기술정보」,「국방품질경영」등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주력했다. 또한원기관지「기술로품질로」를창간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품질경영을 구현하고자 산학연과의 협력 네

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특히 산학연의 우수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동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의 참여기

관 및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지원했다.

또한, 기술기획분야에있어서도새로운업무정착은물론전문성

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간기관의 참

여를적극유도하면서국방 R&D 부문의개방을선도해나갔다.

01. 동양대학교와학·연기술협약체결(’06. 8. 10)

02. 한양대학교와학·연기술협약체결(’06. 12. 28)

03.「국방과학기술정보」,「국방품질경영」지창간(’06. 12. 15)

04. 기술기획단이전현판식(’06. 9. 27)

05. 유도수중무기품질협의체발족(’06. 10. 24)

06. 국방분야기초연구기획업무발전간담회개최(’0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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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07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국방기술품질원은 양산 군수품은 물론 양산 이전의 품질보증까

지 그 업무 영역을 확대했으며,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비무기체계

지원, 그리고 대군활동 지원까지 품질경영 부문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화함으로써품질경영을한단계더발전시켰다.

특히 산학연과의 교류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국방벤처센터의 운

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2007 벤

처기업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국제협력에도 눈

을돌려국제협력에주력하기시작하였다.

01. 미국DCMA-K,

국방기술품질원정기품질간담회개최(’07. 3. 9)

02. 2007 벤처기업대상기관부문대통령표창(’07. 10. 18)

03. 부산국방벤처센터설립MOU 체결식(’07. 12. 17)

04. 국방벤처활성화세미나개최(’07. 3. 30)

05. 필리핀과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07. 7. 13)

06. 경상대학교와상호협력에관한협약체결(’0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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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07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2007년 국방기술품질원은 모든 분야에서 힘찬 행보를 이어갔다. 인

하대학교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회도서관과 상호협력 MOU

를 체결하는 등 산학연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강화시켰다.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

흥원등과상호협력협약을체결하여전략적제휴관계를형성함으로

써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산학

연과의 협력 네트워크는 국방획득시스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

환시키는데기여했다.

또한우수품질정보제기자를시상하는등품질보증발전을위한동기

를유발하고사기를진작함으로써새로운에너지를창출해나갔다.

01. 국회도서관과상호협력협정체결조인(’07. 5. 8)

02. 인하대학교와상호협력협약서조인(’07. 9. 12)

03.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상호협력에관한협약체결(’07. 10. 11)

04.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과상호협력에관한협약체결(’07. 11. 20)

05. 우수품질정보제기자시상(’07. 12. 20)

06.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상호협력에관한협약체결(’0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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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08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2008년 2월 창설 2주년을 맞은 국방기술품질원은 조직의 기강

을 새롭게 확립하고 더욱 발전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

해변화를준비했다. 특히기업의사회적책임에도눈을돌려, 태

안기름제거봉사활동에대거참여하는등의활동을통해구성원

들의단합을도모하고기업의새로운역할을확대해나갔다.

또한 2006년부터 시작한 윤리경영체제 확립 운동을 더욱 강화

하면서, 조직문화교육관을 개관했다. 직원 상호간의 단합과 훌

륭한 일터문화 확산을 위해 전용 교육관을 활용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매월조직문화교육을실시함으로써직원들의역량강

화는물론보다선진적인조직문화를확립해나갔다.

01. 2008 시무식('08. 1. 2)

02, 04. 태안기름제거봉사활동('08. 1. 15)

03. 창설 2주년기념식('08. 2. 2)

05. 조직문화교육관개관('08. 3. 5)

06. 호원대학교와협약체결('08.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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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08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도 앞장서 온 국방기술품질원은

20년 이상지역사회복지시설을후원하여왔으며, 국립현충원묘

역 정화 및 1사1촌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지속적으로펼치고있다. 특히 2008년의홍파복

지원 자원봉사 활동은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보다 따뜻한

기업문화를만드는데기여했다.

또한, 체코와 국제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여 국제협력을 이어나

갔고, KIST와의 협약, 국방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

해 대외적 협력 네트워크를 넓혔으며, 다양한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역량강화를위한기반을견고히다졌다.

한편, 2008년 7월제2대정재원원장이취임하였다.

01. 체코와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08. 3. 31)

02. KIST와 협약체결(’08. 4. 3)

03. 김철환원장이임식(’08. 5. 30)

04. 홍파복지원자원봉사(’08. 6. 10)

05. 정재원원장취임식(’08. 7. 16)

06. 제3회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발전세미나개최(’08. 7. 24)

07. 국방정부출연연구기관협약식(’0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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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09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2009년에는품질경영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긍정적인공감대를형

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특히‘총 수명주기관리 품

질경영’이란 주제로‘2009년 국방품질경영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

최하여국방품질경영정책및제도의발전방안을수립하는데기여했

다. 그 외에도,‘산학연 참여확대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동안 계속해

온전문가포럼을기술기획포럼형식으로재정비하여체계화시켰다.

또한, 2009년 향우연과MOU를체결하고, 현충원과자매결연을맺는

한편,‘체계협력업체 간 협력 촉진대회’등을 개최하는 등 대내외적

교류와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갔다. 경남국방벤처센터

를새로이개소하여중소벤처기업지원도더활기를띠었다.

01. 창설 3주년기념행사(’09. 1. 30)

02.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상호협력에관한협정체결(’09. 2. 11)

03. 산학연의국방 R&D산업참여확대를위한세미나개최(’09. 3. 19)

04. 체계협력업체간협력촉진대회개최(’09. 4. 24)

05. 경남국방벤처센터개소식(’09. 9. 17)

06. 현충원과묘역헌화활동을위한자매결연(’09. 8. 14)

07. 2009년 국방품질정책발전세미나개최(’0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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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09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2009년 국방기술품질원은 DTC(Defense Technology Community:

국방기술커뮤니티)를 창립하였다. DTC는 산학연의 국방 관련 종사

자들의교류를활성화하고국방관련정보의원활한소통을돕기위

하여국방기술품질원이주도하여만든조직이다.

또한제4회째를맞은국방품질경영상을국무총리상으로격상시키

고중소기업청장상을만들었으며, 중소기업들의참여여건을조성

하여 6개업체가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국립국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협약을

체결하고, 슬로바키아와 국제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외네트워크를계속해서강화해나갔다.

우수품질정보제안자수상도계속추진하였다.

01. 슬로바키아와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09. 9. 22)

02. 국립국어원과협약체결(’09. 9. 30)

03. 표준의날국무총리상수상(’09. 10. 14)

0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MOU 체결(’09. 12. 9)

05. 국방기술커뮤니티(DTC) 창립식(’09. 12. 15)

06. 2009 국방품질경영상시상식(’09. 12. 23)

07. 퇴임식및송년회(’09. 12. 24)

08. 2009 우수품질정보제기자시상식(’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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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10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2009년과 2010년 2회에걸쳐무기체계와비무기체계의균형있는

발전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비무기체계발전컨퍼런스’를개최하

여비무기체계분야의연구개발활성화에대해대내외공감대를형

성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ASRP(저장탄약수명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시

설을 준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ASRP 업무 수행을

위한여건을조성하였다.

국방벤처전진대회개최, 삼성탈레스와방산장비수출품정부품질

보증지원협력추진등을통해기업지원행보를더욱강화하는한

편,한국특허정보원과협약을체결하고,미래국방유망기술발표회

를개최했다.

01. 국방벤처전진대회개최(’10. 1. 28)

02. 국방부장관업무보고(’10. 3. 18)

03.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간담회개최(’10. 3. 19)

04. 한국특허정보원과협약체결(’10. 2. 17)

05. ASRP 시험시설준공(’10. 7. 29)

06. 제2회비무기체계발전컨퍼런스개최(’10. 5. 11)

07. 미래지상전력기획심포지엄개최(’10. 3. 30)

08. 삼성탈레스와방산장비수출품정부품질보증지원

협력체결(’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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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10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국방기술품질원은개원4주년을맞이하는시점에서새로이경영전

략을수정하였으며, 경영전략에대한직원들의이해도와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정책기획서를 개발하여‘비전

2020’을제시하였다. 또한개원최초로경영컨설팅을실시하여경

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직원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의행보를이어나갔다. 그 결과포춘코리아가선정하는 '2010

일하기좋은 30대한국기업(GWP)' 공공부문에서특별상을수상하

기도했다.

1사1촌마을방산업체견학등사회공헌활동을계속하면서, 공군과

의 상호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는등약진의행보를이어나갔다.

한편 기술평가의공헌을인정받아‘국방핵심기술평가관리분야

ISO 9001인증’을획득함으로써기관의위상을확고히했다.

01. 국방핵심기술평가분야 ISO 9001 인증서수여식

(’10. 8. 17)

02. 공군과상호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체결(’10. 9. 17)

03. 1사1촌마을방산업체견학(’10. 12. 2)

04. 2010 일하기좋은 30대한국기업(GWP) 공공부문특별상

수상(’10. 12. 2)

05. 교통안전공단과협약체결(’10. 11. 25)

06. 군용식품영양및안전성향상을위한세미나개최(’10. 10. 26)

07. 제10차 정기이사회개최(’10. 12. 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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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11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국방기술품질원은 2011년 들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이끌어 온

국방품질관리소의역사성과전통을계승·발전시킴으로써국방획

득분야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자 역사 기점을 1981년으로 변경하

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제협력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2011

년 현재 세계 21개국과의국제품질보증협정을체결완료함으로써

우리 품질보증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더욱다질수있었다.

홍파복지원방문, 헌혈행사등창설이래꾸준히지속해온사회공

헌 활동의 행보도 강화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

습을통해직원들의자부심을강화하고바람직한기업문화를형성

해나갔다.

01. 홍파복지원위문행사(’11. 2. 1)

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약체결(’11. 3. 29)

03. 이진삼국회의원내방(’11. 2. 8)

04. 헌혈행사(’11. 3. 8)

05. 스웨덴과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11. 3. 3)

06. 원유철국회국방위원장내방(’1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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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Q 2011
DTaQ의새로운도약과힘찬행보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1

21개 국가와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을 완료한 데 이어 2011년에

는 최초로‘국제국방품질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각국과

국제협력을증진하는등수출경쟁력을키워나갔다.

대전국방벤처센터설립협약을체결하여중소기업지원을위한벤

처센터 사업기반을 더욱 확대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협약을체결했다.

한편오랫동안직원들이흩어져근무하며어려움을겪어야했던기

술기획본부가 2011년 4월한국경제신문빌딩(서울중구소재)으로

이전함으로써조직통합의전기를맞이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연구및기술기획역량과품질경영역량을더욱

강화하며새로운시대를준비하고있다.

01. 국제국방품질컨퍼런스개최(’11. 4. 15)

0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협약체결(’11. 4. 25)

03. 기술기획본부이전(’11. 4. 8)

04. 대전국방벤처센터설립협약식(’11. 4. 19)

05. 전략물자관리원과협약체결(’1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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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무 자 에 서 C E O 로

“CEO자리에올랐을때, 첫째불필요한영역을최소화하는것, 둘째전문성을강화하는것에역점을두었다.연구원으로서

수십 년 일해보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실무책임자로서도 오랫동안 일해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

었다.하지만확바꾸자고말하지않았다.확바꾸자고말하는순간저항세력이생겨개혁에실패하기때문이다.대신에나

는줄기차게이렇게말해왔다.우리조금변해보자,조금만앞서나가보자!한걸음씩한걸음씩말이다.그한걸음이어느새

큰걸음이되어가고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의기획총괄부장에서전격적으로원장의자리에오른그는국방기술품질원의업무영역만큼이나스펙트럼

이넓은프로필을가지고있다.갑작스럽게원장의자리에올라자신의동료나선배들이부하직원이된상황에서도신속하

고원만하게조직장악에성공한후조직을이끌어왔다.소리없는,그러나강력한일성으로이끌어온변화의시간이었다.

결 국 은 ‘ 사 람 ’이 다

“세계일류기관을향한여정에서무엇이가장중요한가?수많은것들이중요하다.그러나우리에게가장중요한것은결

국은 사람이다.일류 연구인력이 있어야 일류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인적 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그것이바로우리의힘이고, 앞으로도그러할것이다.그렇기때문에사람에게투자하고인적자원스스로도자기

계발에대한분명한사명감과열정을가져야한다.”

그가원장의자리에오른이후에가장집중한부분중의하나가인적자원개발이었다.그는직원교육에관한한“많이풀

었다.”고 말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계발을 위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였고, 실력과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반대도 있었지만 전문역량 강화만이 살길이었다.그것은 다음 세대 조직을 위

한투자이기도했다.

조 직 발 전 을 위 한 징 검 다 리

“나는대를이어가는여러 CEO중의한명일뿐이다. CEO가태어날때조직이태어나지않았다. CEO가죽는다고조직이

죽는것도아니다. CEO는그조직이발전해나가는과정에서딛고지나가는징검다리와도같다.나는우리국방기술품질

원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받쳐 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당대에 보이기 위한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다만 먼 미래 비

전을 바라보고 필요한 일을 할 뿐이다.무언가를 이룬 사람보다는 큰 변화의 흐름, 발전의 물꼬를 튼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는 CEO가당대에성과를낼수있는업적에만투자한다면그것은자신의사명을망각한행위라고말한다.당대에성과

를낼수있든없든지간에기관에필요하다면그일을시작해야한다는것이다.먼훗날사람들이돌아보고“이모든발전

과변화는그때에시작된것”이라고말해준다면그것이그의가장큰보람이자큰기쁨일것이다.

새 로 운 경 쟁 력 을 길 러 야

“세계적인 기업은 처음의 사업 영역 외에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발해온 기업들이다.하던 대로의 영역에만

머물러있으면도태되고말기때문이다.우리도마찬가지이다.계속해서넓어지고있는국방과학획득시스템의영역을커

버할 수 있는 조직은 우리 국방기술품질원밖에 없다.새로운 영역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더 전문화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독립시켜나가야한다.그것이우리의경쟁력과영향력을극대화시키는방법이다.”

급변하는세계정세, 국방과학획득시스템의변화, 그큰흐름속에서정재원원장은국방기술품질원의갈길을생각한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 원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그의 의문부호는 열정을 잉태하고 국방기술품질

원의또다른도약을말하고있다.

Special  Interview 1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Profile 1954년생.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서강대학

교 졸업(서강대학교 석사), KAIST 졸업(공학석사, 공학박사), 국방과학연구

소 체계결합 담당·자주대공포 체계기술팀장·전열추진기술팀장, 국방기

술품질원기술분석실장·기획총괄부장, 국방기술품질원장(2008~2011)

“개혁이아니라변화를, 조직이아니라사람을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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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에서도약까지

Ⅰ.

국방기술품질원은 1981년 창설된 국방품질검사소에서 시작하여, 품질경

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방품질관리소, 국방품질관리연구소 등으로

그 지위를 격상하며 성장했다. 그 후 외환위기 속에서 기관 축소의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2006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다시 태어나 품질경영뿐만 아

니라기술기획까지담당하는명실상부한국방획득분야핵심기관으로오늘

에이르고있다.

제1장.태동기 (1981 ~ 1988)
대한민국품질경영의문을열다

제2장.성장기 (1989 ~ 1997)
더폭넓게더전문적으로품질경영의지평을넓히다

제3장.시련기 (1998 ~ 2005)
시련속에서내일의도약을준비하다

제4장.도약기 (2006 ~ 2011)
변혁을넘어국방획득핵심기관으로도약하다



1981년, 국방과학연구소와국방부조달본부로이원화되어있던품질보증업무

를 일원화하여 독립적인 품질보증 기구인 국방품질검사소가 탄생함으로써 본

격적인 의미의 품질보증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 국방품질검사소는 최초의

품질보증전담기구로서대한민국군수품품질경영의문을활짝열어주었다.

제1절.품질보증에대한시대적요구

군수품에품질개념이도입되다

제2절.국방품질검사소의창설

최초의독립적품질보증기관으로첫발을내딛다

제1장. 태동기

대한민국품질경 의문을열다
(1981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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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국방의기치를내걸고

달라지는대외정세들

우리나라는 1970년대들어,‘자주국방’을국가의최우선정책으로정하고방위산업을적극적

으로육성해나가기시작했다.그결과, 1970년대이후로우리나라는방위산업물자를본격적

으로자체생산할수있게되었는데, 이는모두자주국방정책의결실이었다.한국전쟁이후미

국에전적으로의존하던우리나라가급작스럽게‘자주국방’을최우선과제로내세우게된데

에는당시주변정세의 향이컸다.

첫째, 1960년대후반북한의군사력이현격하게앞서가고있었다.

6·25전쟁직후북한은전후복구작업에여념이없었으나전후복구작업을어느정도마무리

한 후, 곧 독자적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기 시작했다.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군의간부화, 장비의현대화란 4대군사노선에따라매년GNP 11~18%가넘는막대한군사비

를 투입한 결과, 북한은 1960년대 말 이미 세계에서 보기 드문 병 국가로 변모해 있었다.어

느때라도기습공격을감행할수있는군사능력을구비하여, 실제 1968년무장공비의청와대

기습및미해군정보수집함푸에블로호납치사건을일으키기도했다.

둘째, 북한의군사력강화뿐만아니라미국의군사정책변화도우리의안보를위협했다.미군

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대규모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제공하며, 한반도 안보에 핵심역할을

담당해 온 미국이 대외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미·소 냉전체제에

서 다극화 체제로 세계정세가 변모했기 때문이다. 1969년 1월 닉슨대통령 취임 이후‘닉슨독

트린(1969. 7. 25)’에서그핵심내용을엿볼수있다.

“아시아의방위는아사아의힘으로수행한다!아시아각국의안전은자국의자위와협력에바

탕을두어야한다.”

미국의정책이변화함에따라우리역시새로운대안을찾아야했다.

더이상미국에의존할수없다

북한과의군사력격차가현격하게벌어지는가운데미국의대외정책까지달라지자한국의대

미의존 방위체제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자주국방 태세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 다. 실제로 미국은 1970년에서 1971년 사이에

아시아지역에서 한국 주둔 2만 명을 포함하여 미군 32만 명을 철수시켰다.또한, 대한 군사원

조역시격감하 다.국방재원의 70~80%를미국원조로충당할정도로미국에절대적으로의

존하고 있던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 새로운 돌파구가

바로‘자주국방정책’이었다.

이처럼더이상미국에의존할수없는현실적상황은우리나라가자주국방정책을강력히추

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자주국방정책을 위해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최우

선과제로채택하고, 그기반을정비하기위해 1970년초부터‘국산병기개발체제확립’,‘3군

통합조달체제로의전환’등을당면과제로추진하 다. 1
2

3

1970년대초자주국방의기치를내걸게됨에따라,

첫째, 국산무기개발체제를확립하고,

둘째, 군수품을조달하는통합기구를설립하는것이당면과제로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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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구경탄약류

4.2인치박격포

M16소총

◀

[그림 2]

휴대용식량

휴대용제독기

제독제(STB)

로켓발사기등을전시하 다.그후이를기반으로국산무기체계개발업무는활기를띠기시

작했으며 1974년부터시작한전력증강사업(일명율곡사업)에힘입어한국의방위산업은본격

적으로발전하기시작했다.

3. 국방부조달본부,군수품조달을일원화하라

군수품내수가급증함에따라

창군이래국군의군수지원체제는미국의군사원조에전적으로의존했기때문에미국으로부

터군수품을획득하여, 저장·분해·사용하는단순한지원체제로충분하 다.그러나 1960년

대 중반 이후 미국의 군사원조가 감소하고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조달

충당이 늘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특히 1960년대 말에는 군수품의 국내 조달

수요가급격히증가하 다.

당시 조달기구는 각 군에 산재해 있었는데, 군수품 조달 수요가 급증하자 3군 통합 단일 조달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는 각 군의‘조달 행정부담 경감, 동종 유사품목 보급의 통합

조달, 보급품의단순화및표준화’등을위한것이었다.

국방부는 급속히 증가하는 군수품의 국내 조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적 군수 조달체

제를 정립하여, 적기·적소에 양질의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각 군에 산재한 조

달기구를일원화하기로결정하 다.

1971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창설

국방부는‘건설본부’와‘각군의조달기구’그리고‘육군의연구발전사령부시험분석실’을

통합하여 1971년 1월 1일‘국방부조달본부(이하조본)’를창설하 다(대통령령제 5402호).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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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홀로서기에 박차를 가하는 사이, 국방재원에서 미국의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9

년에는 50%, 1974년에는 10%로격감하다가1978년에는완전히중단되기에이르렀다.

2. 국방과학연구소,무기개발체계를국산화하라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설립

1970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다.국방부를 연두순시한 자리

에서이같이밝힌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적인 우리의 안보 상태를 이제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자주 국방력

의배양을위한국산장비, 특히무기체계개발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박대통령은국산무기체계개발의중요성을강조하며국방부장관에게지시를내렸다.

“방위산업을전담할부서를설치하라!”

대통령의지시에따라방위산업전담부서설치는급물살을탔다.

동년 6월 27일 청와대 연석회의에서는 국산장비 개발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제를 위해 경제기

획원장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및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으로 구성되는 한국경제공업위

원회를 설치하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칭)를 설립하기로 결정하 다.또 동년 7월에는 국무

총리주재연구소설립준비위원회에서‘국방과학연구소’로명칭을변경하고국립이아닌법

인체로하기로결정하 다(대통령령제5225호).

마침내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탄생하 다. 그 직제는 대통령령(제

5627호)으로 공포하 으며, 우방국과의 기술정보 교환 및 기술제휴를 원활하게 하고 예산회

계상의제약을배제하기위해재단법인이아닌특수법인으로한다는내용의「국방과학연구소

법」을입안하여12월 31일부로정식공포하 다(법률제 2258호).

무기개발우리손으로!

무기체계개발에대한국방부의초기목표는 1970년대중반까지총포, 탄약, 통신기차량등의

기본병기를국산화하고이어서 1980년대초까지유도탄, 항공기, 함정, 전차등정 병기를국

산화한다는것이었다.이를위해정부와관련기관은총력을기울 다.

국과연 역시 창설 초기부터 병기 국산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971년 11월부터 이듬

해 6월까지 긴급히 시제개발(일명 번개사업)을 추진하 다.당시의 시제개발 방식은, 국과연

이대상장비의기술자료를미국으로부터도입하여이를한국화하거나견본장비를획득하여

이를역설계하고, 국과연의기술지도아래방산업체가시험제작한후에기술시험과군의운

시험을거쳐양산을실시하는전형적인모방개발방식이었다.비록모방개발방식이긴했으

나당시한국의입장에서는반드시국산화해야하는것들이었다.

1971년 12월 선정한 시제대상 품목 중 개발이 끝난 카빈소총, 기관총 60mm 박격포, 3.5인치

창설초기국방과학연구소는병기국산화에대한강력한의지를가지고

시제개발, 일명번개사업을추진하였다.

이는국산무기체계개발에활기를불어넣어주었다.

국방부는군수품수요가급증하자, 효율적인군수품조달을위해

각군에산재해있던조달기구를일원화하여국방부조달본부를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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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를참고하여「군수품품질보증방침」(표규 941.21-2116, ’77. 8. 4)을제정하여, 개발·조

달·생산·저장·운 ·정비·재생 및 폐기하는 모든 군수물자의 전 순기에 대한‘품질보증

제도’를정립하기에이르렀다.

1978년에는 군수품의 지정과 규격 제정에 관한「군수품 표준화규정」(국방부 훈련 제235호,

’78. 4. 5)을제정하 다.

이 규정에서 국방부에 표준화심의회를 두게 하여 국방 표준 빛 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규격에 규정한 기술적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군수품보증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크게기여했다.

이외에도군수품생산을위해관세감면으로수입한원부자재의사후관리를위해「시설재및원

자재사후관리요령」(국방부훈령제255호)을제정함으로써타용도로사용할수없게하 다.

이와 같이 국방부의 품질보증 제도가 정착되면서 개발을 주로 담당하던 국과연도 품질보증

전담부서를신설하 고, 조본역시품질보증전담부서를구성하게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군수품 품질보증 관련부서들은 국방부의 규정 및 방침에 따라 자체 품질보증

제도를발전시키면서군수품의품질을향상시켜나갈수있었던것이다.

5. 이원화된품질보증으로새길을예비하다

국방과학연구소의품질보증활동

국과연은 1972년 8월, 군으로부터 검사장교를 파견 받아 연구개발부서에 배치하여 품질보증

업무를수행하게하 다.이는, 창설초기추진한번개사업의결과로 1973년부터양산이실시

될 기본 병기의 품질보증을 위한 것이었으나, 별도의 품질보증 전담부서는 여전히 없는 상태

다.

1973년 6월, 국과연은 마침내 파견장교와 개발을 담당한 연구원을 연구계획실 소속으로 하여

최초로품질보증반을구성하 고, 이것이전담품질보증부서로서의출발이었다.

동년 10월, 품질보증반을품질보증실로개편하 다가, 생산품목과물량이급격하게증가하자

1975년 11월에품질보증실을품질보증부로승격하여그밑에3개실을따로두었다.

그러나개발시기술적으로미해결된군용장비들이품질보증부로이관됨에따라개발과품질

보증 간에 기술적인 단절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품질보증 인원을 개발과정에 참여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976년 4월에 품질보증부의 일부 팀을 해당 장비의 개발실에

참여시켜합동으로품질보증활동을수행하 다.

그러다가 1977년 1월에는아예품질보증부를전부해체하여개발부서에재편성·배치하 다.

이처럼국과연의품질보증부서는처음‘반’으로시작하 다가업무량의급증으로‘실, 부’로

의 개편을 거쳤고 그 후‘품질보증단’으로 확대하 다가 다시 국과연의 부설기구인‘품질검

사단’으로발전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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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본은설립초기에는조달물자가피복류, 식품류등일반물자로국한되어업무량도많지않

았고소요기술도높지않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한 번개사업의 결과로 기본병기가 국내에서 양산되기 시작하자 조본은

같은해 7월장비국을신설하기에이르렀다.또한 1974년에는본격적인국내양산에대비하여

장비국을다시장비1,2국으로개편하 다.

4. 품질관리의필요성에눈뜨다

이제군수품도정밀한품질관리가필요

1970년대 들어 자주국방 정책에 따라 국과연이 국내 무기체계 개발에 앞장서고 조본이 국내

군수품조달에주력해나감에따라방위산업이활기를띠기시작했다.또한우리가개발한장

비를 우리 방산 업체에서 점차 대량생산하는 단계에 이르자 군수품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눈

을뜨기시작했다.

“군수품은 전장에서 승리의 기반이 되는 주요 전쟁 소요물자이기 때문에, 고도의 신뢰성, 가

용성, 정비성및내구성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군수품은 기능공의 손재주에 의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정 하게관리해야한다.”

특히 국방부가 제1차 (’71.11) 및 제2차(’72.2)에 걸쳐 번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우리 군의

편제장비인카빈소총, MI 소총, 기관총, 각종박격포, 로켓발사기등기본화기류를모방개발

하기로결정하고, 미국으로부터기술을도입하여시제품을제작한후시험사격을실시하 는

데, 이때발생한문제점에대해품질을개선·수정·보완하는과정에서품질관리의중요성이

새삼부각되었다.

군수품의 철저한 품질관리! 그것은 자주국방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으며, 이

를위해필요한제도기반을정비하는것이당면과제로떠올랐다.

품질보증제도를위한기반을정비하고

품질관리기반정비가당면과제로떠오르자, 국방부는 1973년 2월 17일「방위산업에관한특별

조치법」을제정(법률제2540호)하면서품질관리및지도에관한사항을명기하 다.

또한 동년 6월 20일,「정 측정 규정」(국방부 훈령 제155호)을 제정하여 공군 정 측정시험소

로하여금국방부각부서에서보유중인장비검정및교정업무를지원하도록했다.

미국은병기류를엄격한군사규격에따라생산하고품질보증을실시하고있음을인지하고, 국

방부, 상공부, 조본 및국과연이합동으로 생산업체의 생산준비상황을 점검하는한편, 동년 8

월에‘국방규격제정을위한심의회’를구성하 다.

또한 1977년에는미국방성조달규정및군사규격서(검사제도, 품질프로그램제도및교정제도

국방과학연구소와조달본부의품질보증부서는이원화된체제속에서도

꾸준히활동을계속해나가면서향후

체계적인국방품질경영으로가는새길을예비하고있었다.

자주국방정책에따라군장비의연구개발이진행되고

개발된장비를우리방산업체에서점차대량생산하는단계에이르자

군수품품질관리가새로운과제로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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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본부의품질보증활동

국방부조본은창설당시부터품질검사업무수행을위해본부에‘검사실’(검사 1, 2과)을설치

하고, 지역별로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4개 분실을 상주시켰다.그 후 양산 품목 및 물량의

증대와 품보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1980년까지 5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검사

실은‘품질보증국’으로발전되었다.

조달규모가 395억 원의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1973년 조본은 검사실을 3개과로 확대 개편하

고지방분실을제1, 2, 3지구분실로조정편성하 다.(대통령령제6777호)

그 후 자주국방 정책에 따라 군장비의 국산화가 추진되고 물자조달 위주에서 장비조달 위주

로 체제전환이 요구되는 데다 조달규모도 821억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1974년 검사실을‘품

질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 다.조직을 품질계획과, 검사 1·2·3과, 시험분석과, 규격과로

편성하여 검사, 규격, 시험분석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기술정보지원의 긴 성 유지를 더욱 강

화한것이다.(근거 :대통령령제7097호)

조달규모가 3,841억원으로증가되고광주지역에서도조달물량이증가되자, 1976년광주지구

에 제 5지구 분실을 신설하 고, 검사 3과 업무(토목업무에 대한 품질 관리)를 건설국으로 이

관하 다.(대통령령제8200호)

조달규모가 1조 4천억원으로증가되자, 1979년품질관리국을‘품질보증국’으로개칭하 다.

계획관리과, 장비 품질보증 1, 2, 3과, 물자품질보증과, 시험분석과로 편성하고, 규격과를 분

리하여 규격관리실로 승격시켰으며, 지방에는 창원공단 지역을 담당하는 창원분실을 신설하

다.(대통령령제9491호)

1980년 품질보증국을 품질계획과, 검사과, 자료조사과, 하자처리과, 시험분석과로 개편하

다. 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하자처리과를 신설하고, 산업조사실을 자료조사과로 개칭하

여흡수한것이다.(대통령령제10099호)

이처럼 검사실에서 시작한 조본의 품질보증은 조직 개편을 거치며 발전해 나갔고, 품보 보증

물량역시1976년부터 1980년까지 1,199억원에서 4,362억원으로증가했다.

국과연과조본의품질경 활동은비록이원화되어있었지만향후체계적인국방품질경 으

로가는새길을예비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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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실, 부를거쳐‘품질보증단’으로확대

군수장비의 국내생산 물량이 점차 증가하자 품질보증 물량도 크게 증가하 고, 개발자가 직

접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장점도 많았으나 단점도 많았다.또한 선진국들의 품질보

증 제도를 검토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군수품 품질보증제도를 정착시키고 품

질보증기법전문화를위해객관적이고독립적인품질보증업무수행기구의필요성이대두되

었다.

이에 따라 국과연은 1978년 5월 4일, 정식으로 품질보증단(단장 홍판기)을 창설하 다. 1978

년 4월 1일국방부방산품질보증기구설치지시에따라품질보증단을잠정설치하 다가, 동

년 4월 27일제 16차이사회의승인을받아창설한것이다.

조직은 품질기술부, 품질운용부의 2개부와 기획통제실, 행정관리실로 편성하고 구성인원은

약 250명이었다. 1978년 7월 16일 1차 조직개편으로 품질기술부 예하 제 9실을 기술평가실로

확대 개편하 으며, 1979년 3월 5일 2차 조직개편 시 행정업무 통합에 따라 행정관리실을 폐

지하 다.

당시 수행하 던 주 업무는 업체의 품질보증 활동을 감독 확인하고 계약업체로 하여금 소

홀히 하고 있는 업체 자체의 품질보증 체제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었다.

■부설품질검사단으로독립

품질보증단으로 품질업무가 개발 부서와 분리되기는 하 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중앙

조달물량이급격히늘어나고참여생산업체도전국적으로분포한상황에서‘개발’과‘품질보

증’을 동일기구에서 수행하는 체제로는 품질보증의 발전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별도 품

질보증기구의설치가절대적으로필요한시점이었다.

따라서국과연은 1980년 1월 4일품질보증업무의독립적인수행을위한부설기구인‘부설품

질검사단’을설치하게되었다. 1979년 4월 14일에가칭‘중앙검사소설치위원회’를발족하

다가, 준비작업 끝에 국방부 지시에 따라 국과연 부설 품질검사단을 258명으로 창설한 것이

다. 1980년 4월 23일에개최한제20차이사회에서승인절차를거쳤고, 이를근거로종래품질

보증단은동년4월 30일부로해체되었다.

부설 품질검사단의 초대 단장은 육군준장 이병간이 임명되었고, 조직편성은 단장, 부단장 아

래에기획조정실, 기술평가실, 기술지원실, 행정관리실, 2개지역실및2개직할실을두었다.

국과연 품질보증 활동을 보면 창설부터 1980년까지 방산 및 물자분야에 대한 총 품질보증물

량은 6,500억 원이었으며, 품보대상 품목은 번개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총포, 탄약, 통신기기

등의 기본 병기로부터 시작되었다.품보대상 품목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보 인력의 효율

적인 운 을 위해 제품 구조가 간단한 수류탄, 지뢰, 쌍안경, 대검, 전화기, 무전기 등은 점진

적으로그품보업무를조본에이관하기도했다.

▶

[그림 3]

무전기(PRC-BAK)

무전기(PRC-77K)

무전기(WRC-12K)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를 전담할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해

소하고품질보증제도를체계적으로정착시키는한편, 품질보증기법을발전시키고, 객관적인

품질보증을보장하기위해서는품질보증전담기구가필요했다.

품질보증 전담기구, 그것은 자주국방을 위해 달려야 할 분단국가로서 당연한 시대적인 요구

던것이다.

전담기구창설을계획하다

국방부는 전담 품질보증 기구로서‘국방품질검사소(이하 품검소)’의 창설을 구상하고, 마침

내 1981년 3월 14일‘품질검사기구통합세부실천계획’을수립하여국과연및조본에시달하

다.이계획의핵심은다음과같았다.

•조본품질보증부서와국과연부설품질검사단을단일기구로통폐합한다.

•편의상「국과연법」제1조(법률제 2783호)및정관을원용하여부설기구로창설한다.

•창설기구의성격상현행「국과연법」및정관을원용하여부설로하되독립기구개념으로운

체계를확립하고,국과연소장통제에서분리하여조본의업무통제하에임무를수행한다.

•인원의신분은통합시신분을가지며, 직급은신설기구에따라책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

되 현 직급을 최대한 반 하고, 통합 후의 신분, 직급 등 인원에 관한 사항은 신설기구 장의

주관하에합리적으로재조정한다.

•신설기구의장은우수기술인력확보를위한보완적인조치를계속적으로연구발전시킨다.

•예산및인원은최소화하되장차품질보증활동을감안하여미래지향적으로기구를조직한다.

•시설은현가용시설을최대한활용하되, 본부는조본지역에위치하도록계획을발전시키고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1
3

1

최 초 의 독 립 적 품 질 보 증 기 관 으 로 첫 발 을 내 딛 다

1
3

0
>

1. 새로운품질보증에는새로운조직이필요하다

이원화된품질보증의한계드러나

미국에 의존하던 군수체제가 국가 자주적인 군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발족하게 된 군수품

연구개발기구인국과연, 그리고국방부예하육·해·공의 3군통합조달기구인국방부조본.

이들기관은각각의고유임무및기능에수반되는품질보증활동을수행하 다.

즉, 조본은기존의장비류일부와일반물자류의품질보증을담당하 고, 국과연은신규개발

되는 병기류 및 장비류의 품질보증을 담당하 다. 이처럼 국과연과 조본으로 이원화된 품질

보증체제는시간이흐를수록한계를드러내며새로운문제를야기시켰다.

“군수품 품질보증기구가 국방부 조본과 국과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두기관에서서로다른기준과절차를적용하고일부품목에대해서는중복검사를하게되는

경우도많아문제가발생하고있다.”

“국과연의품질보증부서는연구개발기관에예속되어있고, 조본의품질보증부서는계약기관

에예속되어있는상황이라서독자적이고객관성있는품질보증이불가능하다.”

이러한문제뿐만아니라군수물자의국산화가점차활발하게추진됨에따라품질보증물량이

이원화로인한문제를해소하고체계적인품질보증을보장하는

새로운전담기구의설치, 그것은자주국방을위해달려야할

분단국가로서당연한시대적인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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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관, 시설조정 협조, 기구편성, 자

산 등에 대해 조치함으로써 창설준비를

마무리하 다.

1981년 7월 1일, 목표한 대로 국과연 부

설 품검소가 창설되었다. 국방부 창설지

시에 따라,「국과연법」제13조 및 정관을

원용하여 1981년 7월 1일부로 서울시 용

산구 용산동 2가 7번지 조본지역에서 국

과연부설로탄생하 다.

창설식은 조본 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

(박찬긍)을 임석 상관으로 하여 거행되었

다. 이와 같은 품검소의 탄생은 우리나라

품질보증 업무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

했다. 1970년대 국과연과 조본으로 이원

화되어 있던 품질보증 업무는, 품검소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일원화되었으며, 보

다 체계적인 품질경 을 향한 새로운 문

을활짝열수있었던것이다.

3. 대한민국국방품질경영의새장을열다

독립된구심점으로서출발!

“국과연부설기구로창설하되, 국과연의조정및감독으로부터완전분리하여운 하라!”

국방부는신설하는품검소의운 개념에대해이와같이결정하 다.즉품검소는「국과연법」

을 원용하여 국과연의 부설로 창설되었으나, 그 지휘 및 통제체계는 국과연으로부터 분리한

국방부직할기관성격의독립체제운 개념이었다.

따라서전반적인업무는국방부(군수국)의직접적인감독을받았으며, 수출군수품에대한검

사는방산국으로부터지시를받아업무를수행하 다.그러나연간사업계획, 예산편성및결

산은국과연이사회의결및국방부장관의승인을받았다.

조본과의관계는조본장의통제하에업무를수행하되, 세부통제범위는소장임명제청권, 부

장급이상임명승인권과정례회의참석및필요시현황보고와감사권등이었다.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제와 조본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은 조본 참모부를 경유하지 않고 품검

소장이직접협의·결재하도록하 다.

1
3

2
>

추가소요예산은연차계획으로반 한다.

•1981년예산은양개기구에편성된예산을변동없이승계운 하고, 1982년소요예산도우

선기존대로소관부서에서편성하여건의한다.

이러한세부실천계획에따라국방부는품검소창설을위한준비작업에착수할수있었다.

2. 이제까지와는다른‘독립기구’를창설하라

창고동에서시작한창설위원회

“창설위원회를구성하고창설계획을수립하라!”

품검소창설작업은창설위원회구성에서시작되었다.국방부가 1981년 3월 31일당시국과연

의품질검사단장(육군준장이병간)을창설위원장으로임명하고, 창설위원회를구성하여창설

계획을수립하여보고할것을지시한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동년 4월 1일부로 조본 소속인원 5명, 국과연 품질검사단 소속 인원 4명,

국과연 인원 1명으로 창설위원회를 구성하 다.창설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홍릉

소재 국과연 지역 내에 위치한 창고동 204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창설준비에 착수

하 다.운 기간은동년4월 1일부터동년6월 30일까지로설정하 다.

창설위원회의목표는1981년 7월 1일품검소의창설및업무개시!

창설위원회는 목표를 향해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4월 6일 국방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그리고 일정계획에 따라 창설 작업을 착착 진행해 나갔다.

국방부는 동년 3월 14일에 시달된 국방부의 품질검사기구 통합 세부 실천계획에 명시된 방

침을 토대로 하여, 기구의 기본성격, 수행해야 할 임무 및 기능, 조직, 지휘 및 통제, 기구의

운 체계, 시설 및 예산, 인력확보 및 운 등을 심의·검토하여 창설계획을 수립하 다.

그리고 동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 다. 국방부는 창설위원회의 창설계획을 보

고받는 과정에서 임무 및 기능 중 전시산업 동원물자의 인수 인도 및 정산 업무, 군수품 전

시실 운 업무를 삭제한 후 창설계획을 승인하 다.

그리고 마침내“1981년 7월 1일부로 품검소를 창설하라!”고 지시하 다. (국방기조 912-

139, ’81. 6. 19)

일원화된독립기구, 국방품질검사소의탄생

품검소 창설이 확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동년 6월 23일, 국인명(갑) 제316호에 따라 창설위원

장(육군준장이병간)을품검소장으로임명하 다.

이틀 후인 6월 25일에는 국과연 품질검사단 본부를 홍릉지역에서 조본 지역(서울 용산구 용

산동 소재)으로 이동하고, 6월 26일 자로 국과연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분리하 고, 이후 국

방부로부터 직접 수령토록 하 다.이외에도 업무체계 협조 및 품보 업무 체제 수립, 조본의

이원화되어있던품질보증업무는국방품질검사소의

탄생으로일원화되었다. 국방품질검사소의탄생은우리나라

품질보증업무의본격적인시작을의미했다.

국방품질검사소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이긴 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완전 독

립된 위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양산되는 전 군수물자에 대한 품질보증 전담’을 시

작함으로써우리나라국방품질경영의본격적인새장을열고있었다.

◀

[그림 4]

국방품질검사소창설에따른

현판식행사(19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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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지역실 및 직할실과 조본의 지방분실을 통합하여 분소로 편성하 다.그리고 분소 예하에

품목전문화의성격을가진분실을두어, 생산업체에상주하여품보활동을수행토록하 다.

■인력운영및인사관리

창설 당시의 정원은 조본 품질보증국의 정원(132명)과 국과연 품질검사단 정원(220명)을 합하여

352명이었으며, 운 된 현재원은 332명이었다. 현재원 332명을 지방 분소에 70%, 지휘 및 참모

부서에 30% 비율로 할당한다는 원칙이었다.그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 국과연 품질검사단의 법

인체 직원(민간인)과 품질보증국의 현역 및 군무원을 통합 편성하 기 때문에 신분이 상이하여

위계및처우등의문제가발생하 으며,이를해소하기위해직종및직급을재조정해야했다.

품검소 창설의 법적인 근거가 국과연을 원용한 부설기구이기 때문에 직종 및 직급의 재조정

또한 법인체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을 기준으로 하 다.따라서 국과연 품질검사단 소속이었던

직원은 재조정할 필요 없이 기존 그대로 적용하 고, 현역과 군무원은 대체적으로 기술직으

로 직종을 분류하고 통합 당시 계급과 학위를 고려하여 직급과 호봉을 재부여함으로써 위계

체계와처우문제를해소하 다.

■예산운영

창설 첫해에는 국과연 품질검사단 예산 20억 4,321만 원과 조본 품질보증국 예산 1,837만 1천

원을 이관받아 운용하 다.총 가용예산 중 인력운 비가 전체 예산의 68%인 14억 668만 9천

원이었고, 품질보증비는약 12%인 2억 4,327만 1천원이었다.기타세부사업별예산현황을보

면, 교육비 3,825만 4천 원, 품보지원비 7,425만 3천 원, 건설비 9,076만 3천 원, 행정관리비 1

억 6,501만 1천 원, 시설관리비 4,334만 원 등으로 인력운 비 및 품질보증비 등과 합하여 총

20억 6,158만 1천원이었다.

당시의예산재원을국과연품질검사단의율곡예산과조본품질보증국의경상비예산을통합

하여 운 하 기 때문에 품검소 예산재원의 명확한 지정이 필요하여, 율곡예산을 지정할 경

우에는당시계획착수중인2차율곡계획에반 할것을요청하기도했다.

■시설사용

시설사용은 본부 및 서울분소가 조본 시설을 무상 대여로 사용하고, 경인분소는 홍릉지역 국

과연 시설을 역시 무상대여로 사용하 으며, 대구분소, 부산분소, 광주분소는 조본시설을 무

상대여로 사용하 고, 창원분소는 조본 시설 무상 대여와 국과연 품질검사단 시설을 인수하

여 사용하 다.그리고 본부 청사는 연차계획으로 예산을 획득하여 신축할 계획이었다.홍릉

지역에위치한경인분소는1981년 11월 14일조본지역으로이동하 다.

■문서체제

창설후업무를시작하면서먼저당면한문제는문서수발이었다.따라서 1981년 7월 9일자로

문서 수발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 다.이 지침의 골자는 소내로 발송하는 문서는 참모부서의

경우 발신을 소장으로 하고 분소의 경우는 분소장으로 하 고, 소외로 발송하는 문서의 발신

은 참모부서의 경우 국방품질검사소장으로 하고 외국기관에는 Defense Product Assurance

Agency로 하 으며, 분소의 경우는 국방품질검사소 분소장으로 하 다. 그리고 문서수발은

조본문서계통을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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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국방품질검사소창설시지휘및통제체제

전군수물자에대한품질보증을전담하라

품검소가 창설 당시 국방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양산되는 전 군수물자에 대한 품질보증

을전담”하는것이었다.그주요기능은다음과같았다.

•군수물자의품질확인검사및생산감독(수출군수품포함 )

•비축원자재검사

•품질보증에관련된제도의연구발전

•생산공학업무

•품질개선업무

•대군지원업무

•각종기술자료의수집및전파

•규격기술심의

•이화학적분석및시험장운

•관세감면방위산업용수입품의소요량확인및사후관리

•관급재산의출납관리

•기타상기사항에수반되는업무수행

새로운구심점으로조직의역량을통합하라

새로 탄생한 품검소는 조직체제, 인력 운 , 예산, 시설 운 등 모든 면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수행할 품질보증 업무를 위한 조직의 역량을 통합해 나갔다.국과연과 조본에서 수행하던 품

보 기능을 합하여 이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만큼 조직, 인력 등의 면에서도 양 기관의 것을 통

합한부분이있었다.

■조직편성

지휘부에 소장, 부소장, 보좌관, 행정타자직 등 5명으로 구성하 고, 참모부서는 기획실·사업

관리실·품질평가실을 관장하는 기획관리부와 대군지원실·기술자료실·기술지원실을 관장

하는기술지원부를설치하 으며, 행정관리실과시험분석실을두어총 2개부, 8개실로편성하

다.

지방조직은전국을분할, 지역상주체제로운 하기위해같은지역내에있는국과연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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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시작, 그러나큰비전을품다

3 0 년 전 , 우 리 의 시 작 은

30년 전 품검소 창설 시 나는 간사로서 창설 실무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으며 창설 초대 기술지원실

장의 임무를 담당하기도 하 다. 이원적인 품질보증기구를 일원화하여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는 것, 그

것이우리의미션이었다.

무기류의국산화가빠르게진행되고신규개발무기들이양산됨에따라그에대한품질보증활동이더욱

필요해졌고, 품질보증 활동에는 연구개발 인력에 버금가는 전문 지식과 기술능력, 경험이 풍부한 고급

인력이필요했다.

그런고급인력을공급할수있는곳은국과연뿐이었기때문에고급인력을유치하려면최소한국과연수

준의 급여와 처우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했다.우리가 창설할 품질보증기구는 국과연의 부설기관이면

서도 조달부서와의원활한협조를위해서는조달본부장의통제를받아야하는현실적인필요를무시할

수없었다.따라서창설기구는다음과같은모습을지녀야했다. .

“국과연의부설기구로하여국과연과같은수준·처우를보장하되국과연의업무통제를받지않는독립

기구로하고, 조달본부로부터제한된업무통제를받는기구로한다.”

이렇게해서우리의처음모습인‘국방품질검사소’가태어났다.

당시 우리가 맡은 품질보증 활동은 검사 위주가 아니고,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보증조직을 갖추어 조직

적이고 체계적인 품질보증을 하도록 감독하고 도와주는 한편, 기술자료묶음(TDP)에 규정된 검사(시험)

를시행하며, 최종수락검사(시험)를통해납품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었다.

초 기 운 영 의 기 틀 을 다 지 다

이병간 초대 품검소장은 매우 특이한 경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품검소장으로서는 최적의 자격을 갖춘

분이었다.육사제12기를 1등으로졸업하고, 미스탠포드대학전자공학박사과정을이수하 고, 야전에

서연대장을거쳐장군으로진급한경력을가지고있었다.따라서매우수준높은기술적지식과풍부한

야전경험을바탕으로기구창설과초기운 의기틀을잡아나갈수있었다.이병간소장은다음과같이

세가지창설이념을제시했다.

첫째,“올바른정신자세, 인화, 끊임없는자기계발”이었다.

품보활동은 생산업체 등 관련자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역으로서 수많은 유혹과 비리가 생기기 쉬우므

로, 어떠한경우에도중심을잃지않는‘올바른정신자세’가필요하 다.

또한조본품질보증부서와국과연품질검사단인력을물리적으로통합하여근무환경, 업무내용, 기풍이

다른 2개 부서가 함께 근무하게 됨으로써 많은 부작용과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빨리융합하여동일한조직원으로서의조직문화를만들어가기위해서‘인화’가필요했다.

또업무의내용이고도의기술적지식을요구하는분야이므로끊임없이공부하면서자신의능력을계발

해나가야했기에‘자기계발’이중요했다.

둘째,“원칙에강하라!” 다.

고도기술분야에서의본격적인품보활동은시작단계에있었으므로선례및자료가부족하 다.각종규

정 외에도 이미 검증된 선례들이 있으면 일하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규정에 나오지 않

는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규정에 얽매이거나 경직된 업무 처리에 치중하여 품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경계해야 했다.따라서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경직된 일처리를 하지 말

도록강조한것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살려 나가란 의미도 있었다.이는 기술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를 경계하

고어떠한경우에도원칙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않도록요구한것이다.

핵 심 인 재 영 입 작 전 을 펼 치 다

조본 품질보증부서 인력은 그곳이 정규군 부대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르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었고, 품

검소 소원이 되면 각종 처우가 조본 시절보다 모두 좋아지기 때문에 저항요소가 없었다.그러나 국과연

인력들은 민간 법인체 직원이고 연구소 특유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

으면 진정한 품검소 소원으로 융합시키기가 어려웠다.더구나 그들은 기존에 근무하던 연구소(국과연)

보다품검소를좀격이떨어지는곳으로인식하고있어서마음을열기가더어려웠다.

따라서 나를 포함하여 품검소 창설요원 중 국과연 출신자들이 개인 인맥과 안면 등을 동원해 국과연 중

간간부급을 접촉하여 입 승락을 받고, 입을 승낙한 사람들은 그들이 데리고 있던 연구인력들을 함

께 입함으로써258명에이르는인력을충원할수있었던것이다.

이과정에서국과연 입대상자와그들의상급연구원사이에본의아니게다툼도일어나고, 친구사이

가 나빠지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다.또 이를 수행한 창설요원들이 국과연 측으로부터 소외

를당하는곤란을겪기도하 다.

또한창설시각종품질보증규정을만들때주로미국, 독일의규정을많이참조하여제정하 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 결정은 그 중요도에 따라 하위조직(지방분소, 분실)에 위임하 다. 그러나

운 도중 지방분소, 분실에서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그때마다 하위조직에 위임한 기술

적결정권을전부중앙으로환수하기도했다.

30년 전 우리는‘검사기관’으로서의 작은 시작이었다.그러나 보다 큰 미래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러한우리의비전이있었기에품검소는관리기관, 연구기관을거쳐오늘에이르고있는것이다.

DTaQ Man Essay



1981년 창설한 국방품질검사소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업무 영역의범위가 확

대되었고, 그에 발맞춰 기관의 대외적인 위상도 날로 높아졌다. 검사기관에서

관리기관으로 격상한 후 다시 연구기능까지 부여받아‘국방품질관리연구소’

로그명칭을바꾸고품질경영의지평을넓히며성장해나갔다.

제1절.정체성의재정립

‘검사’에서‘연구’기관으로, 그지위의격상

제2절.높아진위상, 확대되는업무 역

품질경영의지평을넓혀가다

제2장. 성장기

더폭넓게더전문적으로
품질경 의지평을넓히다
(1989 ~ 1997)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품질보증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기 시

작하 다.

소내부적인자각과시대적인흐름에따라, 품검소 7대소장육군소장양현두취임후소명칭

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 다.사용하고 있는 소 명칭인‘국방품질검사소’를 당시 품

검소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국방품질관리

소’로 변경할 것을 장관에게 보고하 다.이후 관련기관 협조 및 검토를 거쳐 1989년 8월 31

일국방부장관의최종승인을받았다.

마침내 1989년 10월 1일부로 국방품질검사소는‘국방품질관리소’(이하 품관소)로 명칭을 변

경하기에이르렀다.단순한검사기관에서전반적인품질관리기관으로서의새로운위상을확

립한것이다.

품질보증, 계속되는진화

품검소에서 품관소로 그 새로운 위상을 확립한 이후 1990년대는 품관소에게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시기 다.

이시기에는첨단화되고복합적인기능을가진무기체계뿐만아니라다양한군수품에이르기

까지 품질보증 대상이 확대되었다.뿐만 아니라, 국과연이 가진 연구기능의 일부를 인수하는

등품관소의임무와기능에많은발전이있었다.

우선 품관소의 품보 대상이 기존에 재래식 무기와 일반 물자류 위주 던 것에서 UH60헬기

(’90년), 현무유도탄(’94) 등첨단고성능무기로확대되었다.또한, 조함분야품보인수(’95), 주

한미군 품보업무 수행(’95) 등 국방 분야 전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보증까지 포괄하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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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방품질검사소’에서‘국방품질관리소’로

한차원높은역할에맞는새이름

국방품질보증의전담기관으로서품검소가정식으로창설되긴하 지만, 그시절우리나라의

품질보증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 다. 당시 품질보증은 설계된 규격이나 도면대로 제

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재, 제조 공정, 완제품 등 전 생산 공정에 대

하여직접적인품질검사를실시하는방식이주된모습이었다.

그러나품검소창설이후소의업무가점점확대되어나감에따라단순한품질검사를넘어한

차원 높은 품질관리의 역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그러자 품검소라는 소의 명칭이 새

로운업무 역을포괄하지못한다는문제의식이대두하 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전사적 품질관리(TQC)의 개념이 도입되고 소의 업무가 확대됨으로써

‘품질검사’라는협의의단어가소의업무형태나업무의질에걸맞지않다.”

“아울러 복잡한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후속 양산에 대한 업무도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단순한

규격에의한검사만으로는품질보증에한계가있으므로새로운시도가필요하다.”

이러한자각이소내부적으로도고개를들기시작한것이다.

특히, 1987년부터는미국방성규격인MIL-Q-9858를근거로하여생산업체에대한‘절차평가

1981년창설한국방품질검사소는그업무영역이

확대됨에따라‘품질검사’기관이라는협의의정체성을버리고

‘품질관리’기관으로거듭남으로써그위상이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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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임무기능변경에따라

국방품질연구소로명칭변경한

현판식(1996.10.1)

◀

[그림 7]

국방품질관리연구소로

명칭변경한현판식(1997.6.30)

평가 및규격화, 사용자실태분석 및 품질개선연구, 기타 품질정보수집 및 분석활동등 체계

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분석을 통하여 복합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 다.그러나 외부의 시각

은 품질보증 활동을 단순한 검수나 행정적인 업무 수준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연구소로서의명칭변경은전직원들의숙원이기도했다.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담당직원들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다.연구소로의 소 명칭 변경

은 사실 1994년 국방분야 당정협의 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품관소를 국과연으로 부

터분리시켜독립법인화해야한다.”는결정에따라독립법인체추진과맥을같이하여추진되

었다.

처음에는임시이사회를거쳐 1996년 10월 1일‘국방품질연구소(이하국품연)’로명칭을변경

하 다. 그러나 제53차 정기이사회(’97.1.4)에서“기획예산처의 예산지원 문제와 임무·기능

에 알맞은 명칭으로 변경하라.”는 요구가 있어 제54차 정기이사회(’97.6.4)에서 최종적으로

‘국방품질관리연구소’로명칭을변경한것이다.

국방품질관리소에서국방품질관리연구소로명칭을변경함에따라본부참모부서를품보관리

분야와연구업무분야로구분하 다.

품보관리분야는 품보관리실, 대군지원실, 항공사업실, 함정사업실, 협력관에서 수행하되 품

보관리실이선임부서로서각업무를조정할수있도록하 다.연구업무분야는연구계획실을

두고기존전문분야실을연구1실에서 4실로두고각각의소관연구업무를관리토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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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국방품질관리소현판식(1989.9.30)

써품관소는품질보증전문기구로서의면모를갖추게되었다.

대외적으로도새로운무기체계의양산에따른업무량증가로효율적인정부품질보증업무수

행 방안이 필요해졌으며, 전문분야별 업무 체계 정립의 필요성 대두로 정부 품질보증 개념의

변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던시기 다.

이처럼새로운임무와기능을계속해서추가로담당하며품질보증의 역을넓혀가면서품관

소의역할과위상이계속해서높아져갔다.

2.‘국방품질관리소’에서‘국방품질관리연구소’로

높아지는대외위상에따라

품관소의역할이점점더커지는가운데특히 1996년에는군수품의개선과개량, 최신기술의

생산공정 도입 시 발생하는 규격서, 도면 등 기술자료의 변경, 수정, 관리를 주관하는 양산품

형상관리 업무를 국과연으로부터 인수함으로써 현장에서 생산된 제품 자체의 품질보증 외에

도품질개선과형상관리업무가품관소의주요업무의한축으로떠올랐다.

또한, 국방획득관리규정 (훈령 531, ’96.1)에서개발품에대한획득기술지원, 무기체계의규격

화 지원, 부품국산화 주관, 초도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 등 임무 기능을 확대하여 소의 임무

와기능에많은발전이있었다.

이로써 품관소는 그 동안 국과연 부설 기관으로서 제품 자체의 품질보증과 그와 관련된 기술

관리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품질개선 개량, 형상관리 업무, 개발 참여 확대 등 품질 및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소의 내·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있는위상을가지게되었다.

관리뿐아니라연구기관으로발전

품관소는품질보증업무중발생하는설계품질의분석및개선, 업체자체개발품에대한시험

그동안품질보증과그와관련된기술관리적인업무를주로수행하던

국방품질관리소는추가적으로연구기능까지부여받아품질관리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됨으로써새로운기관위상을확립할수있었다.



“보다능동적인대군지원수행이요구된다.”

통보된 하자 및 불만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품질정보

를 수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군의 장비 사용법과 관리기법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한편 생산업체로 하여금 사후봉사를 제공하도록 하여 군수품의 운용단계에서 사용자 불만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품검소는 1995년 1월 1일부로‘대군지원전담실’을

다시설치하게되었다.

신설된 대군지원전담실은 대군지원 업무의 총괄 및 조종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이외에도 사

용자불만사항에대한종합처리, 부대방문및사후봉사계획수립시행, 하자발생에대한귀책

심의, 대군기술자료전파등을담당하면서군전투력강화에기여하 다.

2. 시험분석기능을확대하다

시험분석기능의확대와시험분석센터로의개편

’81년 품검소 창설 시 군수품의 양산 품질보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장 직속으로 시험분석

실을 둔 바 있었다. 시험분석실은 계약조건에 따라 품질확인을 위한 이화학시험분석을 하

으나, 국내 군수업체의 생산기술 향상과 업체 시험시설의 확보 및 지역별 공인시험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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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격적인대군지원에나서다

대군지원실신설및변천

창설 이후 3년 이상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 오는 동안 기존의 물자분야 위주에서 탈피하여

장비류 및 기동 분야의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용군의 불만사항 및 하자가 발생하

다.전담 품질보증기구인 품검소가 창설되어 있는데도 사용자 불만이 계속 발생하자, 국방부

에서는품검소에다음과같이직간접적으로요청하기에이르렀다.

“대군지원에관심을기울여달라!”

이러한 요청에 따라 품검소는 사용군의 운 단계에 대한 군수품의 사후봉사 및 기술지원 활

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985년 1월 1일부로‘대군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 다.그러나, 1991

년에 품질보증분야 참모 부서를 무기체계 전문 시스템별로 개편하면서 대군지원실을 폐지하

고 대군지원 기능을 무기체계별 전문담당 참모 부서로 분산 이관시킨 후 사업총괄실에 이를

종합하는담당원을두어3년간업무를수행하도록하 다.

그러나 3년간의대군지원업무를종합분석한결과다시문제점이드러났다.

“전문실별로 대군지원 기능이 분산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결여되었고, 사용군의

품질정보자료가제대로통보되지않고내재된불만이상존하고있는실정이다.”

품질보증활동이진행될수록사용군의불만처리등보다체계적인대군지원이

필요하게되었다. 이에대군기술지원을전담할부서를신설하고

적극적인대군지원활동에나섬으로써군의전투력향상에기여하였다.

창설시군수품의양산품질보증업무를지원하던

시험분석실을시험분석센터로개편하여국제적기준을갖추며그기능을확대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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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항공분소전경(1981. 8. 24 준공)

“항공분야 품질보증 업무의 지휘체계가 이원화되고 인력 운 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기술 전

문성결여등의문제가있다.”

“장차 고등훈련기(KTX-1, KTX-2)를 비롯하여 경전투 헬기의 양산에 따른 품질보증 물량까지

예상된다.”

“1993년 8월 3일 한·미 품질보증협정 체결에 의한 주한미군 창정비업무가 추가되는 등 항공

분야품질보증물량이급격하게증가될전망이다.”

항공분야의 품질보증 물량이 급증하게 될

상황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이 지역을 담당

하고 있는 창원분소의 경우 지원 분실을 포

함하여 10개분실(인원 143명)로소전체품

질보증 업무의 30%나 되는 물량을 담당하

고 있어 기존 품보 물량을 담당하기도 버거

워 증가 물량을 흡수하기가 곤란한 실정이

었다.

따라서 품검소는 과중한 창원분소의 지휘

폭을 경감시키는 한편, 항공분야 품질보증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95년 1월 1

일부로항공분소를신설하 다.

신설된 항공분소의 조직은 창원분소 제7, 8,

9분실과 부산분소 제2분실을 소속분소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항공분소 제 1, 2, 3, 4분실로 설치하고, 분소장실에 품보 업무 종합 및 행정

지원을담당할행정팀을구성하 다.

항공분소사무실은창원분소의구건물을사용하고, 강당, 식당, 체육시설등은창원분소와공

동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는 창원분소 지원분실이 담당하게 하여 항공분소는

지원분실을편성하지않았다.한편인원및담당업무는항공분소가신설되기전각분실의인

원과담당업무를큰변화없이수평이동하는것을원칙으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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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최초KOLAS인정기관시험분석센터현판식

등처음과달리관련여건이많이변화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에 상호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가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회원으로 되어있는 국제시험

소 인정회의인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nference)에 회원국으로 가입하

는데, 가입국가가자국의국내시험기관을 ILAC가공인한평가기준(ISO Guide 25,58)에따

라공인을받아야 ILAC 회원국가간에상호인정을받을수있는상황이었다.따라서정부에서

는국내시험기관인정및국가간협정추진을위해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제 4529호를개

정(’92. 12. 8)하고 1994년 4월 25일부로시행하게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시험분석실을 국가 및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에필요한요건을구비할수있도록’94년 12월 1일부로시험분석실조직개편을시행

하 다.우선시험분석실명칭을새로운조직의특성을감안하여‘시험분석센터’로개칭하

다.또종래에금속물리, 무기화학, 유기화학, 식품화학, 섬유이화학, 고무/피혁이화학, 포장/

물리 등의 단위로 구성된 내부 조직을 시험분석관리과, 물리시험과, 화학시험과 등 3개과로

개편하 고, 지휘체계도 참모계열에서 분리하여, 감사관과 같이 소장의 직접적인 지휘 통제

하에두었다.

3. 항공분야품질보증까지포괄하다

항공분소신설

품검소 초기에는 최첨단 고도기술 무기체계인 항공분야의 생산업체가 김해, 창원 및 사천지

역에 산재해서 동일한 항공기 기종에 대해 부분별로 분업화하여 생산하고 있었다.이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는 부산분소 제2분실이 김해지역 업체를 담당하고, 창원분소의 제7분실, 제8분

실및제9분실이창원과사천지역업체를각각담당하고있는실정이었다.

그러다보니다음과같은문제가노출되었다.

◀

[그림 9]

항공분소창설

현판식(1995.1.3)

항공분야품질보증물량이확대됨에따라

국방품질검사소는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인항공분야품질보증을추진하기위해

항공분소를설치함으로써, 그영역을더욱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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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저장탄약관리

능을발휘할수있을지에대해의문이제기되었다.

미국등선진국에서는화학분석등을통하여그신뢰성을평가하여폐기할것인지, 또는지속

적으로 저장할 것인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탄으로 대체 저장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

는‘저장탄약수명 안전성평가(ASRP, 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업무가 이미

진행되고있었다.

우리나라는창군초기부터 1950년대중반까지는미군탄약검사원를통해창검사및개수정비

를 실시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탄약검사와 개수정비를 수행하

게 되었다. 1986년부터 발사탄약에 대한 기능시험을 각 군별로 부분적으로 진행하 으나

1990년대중반부터한계가드러났다.

“장기저장탄약의 보유량이

증가하는데다일부탄종에

대한 기능시험만으로는 한

계가있다.”

“저장탄약에 대해 종합적

이고체계적인평가가필요

하다.”

저장 탄약에 대한 안정성

평가의 필요성이 구체적으

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에 따라 국방부 주관하에

각 군, 국과연, 품관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ASRP 업무의 종합, 관리, 분석 업무를 주관하는

전담기관을 두어서 ASRP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 는데, 그중에서 품관소가 종합관

리업무를담당하게되었던것이다.

품관소는 ASRP 종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8년 6월 시행된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10

월 1일부로대전2분실소속의 3명과체계사업실소속의 1명으로‘추진팀’을구성하여운 하

다.

ASRP업무는대군기술지원업무로품보분야업무와분리편재하는것이효율적이나당시구

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품보분실과 통합하여 편성하 다.대전 2분실에 소속된 전담팀

체계에서 군과의 용역계약으로 ASRP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ASRP 중기 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지침및소업무지침을제정하는등ASRP의기틀을마련하 다.

저장화생방물자에대한안전성평가

ASRP 업무뿐만 아니라 품관소는 화생방물자에 대해서까지 그 업무 역을 넓혀나갔다. 육군

요청에 따라 2002년부터 품관소에서 저장 화생방물자에 대한 신뢰성평가 제도연구를 수행하

게 된 것이다.화생방물자는 주로 화학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시효성 품목으로서 제조 당시의

품질이아무리높아도품목의고유특성상저장과정에서일어나는기후변화등여러가지요

인들에의해초기품질수준을그대로유지하기가매우어렵다.

한국군은 1984년에 일부 화생방물자에 대하여 31화학실험소(현재 국군화생방방호 사령부 예

하화학방어연구소)에서정기성능시험을실시하여장기저장품에대한성능을평가하기시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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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함정분소창설현판식(1996.1.1)

4. 조함분야에도전문적인품보활동을실시하다

함정분소신설및확대

해군조함단에서수행중이던조함품보업무를단계별계획에따라인수받아, 조함품보관련

조직을신설하 다.

“조함품보업무도품보전문기관에서수행토록한다.”는취지에서 1995~1996년에는업무이관

준비를 하고, 1997년에는 탑재장비에 대한 공장 및해상 시험을 우선 실시하고, 1998년이후에

는건조양산조함에대한품보활동을실시한다는조함사업품보업무이관계획에따른것이었

다.즉 1995년 12월에장관업무보고를통해조함분소조기편성승인을받아 1996년 1월 1일본

부 참모조직으로‘항공함정실’을‘항공실’과‘함정실’로 분리하 고, 부산지역에 지방분소로

서2개의분실로구성된‘함정분소’를설치하 다.

또한, 같은해 7월 1일에는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에상주하고있는인력을함정분소 1분

실에서분리하여분실장을포함하여6명으로구성된독립분실을설치하여해당업체에상주토

록하 다.

5. 저장안전성평가업무를새로수행하다

저장탄약에대한안전성평가

1979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유사시 활용하기 위한 대량

의탄약을저장하기시작했다.그러나저장탄약은늘어나는데이탄약들이유사시제대로성

저장탄약및저장화생방물자의안정성에대한체계적관리의

필요성이대두함에따라저장탄약및저장화생방물자에대한평가업무를

새로이담당하여그기틀을다져나갔다.

조함품보업무도품보전문기관에서수행토록하기위해

해군조함단으로부터조함품보업무를인수받아

함정분소를설치하는등조함품보에적극적으로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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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형상관리정보체계를활용한

기술검토및기술변경장면

◀

[그림 13]

형상관리정보체계를활용한

기술검토

진일보하는형상관리업무

처음 형상관리 업무를 인수할 당시 형상자료는 종이, 필름 형태로 관리·유통되고 있었으며,

규격제·개정, 기술변경심의등이문서에의해오프라인으로이뤄지고있는실정이었다.품

관소는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국방부의‘국방 CALS 시범사업’으로승인을받아‘국

방형상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방형상관리정보체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단계에서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하 으며,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국방 관련

기관에서사용하기시작했다.

또한, 정보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정보통신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종이 및 필름으로 된 형상자

료 약 100여만 매를 데이터베이스화 하 으며, 이를 국방형상관리정보체계에 탑재하여 2003

년부터국방망을통해서비스하기시작하 다.

이후 2006년주요형상관리업무에대한기능이방위사업청(이하방사청)으로이관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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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나, 품목별로 신뢰성 평가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양산규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문제점이대두되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품관소가 화생방 물자 품보라는 새로운 업무 역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소는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연구하여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전담기관의

필요성 등 한국군에 적합한 제도를 제시하 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비제독제 DS2에

대한 저장시험검사서 제정 연구를 시작으로 방독면류, 화생방보호의셋에 대한 저장시험검사

서를제정하여저장화생방물자를평가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 다.

2004년에는 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지침을 제정하 고, 2006년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

품원)이 저장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CSRP: Chemical materials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업무의종합, 관리, 분석업무를주관하는전담기관으로임무를부여받아CSRP업무를체계적

으로관리토록하 다.

6. 형상관리업무인수

형상관리의어려움을국방품질관리소가해결하라

형상관리업무는규격서, 도면등의군수품기술자료를제정하고, 양산및장비운 과정에서

성능및품질개선시기술변경사항을통제하며, 군수품전순기에걸쳐기술자료의변경이

력등을기록및유지하는활동을말한다.

양산단계 이후 형상관리 업무는 ’96년 1월 무기체계 개발기관인 국과연에서 인수하 는데,

기존에는 군수품 생산에 적용하는 각종 기술자료에 문제점이나 개선요소가 발생할 경우 생

산업체에서 기술변경을 제안하면 품관소는 업체 제안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내용을 첨부

하여 국과연에 기술변경을 의뢰한 후 승인을 받아 생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

하 다.

그러나 개발기관 특성상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서를 해체하고 전문 인력을 타 신규사업에

전환배치하기 때문에 양산 이후에는 기술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 인력 부재의 문제가

발생하여승인또는기각여부결정이장기간지연되고, 이로인해양산및납품에빈번한차질

과어려움을초래하곤하 다.

이에따라’95년감사원감사시다음과같은지시가내려졌다.

“형상관리 업무의 효율성, 최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 필요 및 기술변경 승인기간 과다 소

요로 인한 업체 생산활동에 지장 초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형상관리 업무를 품관소에서 수

행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라.”

이를 토대로 형상관리 이관방안에 대해 국방부, 국과연, 품관소가 참여한 관련기관 합동검토

를통해1996년 1월이후품관소에서업무를인수받아수행하게된것이다.

형상관리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

국방품질관리소가형상관리업무를새로이담당하게되었으며, 이후변화를거듭하며

명실공히국방분야의모든형상자료를통합관리하고서비스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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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소는 창업보육센터의 형태로는 민수분야 중소 벤처기업을 국방시장에 진입시키기 힘들

다는 점을 인식하고‘국방벤처보육센터’에서‘국방벤처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적극적인 지

원방안을위해품관소의자원과노하우를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게되었다.

그러던중품관소는인천시로부터인천에국방벤처센터를추가로설립하여운 하여줄것을

요청받아 2004년 7월 인천시와 송도테크노파크, 품관소 3자 간에‘인천국방벤처센터 공동운

에대한협약’을맺고2004년 10월인천송도에인천국방벤처센터를설립할수있었다.

품관소는 고유업무를 국방벤처센터 입주업체 지원과 연계하여 업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 지방 분소를 통한 국방관련 기술개발 과제 발굴, 국방벤처센터 입주업체와 각 분실 간 1사

1분실전담지원협약등의업무를추진·발전시켜나갔다.

그 후로도 국방벤처센터 사업은 발전을 거듭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업무모델

을 제시해 나감으로써‘2007 벤처기업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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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창업보육센터지정서

기품원에서는양산단계 2급형상통제와형상자료통합관리업무를방사청으로부터위임받아

수행하고있다.

이를 근거로 기존에 조본 및 각 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형상자료를 방사청으로부터 이관받아

국방형상관리정보체계에서통합관리하고서비스할수있는체계로개선하여 2008년 9월부터

명실공히모든형상자료를통합관리하고서비스하고있다.

7. 국방벤처센터설립

중소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

현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모델로서 인

정받고 있는 국방벤처센터 사업은 2002년에 그

싹이 텄다.품관소가 2002년‘국방분야 중소벤처

기업 육성 및 판로확대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 벤처기업의 창

업을 지원하여 주는 창업보육센터 형태의‘국방

벤처보육센터’설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2002년 품관소는 국방부로부터‘국방벤처보육센

터 설립계획’을 승인을 얻은 후 2003년 중소기업

청으로부터창업보육사업자로지정받았다.

우선‘국방벤처보육센터’운 을 위해서는 업체

를 입주시킬 만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 다. 이

에 품관소는 서울시와 2003년 2월‘국방벤처보육센터’공동운 에 대한 협약을 추진하 다.

품관소는‘국방 분야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서울시는‘관내 중소 벤처기업 역량 강

화’를목적으로서로힘을합하기로한것이다.

‘국방벤처보육센터 공동운 협약’을 체결하여, 품관소에서‘국방벤처보육센터’의 운 을

맡고, 서울시에서는‘국방벤처보육센터’가사용할수있는부지및건물을제공하기로했다.

이 협약 이후 품관소는 중소기업청의 설립자금을 지원받아 2003년 9월 마침내 서울 월곡동에

‘국방벤처보육센터’를설립하게되었다.

당시국방벤처보육센터는창업보육센터개념으로국방분야참여를희망하는업체에게공간을

제공하고,국방사업에대한정보제공및질의에대한답변을하는정도의업무를담당했다.

이처럼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 시작한 국방벤처보육센터는 초창기에는 중소 벤처기업을 육

성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국방분야 특수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고, 재무능력 등이 열악하여 국방시장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분야중소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국방벤처센터를설립하여

우수중소벤처기업의군시장진입을적극지원함으로써국방분야중소기업육성의

새로운발전모델을제시하게되었다.

◀

[그림 16]

2007 벤처기업대상

기관부문대통령표창

(2007. 10. 18)

◀◀

[그림 17]

벤처코리아 2007(2007. 10. 18)

◀

[그림 18]

전주국방벤처센터개소식(2009. 9. 29)

◀◀

[그림 19]

국방벤처센터국방분야

부품국산화촉진전시회참가

(2010. 4. 7)

◀

[그림 20]

국방벤처활성화세미나(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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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소원하던새이름을얻다!

새 로 운 이 름 을 꿈 꾸 다

기품원은유독기관의이름에얽힌사연이많았다. 1981년‘국방품질검사소’로시작해서‘국

방품질관리소’로, 잠시 국방품질관리연구소 다가 다시 국방품질관리소로, 지금의‘국방기

술품질원’까지, 여러번이름이바뀌는과정에서사연도많았다.같은직장에수십년동안몸

담고 있는 것인데, 다니는 회사의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뀐 셈이었다.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순간이바로‘국방품질관리연구소’라는이름을새로달던순간이었다.검사소나관리소

로서의정체성이아니라연구소로서의새이름, 그것은우리기관사람들의오랜숙원과도같

았다.

“아니 우리가 무슨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아니고 말이야, 업체에서는 도장이나 찍어주는 검사

소나관리소쯤으로오해한다니까.”

“대외적인위상이나이미지를생각해서라도새로운정체성을표현할다른이름이필요해!”

그 대안이 바로 연구소로서의 새로운 명칭을 얻는 일이었다. 실제로 1990년대 초인 그 무렵,

우리 기관에서는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수품에 이르기까지 품질보증 대상을 확대한

데다, 국과연의 연구기능의 일부를 인수하여 수행하고 있었다.현장에서 품질보증 활동을 하

는가운데기술설계상의결함을발견하고‘기술변경’을실시하는일이비일비재했기때문에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었다.그런데 기관의 이름이‘관리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

에직원들의사기나자부심에좋지않은 향을끼치고있었던것이다.

반 대 를 넘 어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정기이사회를 통과해야만 명칭 변경을

정식으로인정받을수가있었기때문에우리기관에서는정기이사회에명칭변경건을회부하

기를 원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쳤다. 관련자들이 기획예산처의 문턱이 닳도

록드나들며설득작전을펼쳐도소용이없었다.연구소로서의기능을인정해줄수없다는것

이었다.

“기관의 기능이 연구기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사업 역이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에 속

해야하는데, 품관소의연구기능은너무제한적이라서연구소로적합하지않습니다.”

급기야, 우리 기관의 국방예산과장은 기획예산처의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그 분이 다니는 교

회에출석하면서까지설득작전을펼쳤다.우선인간적인신뢰관계를구축하여설득해나가기

위해서 다. 우리 기관은 기획예산처의 반대를 뚫고 원만하게 정기이사회를 통과하기 위해

관련부처들과네트워크를강화하고지지기반을확보해나갔다.그러나끝까지기획예산처의

입장은달라지지않았다.

“그부처한군데서반대한다고해서안될것도없지않습니까?결국은다같이협의하여다수

결로결정하는것이니만큼이대로 어붙여봅시다!”

“맞습니다.비록관련부처한군데서반대하고있지만다른관련부처에서는찬성하는분위기

이니까승산이있습니다!”

결국정기이사회로강행!

기획예산처의반대에도불구하고우리는정기이사회로 어붙 고, 그결과그토록우리들이

소원하던‘연구소’라는 새 명칭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기관은 모두의 기쁨과 환호 속에서

1997년을보냈다.

희 망 의 성 장 통 을 겪 으 며

새로운 기관으로서의 명칭과 정체성.그것은 우리 기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욕과 열정을 불

러일으키기에충분했다.그전의연구기능이제한적인범위에머물러있던것에반해국방품

질관리연구소의 연구 기능은 더욱 폭넓고 전문적인 것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업무의 범위와

분량이급속도로늘어나고있었다.

우선, 우리 기관은 연구업무 분야는 연구계획실을 따로 두고, 기존 전문분야실을 연구 1실에

서 4실로두고각각의소관연구업무를관리해나갔다.모두가힘에부쳤다.일의분량도과도

했고, 일의 전문성 또한 부족하던 시절이었다.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심지

어기획예산처와의갈등으로예산배정이막혀급여가지연될위기를겪기도했다.

그 모든 것은‘성장통’이었다.급속도로 성장하던 우리 기관이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크

고작은시련중의한가지 다.중요한것은그가운데서도희망을바라볼수있느냐, 하는것

이었다.우리의시선은오직희망에꽂혀있었다.

DTaQ Man Essay



국방품질관리연구소는 1998년에 들어와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 나라

가외환위기속에서구조조정을하며몸부림을치는가운데국방품질관리연구

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기에 생존을 위한 결단으로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에 2006년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

었던것이다.

제1절.대의(大義)를위한결단

외환위기의파고를함께넘다

제3장. 시련기

시련속에서내일의도약을준비하다
(1998 ~2005)



연구기관경 혁신추진준비지침(’98.5)’을발표하 다.

“조직의관료화를방지하고, 생산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역동성있고융통성있는조직으로

정비하고, 고비용저효율의관리지원인력을감축하고연구중심의인력구조를구축하라!”

조직의 슬림화는 IMF 파고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 각 기관에게 주어진 시대

적 요구 다.또한‘하나의 부(국방부)에 2개의 이공계 연구소는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는 국

품연의정체성을더욱압박해왔다.그것은외부로부터의압박만은아니었다.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품연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보다 대의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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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의파고속에서,조직을슬림화하라

1997년 말 국가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체제가 정부출연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

하게 되면서 국품연의 정원 축소와 아울러 조직의 성격까지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

렀다.

온 나라가 경제적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예산 절감과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업무 효율

성을 제고하고자 처절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었다.사기업은 두말 할 것도 없었거니와 공기

업이나 산하기관들, 심지어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은 곳이 하

나도없었다.

품검소에서시작하여‘관리소’그리고힘들게‘연구소’라는새지평의정체성을확립하며앞

만 보고 달려온 국품연 역시,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독립법인체를

구성하여나가려던행보도주춤할수밖에없었다.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의‘정부출연연구기관 경 혁신 지침(’98.4)’은 모든

기관들이감내해야할방향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었다.

“기구와인력은연구기능위주로결성하되최소한의규모로조정하라!”

이러한 지침에 따라 국방부에서도‘국방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국방개혁위원회는‘산하

1997년외환위기로온나라가구조조정의시련을겪는가운데

국방품질관리연구소역시‘조직의슬림화’라는대의를위해

조직의축소와개혁이라는과제를받아들여야했다.

◀

[그림 21]

본소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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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국방품질관리소로

개칭후현판식

(1998. 9. 29)

◀◀

[그림 23]

소기

◀

[그림 24]

소훈(원칙에강하라)

품보관리실, 품질평가실, 정보관리실은업무를조정하여사업총괄실과기술정보실의2개실로

재편하 고, 서울분소와 경인분소는 통합하여 전문 기능별로 4개 분실을 설치하 다.지방분

소의 지원분실은 행정지원 인력의 감축방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분소장이 직접 통제하는

형태(분소장실)로전환하 으며, 지방분소의품보분실도대폭적인축소가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정원이 633에서 488명

으로 23%나줄어드는결과를가져왔다.

퇴직자들은오로지몸담고있던조직의발전을위하고직장동료나선후배를사랑으로배려하

는마음으로살신성인하 으며, 외부의환경변화에따라조정된정원은그후수많은신규업

무의인수과정에서도증원이되지않고변동이없이계속유지되었다.

1981년 품검소로 창설하여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며 품질경 의 지평

을열어온국품연은외환위기라는시련을만나국가의큰흐름과하나가되었을뿐만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힘든 행보를 이어나갔다.전 직원들 마음

속에는 지난날 자주국방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이 진정한 자부심

으로남아있었다.그렇기에시련속에서조직개혁을단행하면서도‘군수품에대한국방품질

구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꿋꿋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한 인내와 결단은 머잖아

새로운기관으로도약하기위한밑거름이되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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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슬림화하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하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내 살을 자르는 아픔

을감내하지않을수없다!”

국품연은스스로 IMF의파고속에서대의를위해조직을슬림화하라는시대적요구를소명으

로받아들이고있었다.

2. 연구기능을내려놓고,다시‘국방품질관리소’로

개혁의깃발아래

국품연은 마침내「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경 혁신 추진 준비지침」(’98. 5. 15)에 따라 2000년

대에 부합하는 군수품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그 명칭과 임무

기능을조정하 다.

상부기관에서시달된지침에따라‘국품연개혁추진계획’은장관보고를거쳐국과연임시이

사회(제98-3차, ’98. 9. 29)에서최종의결되었다.

“국방품질관리연구소는다시국방품질관리소로그명칭을변경한다.”

그간끊임없이제기되었던논리로“계약관이계약및품질검사업무를수행해야한다.”는「국

가계약법」(제정 전에는 예산회계법에 관련 조항이 있었음)상의 논리에 따라 국품연의 국방부

조본으로의흡수통합이가시화되자, 조직의생존을위해결단을내린것이다.

아울러그동안국품연이가지고있던연구기능의일부를다시국과연으로전환하고국품연은

군및업체에대한기술지원위주의업무만을수행하는것으로확정되었다.

이러한 국품연 개혁의 방향은 품질보증의 주체를‘정부 주도’에서‘업체 주도’로 바꾸고‘지

시와 감독’에서‘상호협력 및 공동체 개념’으로 전환하며, 품질검사 위주의 업무에서 품질시

스템을평가하고품질개선활동을위주로하는업무로개념을변경하는것이었다.

조직의발전을위하여한마음이되다

조직개편의주요내용을보면종전부소장제도(규정상의제도만존재하다가 1996년이후국방

부승인없이자체적으로부소장이임명, 운용되었음)를폐지하여관리단계를축소하 다.또

기획조정실과 행정관리실을 통합하여 기획관리실로 조정하 으며, 예하 부서도 기존 기획조

정실을 기획과로, 보안과는 총무과에 흡수 통합, 자재과와 회계과를 통합하여 재무과로 하여

3개과를구성하 다.

통합은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운 과정의 분석평가 후 분리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하 다.

6개의전문분야실을통합하여체계사업실로하고기존전문분야실을내부팀으로편제하

으나, 실질적으로 기존의 전문실장처럼 운 되어 실질적인 조직운 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방품질관리연구소는조직개혁의시대적요구에부응하여

연구기능의일부를다시국방과학연구소로전환하고

국방품질관리연구소에서‘국방품질관리소’로명칭을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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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와해의위기속에서!

발 전 의 정 점 에 서 만 난 시 련

1998년 4월 말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우리의 일터인‘국방품질관리연구

소’를 폐지한다는 소식이었다.국품연과 조본을 통합하여 조직을 30% 이상 슬림화한다는 것

이었다.

그 전 해인 1997년 6월 우리 기관은 오랜 숙원이던‘연구소’명칭을 정식으로 인정받음과 함

께업무기능을크게확대하 을뿐만아니라인력을 630명이넘는규모로확대한즈음이었다.

마침얼마전에박기준장군님이우리기관의소장으로새로부임하여, 새로운시각으로더욱

경 혁신에박차를가하려고하던시점이었다.그런발전의정점에서갑작스런‘조직폐지’라

는와해의위기가닥친것이다.

국가적으로는 IMF 사태가 닥쳐 정부가 강력한 긴축정책을 취하면서 정부기관의 슬림화를 강

도높게추진하던때 다.전국민이 IMF사태극복을위해‘금모으기운동’을전개하던그때

에, 우리 국품연도 기구의 경제적 운 을 위한 예산 절감 활동, 제도 개선, 국산화 활성화, 국

방규격 개선, 형상관리업무 정보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업무 효율

화를도모하고있었다.

하지만 조본과 통합하여 30% 이상 폐지하라니, 그것은 우리 조직 대부분을 잘라내라는 것이

었다.우리는이청천벽력앞에서생존을위한몸부림을시작하지않을수없었다.

이 대 로 물 러 설 수 없 다

그해 4월 말 국방부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전 조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는 비상 TF팀으로서‘국품연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서상현, 위원 12명)를 구성하 다. 개

혁추진위원회 실무 팀은 매일 같이 국방부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밤에는 사무실로 돌아와

회의하고자료를준비했다.누구도심야로이어지는업무에불평하지않았다.

매일같이장관실에들렀지만우리는장관의그림자조차밟을수없었고, 언제장관보고를할

수있을지일정조차잡을수없었다.당시장관보좌관(김태 , 이후국방부장관역임)은귀찮

아하지도 않고 늘“보고일정 잡아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커피를 주시곤 했다.그 공허한

커피만 받아 마시며 소득 없이 2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초조해졌다.이대로 가다간 조직 폐

지라는구조조정속에우리모두가침몰할지도모를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획득분야 구조조정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획득정책국장으로 있던 이원형

장군(이후품관소장역임)이라는정보를입수했다.우리는무작정국장실로찾아가면담을요

청하 다.우여곡절 끝에 2일 만에 장관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의 구조조정 의견과 개혁

방안을설명할기회를잡을수있었다.

“그동안 품질경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성과를 쌓아온 국품연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방발전

을 위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구조조정입니다.품질보증을 업체에만 맡겨서는 신뢰할 수 없습

니다.”

우리는 조직 폐지의 대안으로서 우리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획득정책국장님은 큰 틀에선

우리보고에공감을하 으나, 일부문제점을지적하면서부정적인견해를보 다.

그날부터매일자료보완을하면서끈질기게설득을하 으며, 드디어일주일만에동의사인

을득하고장관보고까지할수있었다.이보고가우리기관이조직을유지하면서구조조정을

할수있게된결정적인계기 다.TF팀을구성한지4개월만이었다.

나 하 나 보 다 는 조 직 을 위 한 용 기 를 !

8월 중순 드디어 개혁방향 및 구조조정 기본 지침이 결정되었고, 국품연의 경우 현 임무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 및 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하도록 방침이

확정되었다. 즉, 정원을 633명에서 488명으로 줄이고, 국품연에서‘국방품질관리소’로 개

칭하기로 하 다.조직 폐지의 위기는 막았지만 조직 축소의 시련은 우리가감당해야 할 몫

이었다.

결국 대규모의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계획이 시행되었다. 많은 선배와 동료들이 조직의 앞날

과후배들을위하여기꺼이퇴직에응한덕분에인원감축이원만히추진되었다.특히당시항

공분소장이던 이시현 선배님은 아직 정년이 10여년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

해명퇴하겠다는의사를제일먼저표명하 다.지금도그때의장면들이눈에선하다.다시한

번 선배님들의 용퇴에 감사를 드린다.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살아

남아기품원을지켜나갈수있는것이라믿는다.

요즈음 국가적으로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국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정부의노력이커가고있는시기를맞아우리직원모두가합심하여기품원을국방산업

분야의 중추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 한다. 특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품질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

듭나리라 기대한다. 선배들의 희생으로 지켜 낸 기품원을 우리 손으로 더욱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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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일 국방품질관리소는 국방획득 개혁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기존의 품질보증 업무를 조정·승계하

는 한편‘국방기술기획’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첨단 정보과학군 건

설의 중추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격상함에 따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

나고자도약하고있었다.

제1절.국방획득개혁의대대적인추진

투명하고경쟁력있는국방획득을창조하다

제2절.국방기술품질원의탄생

국방획득분야의핵심기관으로다시태어나다

제3절.끝없는도전과변혁

경영혁신과조직문화창조로앞서나가다

제4장. 도약기

변혁을넘어
국방획득핵심기관으로도약하다
(2006 ~ 2011)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성숙된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

데, 국방획득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으로써‘국방개혁’이

시급한정책과제로대두하 다.

제도개선을위한민관합동위원회를구성하라

“군납비리관련시스템에문제가있는지대안을검토하고제도적인개선책및재발방지대책

을수립하라.”

“획득업무 시스템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 합동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

진하라!”

드디어 2003년 12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군 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

고, 연이어 2004년 1월 27일국가안정보장회의에서합동위원회구성을지시했다.

국방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감안하여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정한것이다.

두 차례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건 국무총리는 국방획득 업무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

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

여구성된범정부적인‘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구성하 다.

국방획득 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구조적·본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자주 국방력 건설의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획득 관련 조직·인력·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추진해 나

가기시작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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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명 하 고 경 쟁 력 있 는 국 방 획 득 을 창 조 하 다

1
6

6
>

1. 국방획득체제,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

온국민이염원하는국방획득개혁

국방부가 국방획득개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실효를 거

두지못하자국방획득체제에대한문제가계속제기되었다.

“획득조직이과도하게분산되어있고사업추진절차가복잡하다.”

“폐쇄적인 의사결정체제, 한계를 드러낸 감사시스템, 획득재원의 비합리적 운용, 전문 인력

부족, 취약한방위산업경쟁력등의문제가있다.”

이러한문제제기속에서각종비리및사건이반복적으로발생하여국민들의신뢰를얻지못

하고있었다.

특히,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시민들의 고양된 민주의식과 투명성·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속에서 2004년품관소장의국방부근무시절연루된획득비리가밝혀짐에따라강

도높은국방획득개혁을요구하는목소리는더욱높아졌다.

“근본적인부패방지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군 현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첨단 정보군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효율적인국방획득제도개선이시급하다.”

정부는비효율과각종비리등으로문제점이드러난국방획득분야의

개혁을위해‘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구성하여

국방획득제도에대한근본적인재설계를추진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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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국방획득부문의10대개선과제를선정하고각과제별주요개선방안을마련하 다.

특히제1기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국방과학기술의기획·조사·분석·관리·평가업무

를전담하는조직의필요성을주장한바있다.

“각 군, 국과연, 품관소, 조본으로 분산된 기술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적인 기술관리 평

가능력을 갖춘 국방기술정보센터(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그리고 신설되는 국방기술정보센

터는 전문 인력이 기술기획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청 산하 연구기관이어

야한다.”

2005년 1월 19일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대통령 보고를통해주요 개선방향및 방침을최

종확정하 으며, 국방획득제도개선에따른기대효과로다음과같이보고하 다.

“최적(적기에, 질좋은제품을, 경제적으로)의무기체계를획득할수있으며, 국민에게는예산

절감, 방산 업체에게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소요군에게는 질 좋은 장비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의고객지향획득행정을구현할수있다.그동안반복적인획득관련비리의악순환차단과

획득분야를 복마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 불신을 극복하여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을 보장

할수있으며, 효율성·전문성·투명성의원칙아래방위사업의경쟁력을확보하여궁극적으

로협력적자주국방실현을위한토대마련이가능하다!”

2005년 1월 14일에는제2기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발족되었다.제2기국방획득제도개선

위원회는제1기위원회에서선정한국방획득 10대과제개선(안)의구체적인추진절차를법제

화하 다.또 방사청의 조직·직제 설계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총 5차례에 걸

친위원회를개최하여정부조직법개정(안)과방위사업법제정(안)및동업시행령(안)을확정

하 다.

3. 쟁점사항을조율하고제도개선을지원하라

국방획득제도개선단, 제도개선실무를지원하라

2004년 3월 22일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획득제도개선단

이설립되었다.

제1기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을단장으로총괄/조직·인력팀, 획득제

도팀, 획득재원팀의 3개팀 22명으로 구성되었다.또한, 획득제도팀장이 부단장직을 겸임하도

록하고대통령비서실과의업무협조를원활히하기위하여간사를두었다.

제1기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국방획득 조직·인력 및 제도·절차, 예산편성·집행 등 전 분

야에대해문제점을파악·분석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 다.

2005년 1월 14일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관계부처의 인력운 상 지휘부

인 단장 및 부단장, 간사, 총괄·법제팀, 조직·인력팀, 제도1팀, 제도2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되었다. 방사청 인력은 국방부 본부의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육·해·공군 현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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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개혁을위한개선방안을수립하라

어떤방향으로개혁할것인가

국방획득개혁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았다.

“획득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는 8개조직인, 국방부, 합참, 각군, 조본, 국과연, 품관소로분

산되어 있는 국방획득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비리의 악순환을

차단할수있는근본적인시스템을구축한다!”

이러한기본방향에따라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국방획득제도상의문제점을다음과같이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경쟁력’이라는네가지측면에서분석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 다.

■효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분산된 획득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획득업무 수행절차를 간소화하여 합

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운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 다. 주요 개선과제로 국방부 외

청신설, 합리적인재원배분, 효율적인사업관리, 안정적인장비운 유지등을선정하 다.

■전문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

합리적인 인력구조를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하 다.주요 개선과제로 인력구조 개선, 전문인력 양성·활용 확대, 인사관리

체계개선등을선정하 다.

■투명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

획득업무의 적법성 및 보편성의 확보와 정부 공통 조달기준의 적용,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

는것을개선의기본방향으로하 다.주요개선과제로획득관련법령체계정비, 일반물자및

주요시설공사계약업무에대해조달청활용확대, 상시감시및견제시스템강화, 획득업무에

대한책임성강화등을선정하 다.

■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는 것을 개선의 기

본 방향으로 하 다.주요 개선과제로 방위산업 경쟁력 활성화 및 수출 촉진 지원, 국내 연구

개발역량강화등을선정하 다.

10대개선과제, 구체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라

2004년 3월 5일 발족한 제1기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국방획득업무의 분야별 추진절차

뿐만아니라조직과인사, 교육등획득추진체계전반에걸친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

약10개월동안총 6차례에걸쳐위원회및당·정·청협의회, 공청회를가졌다.이를통해도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국방획득제도상의문제점을분석하고

10대개선과제및구체적인실천계획등을수립하는한편

그일환으로국방기술정보센터및방위사업청의신설등을건의하였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활동을지원하고자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현안조정소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

국방획득제도개선추진에박차를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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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유사기술에대한중복투자, 민·군간기술정보교류미흡등의문제가계속되어왔다.”

개청준비단은이러한진단하에국방획득제도개선에박차를가하 다.그러한문제점을해결

하기위해투명하고경쟁력있는새로운시스템으로서기품원의창설이더욱절실했다.

국방기술정보센터와국방품질관리소의기능을합하여

개청준비단은 처음에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국가기술정보센터를“국방

과학기술의 기획·조사 분석·관리·평가 업무 전담조직으로 방사청‘장’직속기관으로 설

치”하는방향으로검토하 다.(제5차획득제도개선위원회’04. 10. 7)

그러나 신설청(방사청)의 내부 조직으로 설치하는 경우 조직운 의 유연성,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연구원의 신분전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출연기관(독립법인)으로 설치키로 변경하

고, 조직 규모는 청 조직설계와 연계하여 추진키로 결정하 다(제1차 현안조정소위원회 ’05.

1. 10). 국과연과 품관소의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신설청 산하 출연기관인 국가정보기술센터

를설립하여국방기술기획업무를전담하도록하자는것이었다.

한편, 품관소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하여 방사

청에서 기존의 품질보증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그러나 특별채용

이나승진시경력인정, 연금과봉급보전등의문제가대두되어신분전환과정에서큰장애가

예상되어재검토가필요한것으로결정되었다(제2차현안조정소위원회’05. 4. 29).

“품관소연구원을공무원으로신분전환하는특례인정은직업공무원제도의기본에 향을미

칠수있다.”

“그뿐만아니라, 작은정부를지향하는시대적인흐름에도배치되며, 파생되는부작용이적지

않을것으로우려된다.”

이와같은관련부처의이견이이어졌다.그결과품관소품질보증연구원을일반직공무원으

로신분전환하는안은재검토될수밖에없었다.

따라서 개청준비단은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조사·분석·관리·평가 업무 전담조직으로 신

설키로 한 국방기술정보센터를 확대하여 품관소의 국방품질보증 및 품질경 기능과 조직을

통합하기로결정하 다.

이에따라출연기관의명칭도가칭‘국방기술정보센터’에서‘국방기술품질센터’로조정하

고, 다시 500명이넘는조직규모를감안하는한편한글사용을장려하기위해‘국방기술품질

센터’를‘국방기술품질원’으로명칭을변경하 다.

기품원은이처럼국방기술의효과적인기획·관리·평가등의기술관리를수행하기위해태

어날 예정이었던 국방기술정보센터의 기술전담 기능에 품관소의 품질보증 기능을 통합하고,

기존의품관소의인력및조직까지승계하여새로운모습을갖춰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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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본의군무원, 국과연과품관소의연구원등의다양한신분으로구성되었다.

제2기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제1기국방획득제도개선단에서선정한 10대과제의개선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이나 시행령 등으로 법제화하고, 국방부 소속의 외청인 방사청의 신설과 관

련된법령의제·개정(안)을마련하고직제(안)을설계하 다

2004년 3월 22일 설립된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등과 함께 2005년 7

월 31일부로운 을종료하 다.

현안조정소위원회, 쟁점사항들을조정하다

2005년 1월, 제2기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때부터는‘현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현

안조정소위원회는 각 과제별로 주요쟁점 현안이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관계부처 간의

사전협의와조정을통하여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효율적으로보좌하기위한것이었다.

현안조정소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법무비서관,

국방부 및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

등 총 9명의 정식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안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산업자원부

차관, 그리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특별위원으로위촉되기도하 다.

현안조정소위원회는총 3회의위원회를통하여신분전환및군인사, 방위사업등주요쟁점사

안에대하여사전에원만한합의를이루어내는성과를보 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와 현안조정소위원회는 2005년 6월 30일「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통과됨에따라2005년 7월 31일부로운 을종료하 다.

4. 투명하고경쟁력있는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라

개청준비단, 창설작업에들어가다

2005년 6월 30일 방사청 설치 관련「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방사청

신설을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이어대통령훈령으로(’05. 7. 25공포제 154호)「국방획

득제도개선및방사청개청준비기구의설치및운 등에관한규정」이마련되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5년 8월 1일 드디어 방사청의 개청준비 등을 위하여 국방부

소속의방사청‘개청준비단’이 2005년 8월 1일자로발족하 다.단장·부단장이하정책기획

부와사업부장을지휘부로하여총2부 16팀의실무부서체계로구성하 다.

개청준비단은‘2006년 1월 1일 방사청 개청’을 목표로 개청을 위한 제반 작업을 추진하는 한

편국방획득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갔다.

“방위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의 비중이 양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기술개발기관(국과연)이

해당 기술기획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객관성 미흡, 국방기술기획·평가의 합리성 및 전문성

미흡, 국내외 기술정보의 분산관리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인한 핵심기술의 선진국 의존

2006년 1월 1일방위사업청개청을목표로활동을시작한개청준비단은

국방획득제도개선추진의일환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구체적인창설준비에착수하였다.



조직의크기는작게, 핵심기능은더욱강하게

2005년 8월 31일 방사청 개청준비단 정책토의에 보고한 기품원의 조직 및 인력구성은‘2단 1

실 9부 6지역센터체제’, 총정원 550명에기술기획단 200명, 품질경 단 306명이었다.개청준

비단의조직및인력구성의기본방침은다음과같았다.

“기존 획득관련 정원 및 직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인력을 편성하고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조직을슬림화하고필수기능은보강한다!”

특히, 개청준비단은 새로 맡은 기술기획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품질보증업무의 개선 및

일반 물자류 품질보증 대상축소 등을 통해 기존 품질관리소 인력 중 124명을 기술기획단으로

전환 편성하 다. 그런데 정책토의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어, 2005년 9월

14일기품원의조직체계는지휘부에부원장제를삭제하고, 직제를단/부/실/팀편성에서부/

실/팀으로하향조정하여‘2부 10실 6지역센터체제’로재설계되었다.

인력구성안에도많은조정이있었다.

첫째, 기술기획부의구성은수차례의재검토와협의를거쳐5개실 15팀 200명으로하 다.

또 기술기획부 업무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06년) 200명, 2단계

(’07~’08) 350명, 3단계(’09~’10년) 500명의 규모로 발전방안을 수립하 다.

둘째, 기존 품관소 인력 중 124명을 기술기획단으로 전환함에 따라 품질경 단은 306명(참모

조직 55명, 지방센터 품보인력 251명)으로 설계하 다. 그러나, 현장 품보인력 보강을 위해

2005년 12월 5일부로 참모조직을 55명 → 49명으로 축소하고, 지역센터는 251명→267명으로

증원하 다.

셋째, 2005년 12월6일총정원을10명확대하여최종560명으로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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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지만강한조직으로재설계하라

신설조직에적합한조직체제를마련하다

개청준비단은, 국방기술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기술기획업무와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출연기관으로서 기품원의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 신설조직의 기술기획업무

및품질경 업무수행에적합한조직설계와인원구성을검토해나갔다.

기품원 설립과 관련된 업무는 개청준비단 정책기획부의 기술품질팀이 담당하 다.기술품질

팀의 업무는 ▷ 기품원의 업무절차 및 정립과 관계법령의 정비 ▷ 국방기술정보 데이터베이

스 구축방안 ▷ 기품원의 국산화 기반체계 구축 ▷ 기품원의 조직편성과 우수인력 및 시설의

확보방안▷그밖에기품원의위치등설립에관한사항등이었다.

기품원의조직체제에대해, 처음에개청준비단은원장밑에부원장을두고, 기구는기술기획

단및품질경 단으로구분하 다.

기술기획단에는 5개부 15개팀, 품질경 단은 3개부 7개팀 6지역센터, 경 관리부는 4개팀으

로편성하여전체‘2단 1실 9부 6지역센터’로설계하 다. (’05. 8. 31. 방사청개청준비단정책

토의)

개청준비단기술품질팀은국방기술품질원신설이결정됨에따라

그에필요한조직및인력을편성하고유사기능을통합하는등

국방기술품질원설립준비에총력을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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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각 군 등에서 일반 물자분야 계약업체의 세성 및 품질보증의 중요성 등을 감안

하여일반물자류품질보증대상을일부조정해야한다.”

이러한토의결과에따라일반물자류품질보증제도개선방안에대해품류별로각군의상세

의견을수렴하여이를재검토하기로하 다. 2차실무자토의(’05. 11. 14)를 다시실시하여구

체적인일반물자품류별품질보증방안을도출하 다.

“기품원에서전투에직접이용하는일반물자에대해서품보활동을실시하되, 국방부및각군

의 의견을 반 하여 전투비축용 급식 및 변질 가능성이 있는 일반물자에 대하여는 품보대상

으로추가한다.”

따라서 기존 일반물자류에 대한 전체 품보대상 3,714개 품목은 기품원 수행품목이 509품목,

소요군 검수가 3,205품목으로 조정되었다.의무장비 및 의약품 품목은 장병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있으므로“소요군검수전에기품원에서반드시품질보증을해달라.”는의견이있었

으나결국품보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기품원에서별도의품질보증없이소요군검수(의

무장비인 경우 소요군에서 설치 및 가동시험을 시행하여 왔음)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을 이

해시키고양해를받아내는데많은시간이걸렸다.

이처럼 정부 품질보증 미실시 품목에 대한 개선책으로 각 군에서는 소요제기 시 우수품목 구

매조건을부여토록하고, 계약부서에서는품질인증업체참여유도를위한물품적격심사기준

조정 및 하자보증기간 등 계약조건을 강화하 다.아울러 관련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

축을유도하기로하 다.

3. 새로운미션,기술기획업무를설계하라

연구개발과기술기획업무를분리하여

개청준비단 기술품질팀은 다소 방만했던 기존 품질보증·경 업무를 정비하여 슬림화하는

등품질보증업무기능을조정해나가는한편, 새로운기술기획업무의제도및절차를정립해

나갔다.

개청준비단은 제도개선 및 개청준비 과정에서 기품원 기술기획본부에 국방기술에 대한 기

획·조사·분석·평가및국방기술정보의통합관리에관한임무를일관되게부여하 다.

국방획득제도 개선 이전까지 연구개발기관인 국과연이 연구개발과 함께 기술기획 및 평가,

기술관리 등의 업무까지 통합하여 수행하 기 때문에 그러한 국방기술개발 수행체제의 불공

정성과비전문성, 비효율성등에대한불신이팽배해있었다.

또한 동일기관에서 연구개발, 기술기획, 기술평가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첨단 기

술개발에 소홀하게 되고, 선진국 무기체계의 모방개발 등 추격형 연구개발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방산업의 내수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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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체계에 대한 재검토 결과‘부’를‘단’으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2005년 12월 6일 기

품원 정원 계획 최종안은‘2단 10실 6센터 44팀, 총 정원 560명, 기술기획단 200명, 품질경

단 318명’으로조정되었다.

2. 품질보증업무의패러다임을바꿔라

새로운패러다임의품질보증업무로

신설되는 기품원의 품질보증 활동은 그 범위에 대하여 재설정이 필요하 다.특히, 방사청의

품질보증업무대상이무기체계위주로지정됨에따라일반물자류에대한기품원의품질보증

활동범위에대해재설정해야했다.

우선기품원이담당할품질보증활동은“기본적으로품질보증및품질경 은업체가자율적으

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정부 주도의 품질보증에서 업체 자율의 품질보증활동으

로품보의패러다임이전환하고있었기때문이다.

또한품질보증업무를기존의‘지역개념운 체제’에서‘기능조직체제’로축소개편하여효

율적인 품질보증이 되도록 하 으며, 아울러 계약업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규제 성격의 업

무를축소하기위하여품질보증업무절차를개선하 다.

이에 따라 일반물자에 대해서는 소요군 입고검사 및 우수품질 구매제도를 병행 시행토록 대

폭조정하 고, 방산장비는품질시스템관리를강화하고공정확인은업체에위임을확대하는

것으로혁신방안을수립하 다.

특히, 이러한 혁신방안에 따라 기존 품관소에서 수행하던 일반 물자류 품질보증 대상을 전투

에직접사용되는물자류에국한하도록축소하 다.

일반물자품질보증을축소해나가다

품질보증 업무 조정에 있어서 특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던 부분은 상용구매 일반물자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 미실시 정책추진이었다. 일반물자 품질보증 대상을 축소하여 상용구매

일반물자에 대해서는 기품원이 품보를 실시하지 않기로 정하자 국방의무사령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내놓기도했다.

“기존에 품관소가 담당하 던 일반물자 품질보증활동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저질의 불량

품목이구매될우려가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청준비단 기술품질팀은 기타 일반물자는 소요군이 검수하도록

이관하고일부품목만을기품원의품보대상으로제한해나갔다.

이에 따라 기존 품보대상 3,776품목 중 2006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품원에서 품보활동을 수

행하는 품목은 699품목, 소요군 검수로 이관되는 품목이 3,077품목으로 조정되었다. 축소 조

정된 일반물자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5년 10월 6

일관계부서실무자급토의를실시하 다.

기존국방품질관리소의품질보증업무와조직을승계하되,

새로운패러다임에맞도록일부조정및축소하는등품질보증활동의범위를재설정해야했다.

기존에국방과학연구소에서담당하던기술기획업무를

새로부여받게됨에따라, 개청준비단기술품질팀은

기술기획업무의내용과범위를새로이설계하여구체화시켰다.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1장

1
7

7

4. 2006년 2월 2일,국방기술품질원이탄생하다

국방획득분야의새로운시대를열어

2006년 2월 2일기품원이정식으로개원하 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추진된국방획득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방위사업법」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를 근거로 서울(동대문구 회

기로37번지)에설립된것이다.

개원 당시 기품원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획·조사·분석·평가 및 기술정보의 관리 임무

를 부여받은 기술기획단(현 기술기획본부)과 과거 품관소의 기능을 승계한 품질경 단(현 품

질경 본부)등‘2단 10실 6센터 44팀체제’로구성되었다.

개원기념식은 동년 2월 3일 홍릉 기품원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철환 초대원장은 취임사에

서이렇게밝혔다.

“기품원 전 직원은 국방력 강화의 핵심인‘군사기술의 관리’와 우수품질의 군수품 획득에 선

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국방기술

업무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장비의 획득지원

에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갑시다!”

1981년‘국방품질검사소’라는 이름으로 개원하여 4반세기 동안 국방품질보증 업무를 책임졌

던‘국방품질관리소’가‘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기품원의 전신인

품관소가 1981년 이후 오늘날까지 품질보증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해 왔으며,

첨단무기체계를 비롯한 전 군수품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온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업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한 업적을 넘어 다시 태어난 기품원은 국방기술기획과 품질경 이라는 양 대 임무를 바

탕으로 국방획득 분야의 핵심기관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새

로운비전을가지고있었다.

‘첨단정보과학군건설’의중추기관으로달라진위상

과거에는 국과연 부설로 설치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군수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품질

관리소’수준이었다. 그러나 기품원은「방위사업법」(제32조)에 근거한 방사청 출연기관으로

새롭게 설립되면서 명실공히‘국방력 강화의 핵심인 국방기술의 기획 및 관리업무와 함께 우

수품질의군수품획득에선도적역할을수행하는대표전문기관’으로위상이변화하 다.

이러한위상변화의의미는우리군이추구하고있는‘첨단정보과학군건설의중추기관’으로

서 군사기술 기획·조사·분석·평가 전문연구기관이자, 국방품질보증 및 경 의 대표기관

으로 반듯하게 세워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기관 이름의 약칭 또한‘기품원’, 문으로는

Defenc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에서 따온 디티에이큐(DTaQ, 디택)로 호칭하기

로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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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

연구개발과기술기획의분리효과

이러한구조를개선하기위해정부는기술기획기능을연구개발기관에서분리하여기술기획

업무를 독립된 기관인 기품원에서 수행하도록 법제화하게 되었다.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를

기획하고개발하고평가까지하는모순을극복하고, 연구개발은연구개발대로전문성을향상

시키고 기술기획은 기술기획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명하게 운

하기위해기품원의기술기획본부에그임무를부여하 던것이다.

선진국이나 타 정부부처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기술기획 기능을 연구개발 기능과

분리하여 운 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국과연에서 기술기획기능을 분리하여 기품원이 담당

하게됨으로써세계적추세에부응할수있게되었다는점에서도큰의의를가졌다고볼수

있다.

기술기획업무의범위를설정하다

기품원의 기술기획 업무 설계는 쉽지 않았다.품질보증 활동을 주로 해오던 기관으로서 새로

운업무인기술기획업무를처음으로설계하는과정이기때문이었다.

우선신설기술기획업무를식별하고, 관련부서와의업무협조관계를정립하며, 업무수행절

차및규정을작성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었다.

미육군AMSAA(Army Material Systems Analysis Activity)와같은전문기술인력조직을참고하

여기술분석실(M&S분석팀, 상호운용성분석팀, 신뢰성분석팀)의업무를설계했다.

또 기존 품관소가 수행했던 업체 자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시험평가 및 규격화 업무를

이관하는 일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무기체계 및 무기체계 구성품에 대한 업체 자체 연구

개발사업은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해당 IPT에, 비무기체계 업체 자체 연구개발사업은 국방부/

각군에 이관한다.”고 원칙은 정하 으나, 막상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니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결국실무자회의를개최하여결론을도출하 다.

“국방부, 각 군 관리사업(비무기체계)은 기품원에서 기술개발, 규격화 업무를 지원하지 않으

면다른대안이없다.”

이러한협의결과에따라기품원업무를재조정했다.

“국방기술 기획·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국방 핵

심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2005년까지 국과연에서 보유하 던 기술기획

및 평가와 기술조사 기능을 이관 받고,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됨으로써 활용성이 제한

되었던 기술정보의 통합관리 기능을 추가로 부여받아 기품원의 기술기획단이 탄생하게 되

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기술기획과품질경영양대기능을바탕으로하여

‘첨단정보과학군건설’의중추기관으로그위상이높아졌고,

국방획득분야의새로운시대를열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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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역량이강화된인적구성

기술기획 분야는 전문적인 공학지식과 체계적인 분석기법에 의한 고도의 기술 기획 및 분석

기법과 정보의 집중화가 필요한 분야이며, 품질경 분야 또한 첨단 무기체계의 완벽한 품질

보증을 위해 전문적인 공학지식 바탕 위에 선진화된 품질경 기법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

렇기때문에신설된기품원의인력에게는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었다.

기품원의 기술인력은 지난 25년간 생산현장에서 살아있는 전문기술과 품질경 기법을 축적

한 400여 명의 인력과 국과연에서 무기체계 연구 및 기술기획 업무를 담당한 30여 명의 전문

인력, 그리고 육·해·공군 현역으로 국방획득기술 분야에 근무하 거나 공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50여명등 450여명의연구기술인력과 90여명의연구지원인력등총 560명으로구성

되었다.이중연구기술인력중석·박사학위취득자가264명으로 60%를차지했다.

기품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세계 선진국 수준의 국방기술기획 능력과 군수품 품질경

능력을확보하기위해전문역량강화를위해끊임없이노력해나갔다.

5. 더효율적으로조직을개편해나가다

1차개편, 조직의외형은축소하고본부기능을강화하다

2007년 2월 1일 기품원은 1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는 창설 이후 방사청의 전문 컨설팅과

진단결과에따른조직정비안을참고한것이었다.방사청은“기품원의관련기능및조직이분

산되어보유역량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므로기능및조직의정비가필요하다.”는진단결과

에 따라 기품원의 기능 및 조직 정비안을 도출하여 2006년 12월 15일 조직정비(안)을 통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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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3]

국방기술품질원업무체제

▶

[도표 4]

2006. 2. 2. 창설당시최초조직도

(2단 10실 6센터 44팀)

품보업무는승계하고기술기획업무는새로부여받아

기품원은기존의품관소업무에국방기술기획업무가추가되어설립되었다.기존의품관소는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를 전담 수행하면서, 군수품 성능과 품질을 정하는 규격을 만들고 통제

하는 형상관리 업무와 업체 주도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시험평가 및 규격화, 부품국산화

연구개발, 산학연개발관리, 민군규격통일화업무등대외기술지원업무를주로수행한조직

이었다. 그런데 기품원은 상용품이나 비무기체계 관련 일반 품보는 조달청과 소요군에 이관

하고, 무기체계와중요군수물자에관한품보업무만을승계하 다.

또한기품원은국방획득제도개선의일환으로「방위사업법」이제정(’06. 1. 2)되면서기술기획

기능을 부여받았다.이처럼 기존에 연구개발기관인 국과연에서 수행하던 기술기획업무와 기

술정보업무를기품원에서전담함으로써업무의투명성과객관성제고는물론전문성도크게

향상되어양질의기술기획업무를수행할수있게되었다.

아울러첨단정보화군건설과함께방위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제반기술지원, 즉, 방사청

의 획득정책 기능 중 기술기획 및 정보관리 업무, 그리고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의 기술지원

업무와 함께 사업관리 기능의 일부인 군사장비 등 군수품 품질보증과 품질개선 등 품질경

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효과가기대되었다.

◀

[그림 25]

국방기술품질원개원기념식

(2006. 2. 3)

국방기술품질원은개원이후에도업무조기정착에힘쓰는한편

보다효과적으로목표를달성하기위해계속적으로조직개편을단행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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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5]

2011. 5. 17. 현재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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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것이다.기품원은방사청권고안을토대로기능과조직을정비했다.

조직의 외형을 축소(2단10실44팀6센터 → 2단3실15팀6센터)하고, 본부의 종합 및 조정 기능

을 강화했다.또한,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양 단의 업무를 무기체계 획득단계별로 구

분하고, 업무의효율성강화를위해일부부서의기능을조정했다.

2차개편, 팀제운영한계를극복하여조직을재정비하다

1차 개편으로 대팀제 운 및 본부 기능 등은 강화되었으나, 대팀제 운 에 따른 업무량 과다

및인원통제등에어려움이발생하고, 팀제운 에따라대외위상이격하되고원본부기능의

일부 주관 부서가 모호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8년 1월 1일 2차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을실시했다.

2단 3실 22팀(6센터 포함) 체제에서 2본부 1부 21실(8센터 포함)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사

업부서부, 실및센터예하에‘팀’을두되, 팀의설치및운 은조직운 의유연성및효율성

제고를위해원장이자체위원회등을거쳐결정하도록하는등조직과기능을조정했다.

3차개편, 신규임무에따라조직을선진화하다

경 효율성 10%이상개선과성과관리강화등‘정부의공공기관선진화정책’에부응하고,

개원 이후 감항인증, 비무기체계 연구 및 총수명주기 관리 등 신규임무 확대에 따른 현 조직

체계의효율성제고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 2010년 1월 1일조직개편을실시하 다.

원본부조직을슬림화하고, 정책과집행기능을분리하는한편, 연구기능을강화했다.

특히, 기술기획본부는 핵심기능 및 조사-분석-평가-정보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품

질경 본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기능 부서를 신설하고, 지역조직의 관리를 효율화

했다.

4차개편, 현장품질보증의기능을강화하다

2010년 말 K계열 무기체계와 일반군수품의 품질 문제점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연이은 언론 보

도로 군수품 성능과 품질보증 전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됨에 따라 현장 품질보증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또한, 3차 개편 후 조직 운 상 일부 보완요소가 발생하

다.이에 2011년 1월 1일 4차조직개편및부서별정원조정을단행하 다.

우선 지역센터에 품보인력 20명을 보강했다. 원 본부 6명, 기획본부 10명, 품질총괄부 4명을

현장 품보인력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술기획본부는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업무 중요도와 연

계성을고려하여팀을축소및재배치하고, 부서업무특성에적합한명칭으로변경하는등조

정했다.

품질총괄부의 집행업무를 국산화벤처센터로 이관하여 총괄부서 기능을 강화했다.또한 품질

총괄부체계기술팀과대군지원팀간업무조정을통해질적인대군지원활동을강화했다.

지역센터 팀 운 조직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팀 형태를 분할하여 팀장의 업무 및 인원관리 실

효성을보장했다.



정책기획서개발

기품원은 개원 첫해 원의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고“고객만족 제고, 전문역량 강화, 성과중심

경 및 조직문화 혁신”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 다.또 경 전략의 일환으로 성과지

표를 개발하 으며, 이후 정교화 및 고도화를 거쳐 모든 업무에 대한 성과중심 경 시스템을

본격적용하여경 효율화를추진했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취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경 전략수정이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으로 개원 4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2009년 후반기 정책기획실을 중심으로 경

전략을수정하 으며, 경 전략에대한직원들의이해도와공감대를높이기위해스토리텔

링방식으로정책기획서를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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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혁 신 과 조 직 문 화 창 조 로 앞 서 나 가 다

1
8

2
>

1. 선진적인성과중심의경영환경을조성하다

BSC성과관리시스템구축

2006년 기품원 개원 이후 김철환 초대원장은 성과중심의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 으며, 특히 성과중심의 업무정착,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연계 강화 등

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판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

축하기로 결정했다.

기품원은 컨설팅 업체와 협의하여 BSC 구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션, 비전과 전략방향

및 BSC 성과지표 개발 과정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설정하 으며, 워크

숍을 통해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 다. 또한, 성과관리TF팀은 개발된 미션, 비전에 근거

한 성과관리를 위해‘성과관리 정보체계 Pilot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듬해 BSC고도화 및 성과관리 IT시스템 구축을 추진하 다. 2006년에 개발된 성과지표

의 부서별 연관성을 분석하여 정교화함으로써 BSC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성과관리 정보체

계 Pilot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여‘성과관리 IT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성과중심의공정하고효율적인조직환경을조성하기위해

BSC성과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경영컨설팅을실시하였으며,

특히, 직원성과평가제를도입하는등파격적인개혁을단행했다.

◀

[그림 26]

전략적성과관리시스템(BSC)

구축사업착수보고회

(200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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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0년‘직원성과평가제’의 도입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상당히 파격

적인혁신이었다.직원성과평가제의핵심은‘성과등급배분구조변경과성과급격차확대’

다. 성과등급을 기존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했으며, 등급별 성과급 격차를 기존의

40%에서최대 70%로대폭확대하고, 성과평가 3년누진제를도입하여, 최상층과최하위층간

성과연봉 격차가 최대 4배 이상 벌어질 수 있었다.최상위등급 직원은 최고경 자(CEO)보다

급여를더받을수있었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기존의 단선적인 평가에서 입체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하 다.부서장한명의평가가아니라위원회의심의를통해평가의공정성을확보하 다.

시행 첫해인 2010년 말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5명의 직원이 2011년 시무식에서

그동안 기품원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앞으로의 포부를 발표함으로써 타 직원들의 부러움

을 샀다.그러나 하위등급을 받은 동료 직원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가슴 아파

하고, 언제 직장을 떠나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주위의 동료직원도 상당 수 있는 것도 사

실이다.

고객만족도개선

기품원 개원 이후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고객만족도 제고’를 3대 경

방침의 하나로 정하여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과

관행, 통제 위주의 업무처리에만 치중하던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에서 탈피하고, 고객가치 중

심의업무체계를정립하 고, 고객과의커뮤니케이션을활성화시켰다.

고객의 불만과 개선요구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접하여 처리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결과분석, 내부직원의 의견수렴, 홈페이지 모니터링, 부대방문, 간담회 등을 지속

적으로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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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서에서는원의미션을“국가방위력증진을위한기술공헌”으로선포하 고,“세계일류

국방기술경 전문 연구기관”을 비전 2020으로 선정하 다.이를 위한 전략목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수록하여 앞으로 기품원이 세계적 수준의 국방기술기획, 국방과학기술정보 및 국방품

질경 의전문연구기관으로자리매김하는데초석이될수있는로드맵을제시하 다.

조직전반에대한경영컨설팅실시

기품원은개원 2년후에는원정보화전략수립과병행하여안보경 연구원을통해‘기술기획

업무 조기정착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조직 전반에 대한 경

진단은실시하지않았다.

그런데 2009년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품질경 업무 부실화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품질경

분야 인력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또한, 비무기분야 품보 업무 환원, 국방부 및 육군의 비

무기체계 개발사업 기술지원 요구 증가, 총수명주기 관리 분야에 기품원의 기능강화 지시 등

업무 역확대에따른객관적인대응책강구가필요하다고판단되었다.

이에 2010 년 4월 ~ 7월조직전반에대한경 컨설팅을실시했다.경 효율화및중장기발전

방향에대한컨설팅이었다.

컨설팅은환경분석및전략적방향설계, 기능진단및재설계, 조직구조진단및재설계, 인력

진단 및 재설계, 프로세스 진단 및 재설계, 성과관리체계 진단 및 재설계 등 조직운 전반에

대해분석 -설계 -집행의 3단계과정을기반으로8개의모듈로구분하여실시하 다.

각 분문별 진단결과 주요 이슈별 핵심실행 요소를 도출하고, 핵심실행 요소별로 조직변화 관

리를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실행방안을 수립하 으며, 이를 토대로 매년

사업계획에반 하여지속적인경 효율화를추진해나가고있다.

성과평가및보상제도전면개편

기품원은 사회 전반의 공공부분에 대한 개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발적인 개혁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특히, 제2대 정재원 원장이 취

임한이후성과평가및보상, 인사분야전반에대대적인혁신의바람이불었다.

▶

[그림 27]

2008 경영전략워크숍

◀

[도표 6]

원경영전략(비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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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패 연결고리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각종 부패요소의 척결방안 모색과 비리협의와 관련

된 원 자체 예방활동으로 상시 감찰기능의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해 2006년부터 감사실장을

반장으로 총13명으로 편성된‘비리척결대책반’을 운용했다.모든 임직원에게 비리관련 자진

신고서제출(배우자및친족포함), 행동강령자가점검표작성과취약업체·격오지등의불시

점검등을통해상시감시체제로비리척결대책반을운용하고있다.

2007년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 거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좋은 관

습은 발전시키는 비리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분야별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한

원‘비리근절 사례발표대회’와 원‘청렴확산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비리척결의 인식전환에

기여토록하 다.

2009년 말에는 국방분야에서는 최초로,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윤리적 이슈를 중심으로 구

체적인실천지침이될수있도록행동강령사례와질의및답변등이포함된‘임직원행동강령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건전한 의사결정과 행동양식을

혁신할수있도록하 다.

2010년에는군수품품질문제점에대한언론보도로국민에게불신을초래하고있는상황에서신

뢰를회복하고,국방품질의최후보루로서의역할을확고히수행하기위해책임의식과쇄신의지

를대내·외에천명하고자보직자와서울지역직원300여명이‘한마음쇄신대회’를가졌다.

공직자로서의 복무자세 확립과 윤리경 확립을 위해 연 4회(설날, 하절기, 중추절, 연말·연

시)전부서를대상으로‘공직기강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 매년전화친절도조사(연 2회)를

통해직원들의친절마인드를함양하고고객지향적사고로전환토록하 다.

또한, 매년임직원행동강령순회교육,외부전문강사초빙교육을실시하고,매월반부패관련

자료를 전 부서에 전파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개정이나 주요 정책결정 시 부패 향 평가를 의

무화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병역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부조리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인터라넷을통한부패신고센터인클린신고센터와내부공익신고센터를운 하고있다.

또한, 조직 내 개인의 윤리적 갈등 해결과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 중 부패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윤리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 형성과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윤리준법 자가점검표(Self-Ethics Test)’를 개발하여 모든 임직원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본

인이원할경우상사또는행동강령책임관등과의상담을통해보직변경, 부패위험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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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2006년도국방기술품질원임직원행동강령선포식

(2006. 6. 5)

고객만족도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한국고객만족도 평가모델(KCSI-ST)을 가지고 매년 전문조

사기관에의뢰하여평가하 다.

그 결과 기관 고객만족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특히 2008년에는 전년대비

4.3점 상승하여 교육과학기술분야 평균 점수보다 2.3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전년대비2.5점상승하여국방분야출연기관중가장높은점수를기록하 다.

품질경 분야 만족도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5.2점, 2.7점 상승하 으며, 2008년 기준 교

육과학기술분야검사/검증서비스유형평균보다7.2점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기술기획분야는 2008년전년대비 5.4점상승하 으며, 2010년에는 3.0점이상승하 다.그러

나 품질경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요구되고있다.

2. 청렴하고따뜻한조직문화를만들다

윤리경영체제정착

기품원은전문성과도덕성을갖춘조직으로거듭나기위해감사실을중심으로윤리경 에대

한 비전 및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전사적 윤리경 체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있다.

임원과직원의책임경 과청렴의무의실천력강화를위해 2006년‘임직원행동강령선포식’

을실시하 고, 임원에대한직무청렴계약제와전직원대상의청렴서약서와행동강령준수서

약서를 제출토록 하 다. 또한, 군수업체와도 윤리경 네트워크 구축협약을 맺어 직원뿐 만

아니라외부고객관계자들에게도윤리의식고취와확립에동참토록하 다.

◀

[그림 29]

비리근절사례발표대회(2007. 2. 12)

국방기술품질원은고도의도덕성을갖춘조직으로거듭나기위해

윤리경영체제를정착시키는한편, 직원들의단합과자기계발을위해

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는등선진적인조직문화를만들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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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매월조직문화교육을실시하기도했다.

직원가족의화합을위해서직원자녀하계캠프, 가족초청음악회등가족참여프로그램을발

굴하여왔으며, 가정의중요성을일깨워주는각종특강과초청행사를실시하 다.

직원및가족들에게문화적소양과가정의화합을도모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뮤지

컬공연, 음악공연등다양한예술공연을사내에서실시하 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도 앞장서 온 기품원은 20년 이상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후원

하여 왔으며, 국립현충원 묘역정화 및 1사1촌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

회공헌활동을지속적으로펼쳐왔다.

기품원은 2007년부터국내신뢰경 평가전문기관인GWP코리아에의뢰하여매년신뢰경

지수를측정하여왔으며, 평가는‘신뢰, 자부심과재미분야’별로각각의지수를산정한후이

를 평균하여 기관 신뢰경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꾸준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0년에는 공공기관의 신뢰경 지수가 대폭 상승하여 공공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기에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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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제도화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품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조사에서 우수한 점

수를받고있으며, 부패경험은 2008년이후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0년에는외부청

렴도 분야는 공직 유관기관 평균(8.81점)보다 0.35점 높고, 전체기관 평균(8.62점)보다는 0.54

점높은것으로나타났다.이는국방분야관련기관중에서최고점수 다.

그러나 2010년부터처음실시된내부청렴도분야조사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획득하

여 공직 유관기관 대비 0.53, 전체공직기관 대비 0.18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개선노

력이요구되고있다.

조직문화개선노력

기품원은 그동안 훌륭한 일터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과학기술

발전및국방분야의급변하는환경에대비하고자경력개발체계(CDP)를통한학위과정, 기술

연수등의전문교육, 창의성배양을위한감성교육프로그램등우수연구인력양성을위해다

양한교육서비스를지원하 다.

특히,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운 절차를 교육소요 분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시, 사후관리등 4단계로정의하고, 교육체계를직무전문(위탁·심화)교육, 계층

별교육, 자기계발교육, 교양·감성교육, 지식소그룹활동등 5단계로구분하 다.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

점을두고전문역량강화에힘써왔다.

또한, 직원상호간의단합과훌륭한일터문화확산을위해전용교육관을활용하여전직원을

▶

[그림 30]

국방기술품질원조직문화교육관개관(2008. 3. 5)

▶

[그림 31]

조직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

[그림 33]

직원자녀대한민국넘버원

캠프(2010.8.19.)

◀

[그림 32]

2010 일하기좋은 30대한국기업(GWP)

공공부문특별상(2010.12.2)

◀◀

[그림 34]

초청공연(2009. 1. 30)

◀

[그림 35]

현충원헌화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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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부대에새술을담아라!

품 보 업 무 도 새 롭 게 재 설 계

기품원 설립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또한, 방사청 개청준비단이 정식 발족

한이후에도관련기관·부서의서로다른이해관계에서비롯한갈등요소가적지않게내재하고있었다.

예를들면, 기존품관소의품질보증업무·기능축소및다수연구원의기술기획으로의인력전환(124명),

기술기획에 관련된 국과연의 임무·기능·인력 전환(32명), 상용구매 일반물자에 대한 기품원 품질보증

미실시 협의·조정(품질보증 미실시 품목은 소요군 검수로 대체 전환), 조본에서 수행해 오던 가격정보

업무이관, 기술기획부(5개실 15개팀) 관련신설업무에대한절차정립및규정작성등이다.기품원의새

로운품보업무를설정하는데있어서가장화두가된것은다음의두가지 다.

“일반물자에대한품보를어디까지맡을것인가?”

“의무장비및의약품의품보를기품원에서계속담당할것인가?”

국방부나각군에서는 기품원에서일반물자에대한품보를계속담당해주기를원했지만일부품목에대

해서만 기품원이 맡는 것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또한 의무장비 및 의약품에

있어서도국방부와각군에서는기품원에서담당해줄것을강력히주장했지만 결국소요군검수로대체

하기로했다.

기술기획,어디까지맡아야하나

어려움이 컸던 또 다른 하나는 기술기획 업무 설계 다. 신설 기술기획 업무를 식별하고, 관련부서와의

업무 협조 관계를 정립하며, 업무 수행절차 및 규정을 작성하는 게 쉽지 않았다. 미 육군 AMSAA(Army

Material Systems Analysis Activity)와같은전문기술인력조직을참고하여기술분석실(M&S분석팀, 상호운

용성분석팀, 신뢰성분석팀)을설계할때는상당한고충이뒤따랐다.

기존 품관소 시절에 수행하던 업체자체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실무자 회

의를 거쳐야 했다.회의를 통하여“국방부·각 군 관리사업(비무기체계)은 기품원에서 기술(개발)시험평

가, 규격화 업무를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기품원의 업

무·기능을조정하기에이르렀다.

돌이켜 보건대 기품원 설립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지휘부의 관심사항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모두들관심과애정을보여주셨기에그리고 12명의기술품질팀의남다른열성과노력이있었기에

많은일들을한것같다.

산 고 의 시 간 을 이 겨 내 다

2006년 2월 기품원 창설 이후 초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일하면서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이기에 겪어야

할어려움이참많았다.특히초기조직의기틀을다지는과정은다음과같이서로가극복해야할많은어

려움을안고있었다.

첫째, 기존의품관소조직과는비교할수도없을정도로많은현역군인들과국과연에서전입한연구원, 그

리고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등이 생겨났다.이들의 신분과 출신이 다양하고 인원도 많

았기때문에인사및처우등에대해적지않은갈등과이견들이표출될수밖에없었다.즉, 국과연에서전

입해온연구원의경우는기존품관소직원과의급여격차의보전문제, 현역 관급장교의경우는계급에

상당하는보직요구에따른불만, 비정규직의경우는신분보장과처우문제, 기품원창설과정에서새롭게

채용된직원의호봉부여갈등등도이에속하는사항이었다.저마다 다른 입장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이

해와협력을이끌어내는과정은만만치않았다.결국은서로조금씩은양보하고이해해야한다는대명제

앞에우리모두하나가되었다.

둘째, 당시 사회 전반에서 불고 있던‘젊은 피의 수혈’이라는 기조에 따라 젊은 후배들을 각 부서의 전면

에배치함으로써이제까지보직을맡았던선배들의충격과상호간의갈등이적지않았다. 30여년직장생

활을 하며 그때와 같이 많은 선배님께 머리를 숙이고 사정도 하고 격론을 벌인 적이 없었다.하지만 결국

조직을위하는한결같은선배들의마음덕분에기품원조직의기틀을다질수가있었다.지금도선배들이

자랑스럽고감사한마음이다.

셋째, 새롭게 업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관련 기관들 간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이제까지 품관소의 업무

에 대하여 조정·통제의 역할을 하던 국방부의 경우 새로 독립한 기품원의 역할 범위 및 업무체계 등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새로 개청한 방사청 역시 마찬가지 다.또한, 기존의 품관소와 관련

있던업무들이 상당부분방사청의 IPT, 각 군, 기품원 기술기획단 등으로분산되자, 서로간에 불만이팽

배하기도했다.국과연의경우는기술기획기능이기품원으로이전되자국방기술정보통합·운 에대한

주도적인역할을상실함으로써우리기관과다소불편한관계가생기기도했다.

그외에도새조직의운 을위해수없이많은각종규정을짧은기간내에제정또는개정하느라밤을밝

히던 기억들이 아직까지 생생하다.모든 부서가 적은 인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것도 새롭고 익숙지 않

은 임무를 감당해야 했다.그것은 산통과도 같았고, 그렇기에 우리의 가슴은 새로운 조직을 세상에 내놓

는다는기쁨과보람으로가득찰수있었다.기품원이라는새부대에담을새술을우리의땀과눈물로빚

던시절이었다.

DTaQ Man Essay



우 리 에 게 시 련 은 단 합 을 위 한 기 회 였 다

“내가보직을맡은무렵, 우리조직은구조조정등의위기를겪은직후 다.위기가있었지만우리는함께이겨냈다.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했다.그 결과 직원들이 구조

조정의상처를딛고자신감과회사에대한믿음을되찾기시작했고, 일할맛나는회사분위기가형성되기시작했다.”

유홍모 소장에게 국방품질관리소장의 자리는 현역 군인으로서 마지막 보직이었다.더구나 현역 군인으로서 순수 민간기

관을경 하고이끌었던만큼보람도크고, 당시직원들과보람있는시간, 중요한사명을함께감당해나갔다는자부심이

아직도생생하게남아있다.

재임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구심점이 필요한 시기에 보직을 맡아 조직을 안정시켰던 그가 기여한 역할

과 책임은 결코 작지 않았다.다시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힘을 모았기에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라는 시련은

오히려기회가될수있었던것이다.

품 질 보 증 전 문 화 로 기 관 의 위 상 을 세 우 다

“품관소는당시조달본부와대등한위치에있었다.조달본부장과긴 한업무협의를한덕택이었다.또한인맥을적극활용하

여각군본부와의업무협조도원활히이뤄냈다.그러면서품질보증업무에있어서확실한권위를인정받을수있었다.”

그는 재직 당시 가장 큰 성과로“국방 ISO 9000 품질경 시스템 인증서를 취득한 것”을 꼽는다. 10개 방산업체를 일일이

방문하면서공장에서조인서를작성하 는데그것은국방품질경 분야선진화의포문을연계기가되어주었다.그외에

도‘형상관리정보체계구축’으로품질보증업무의첨단디지털화를이끌어낸것도큰성과 다.

품질경 시스템의 선진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품질경 에 자신감을 얻은 유홍모 소장은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렸다.이스

라엘, 터키, 인도네시아등많은국가들과국제품질보증협정을체결한것이다.

“외국과군수품품질보증협정을맺는것에대한국내관련기관의인식이아직약하던때 다.그래서국방부획득개발국

장으로서의 경험과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국제무관 경력을 쌓았던 것을 바탕으로 우선 국제품질보증 분야에서 우리 기관

의위상을높이고자노력했던것이다.”

다행히 협정국 간 이해관계가 잘 맞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체결 과정이 수월하게 이뤄졌

고, 본격적으로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국을늘려나갈수있었다.

한편, 그는형상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 홈페이지구축등을추진했다.사회적으로도인터넷에기반한 IT 혁신이시대의

변화를주도하기시작할때 고, 유소장역시정보화사업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품관소는 핵심적이며 혁신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정보화 및 전산화 작업은 조금 미흡한 감이 있었다.

그래서시대의흐름에발맞춰조직이발빠르게대처를해야할필요성을느꼈다.”

유홍모 소장은 단계별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품관소의 첨단 정보화를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기관의 첨단정보화가

물꼬를트고자리를잡기시작한것은그의재임기간중이었다.

최 고 연 구 기 관 으 로 서 의 길 을 바 라 보 라

“2008년국방획득개선에따라기품원으로재탄생하고기술기획업무를보강하면서우리기관의위상이더욱공고해졌다.

지금까지해왔던것에자만하지말고, 끊임없는자기계발노력을통해전문지식을배양하고업무를공명정대하고청렴결

백하게 수행해 나가길 당부 드린다.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방 분야의 품질보증 및 기술기획 연

구 업무에서 최고의 권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기품원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

매김해나가리라고믿는다.”

유홍모 소장은 퇴임 후 품관소에서의 경력을 살려 방산업체인 한벨헬리콥터 고문으로 근무한 바 있다.그 후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약 4년간더근무하기도했다.품질보증업무의중요성과방산업체의애로사항을잘이해했던게많은도움이

되었던게사실이다.

가끔잊지않고연락을해오는부하직원들과함께만남도갖고운동도함께하는데, 그때마다기품원을생각한다.훌륭한

후배들이더욱훌륭한기관으로키워세계로뻗어가기를언제나기원하는마음이다.

Special  Interview 2

국방기술품질원(전국방품질관리소) 14대소장

유홍모Profile

국방기술품질원(전국방품질관리소) 14대소장

육군소장, 육사 24기

“최고의연구기관으로
세계를향해뻗어나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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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부문
최고의품질이최강의국방력을만든다!

Ⅱ.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 국방획득제도개선의일환으로국방과학연구소

로부터 기술기획 업무를 인수하고, 국방품질관리소의 품질보증, 기술지원

업무를 승계하여 새롭게 재탄생하였다. 품질경영 부문에서는 양산 군수품

에 대한 품질보증과 부품국산화, 대군 기술지원, 국방벤처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이러한품질경영을통해우리군의상시전투준비

태세유지와총수명주기동안의효율적예산집행에기여하고있다.

제1장.군수품품질보증활동
무기체계의 모든것, 품질경영으로선도한다

제2장.기술지원활동
기술지원으로품질경영의효과를높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완벽한품질을갖춘전투장비와물자를제공하여, 우리군이최

상의전투력을유지할수있도록다양한품질경영업무를수행하고있다. 양산 군

수품은물론양산이전단계까지참여함으로써단순한검사를넘어선진품질보증

체계를정립하고,무기체계뿐만아니라비무기체계지원,그리고대군활동지원등

광범위한영역을담당한다. 이러한사업을통해무기체계총수명주기에서개발과

양산을잇는가교역할을수행하고,국방예산절감및경제효과를창출하고있는것

이다.

제1절.군수품품질보증제도의정립
단순한‘검사’를넘어‘선진품질보증체계’정립까지!

제2절.양산전품질보증활동
‘양산’에서‘개발’단계까지, 업무의영역을넓히다

제3절.비무기체계개발사업지원
무기체계와의균형발전을위해블루오션을개척하다!

제4절.양산품질보증활동
비용은최소화하고양산군수품의가치를극대화하다

제5절.대군지원활동
최상의전투력을위해‘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하다

제6절.국제품질보증협정및협력
국가간상생의전략으로수출을활성화시키다

제7절.시험분석
전문적인시험분석으로품질보증활동을지원하다

제8절.품질관리계도및홍보
품질경영을알리고공감대를형성하다

제1장. 군수품품질보증활동

무기체계의 모든것,
품질경영으로선도한다



국내실정에맞는품질보증을새롭게정착시키다

군수품품질보증제도는 1981년군수품품질보증전문기관인기품원(당시품검소)이창설되면

서새로운국면을맞이하였다.창설시품질보증에관한기법및제도의연구발전을주요임무

로부여받아선진품질보증제도의연구결과를‘품질보증관련법령’과‘국방부규정’에반영

시켰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상위 법령과 규정을 준용한 품보 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국

내실정에적합한품질보증제도를정착시켜나갔다.

창설 초기인 1980년대 초에는 단순검사에 그쳤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군수품 품질평가회,

QC 세미나를 통하여 품질시스템 규격을 이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그리고 1987년부

터는 업체절차 검토 및 평가 업무를 일부 방위산업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

였으며, 1991년「군수품품질보증규정」의국방부훈령화, 1992년개정에이어세부업무지침

의 제정 시 품질시스템 요구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업체절차 검토 및 평가 전면시행’의

기틀을마련하였다.

이후 1993년 품질시스템 규격서를 개정하여 1994년부터 업체절차 검토 및 평가를 전면 시행

하게되었다.또한, 1998년계약품목에대해품질위험도평가(Risk Assessment) 개념을도입하

였으며, 2002년에는 ISO9000시리즈가품질경영체계로개편됨에따라KDS 0050-9000으로개

정하였다.

한편,「군수품품질보증규정」은몇차례의개정을거듭하다가 1999년 1월 2일「국방획득관리

규정」이제정되면서「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과함께통합·폐지되었다.품보규정의상위규

정인「국방획득관리규정」은 그 후 2003년 8차까지 개정되어 국방부 훈령 제733호로 오늘에

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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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수품품질보증을새롭게진화시키다

단순한‘검사’수준에머물던우리나라의품질보증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은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

다.처음‘품질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였는데, 그 후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국산 방산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품질보증’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체계적인품질보증제도가없던시기였기때문에민수분

야와마찬가지로국방품질보증활동은‘제품규격서에의한검사’의단계에머물러있었다.

그후 1977년국방부에서국방품질보증활동을체계화하기위하여「군수품품질보증방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방침역시 1960년대의미국국방성훈령과정부품질보증절차인‘PQAP’(후

에 CQAP로변경됨)를한국화한것이었다.한편, 국과연과조본은군수품품질보증방침을준

용하여1978년부터자체세부절차를수립하여적용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 초까지는 미국의 품보제도를 한국화하여 규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품보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한데다국내군수업체의여건이조성되어있지않아, 정부및업

체의군수품품보활동은단순한검사수준을벗어나지못했다.

1981년군수품품질보증전문기관으로탄생한

국방품질검사소는 품질보증의기틀을마련해나가면서

초보적수준이던우리나라군수품품질보증을선진화시켜나갔다.



서의품질보증기관참여를구체적으로규정하기시작하였다.

개발단계참여를확대하다

품질보증 요원이 개발단계에 참여한 시초는 품질검사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1월

1일 국과연으로부터 품질보증 전담부서인 품질검사단이 분리되면서 그 시점에서 양산 중인

방산장비는품질검사단에서양산품보활동을계속하였고, 개발중인장비는국과연에서수행

하였다. 그리고 품질검사단에 소속된 과거 국과연의 개발담당 요원은 자연스럽게 국과연의

개발업무일부도수행함으로써개발단계에참여하게된것이다.

기품원이창설되면서창설에따른업무협조방침의‘4.개발단계품질보증활동’항목에서국

과연에기품원요원을파견하여개발장비의기술축적을위하여실무교육을받도록명시한바

있었다.

그 후 무기체계 획득관리 업무절차에 기품원의 개발단계 참여사항이 좀 더 명확히 규정되었

는데, 그 내용은 참여시기가 실용 개발단계이고 양산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활동을 위하여 참

여인원과내역을국과연과협조토록되어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무기체계 획득관리 규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개발단계 참여업

무가점차구체화되고확대되었다.

개발단계에참여하여수행한업무는창설초기에는화포, 탄약, 기동분야가주류였으며, 국과

연 요원과 함께 생산현장에서 OJT(On the Job Training)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1983년

에들어서면서업무체계가조금씩정립되었다.

탄약류를시작으로개발회의참석과시험평가단계에참여하여양산품보기관의입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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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단계참여의중요성을인식하다

양산단계품질보증만으로는한계가있다

1970년대초창기산업의불모지에서국내군수산업은기술수준상미국의군수품을모방개발

하게 됨으로써 장비의 국산화 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히 개발부서 인원이 품질

보증업무를겸하여수행하였다.이때는품보활동을주로‘양산단계’위주로수행하였기때문

에당연히‘개발단계’의품질보증개념이정립되지못했다.

이 후 국내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방위산업도 점차 안정화되고 획득하는 무기도 첨단, 복합무

기로 바뀌게 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획득 전순기에서의 품보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하지만 개발단계에서 양산단계로 이어지는 업무가

원활하지못하여양산품질보증상에많은문제점이노출되었다.

“획득 순기상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양산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참여하여개발장비의특성을미리이해하고기술습득을해야한다!”

“국내의 연구 개발 장비를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양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단계부

터품보인원이참여해야한다!”

이렇게양산단계에국한된품질보증의한계가드러남에따라,「국방획득훈령」에개발단계에

효과적인양산품질보증을위해서는양산단계에서의품질보증만으로는

한계가있다는문제인식이대두됨에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품질보증활동의범위가개발단계로까지넓어지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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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거쳐개발이완료되었다.

전투물자분야의개발사업대부분은업체자체개발로기품원의주도적기술지원하에추진되

었으며, 2011년현재신형디지털전투복이개발완료되어초도생산이진행되고있다.

탄약분야

탄약분야에서는 76MM PFF탄(’90년), 155MM 지하침투탄(’91년), 지뢰지대통로개척장비

(POMINS-Ⅱ, ’95년), 2.75인치 신형 로켓탄(’97년), 30MM 근접방어탄/155MM 장사정 DP-ICM

탄(’00년), 227MM다련장로켓탄(MLRS, ’02년), 수중음파신호탄(’03년), 60MM신형조명탄(’07

년), 127MM 함포탄(’08년), 20MM 고중폭발탄/40MM 복합기능탄(’09년), 폭발효과묘사탄(’10

년)등이시험평가와규격화를거쳐군에전력화되었다.

이 중 227MM 다련장 로켓탄(MLRS)은 최대 사거리가 45.5km로 밀집한 지역에 다량의 로켓을

발사하여축구장 2개크기의광역지역을제압할수있는무기체계이다.원개발국인미국에서

는넓은사막지형에서 30km의사거리로활성자탄의불폭여부와분산형태까지시험하나우

리의 경우 기술도입 시 국내에서의 계측 곤란 및 활성자탄 사용 곤란으로 사거리를 16km로

줄이고비활성자탄을적용하는별도의시험방법을독자적으로개발하여적용하였다.

최초생산품시험은미

국현지에서발사시험

평가를 하였는데, 미

국제품과 비교해서도

품질이우수한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

탄약은 전력화 초기에는 대부분 수입 원부자재를 사용하였으나, 핵심부품인 점화기, 날개 고

정장치, 종심점화관, 유체발전장치등약99%에이르는285종에대해국산화를완료하였다.

유도전자분야

전술용 전자식교환기(’90년), 차기FM무전기(’92년), 전술통신체계(스파이더, ’99년), 단거리대

공유도무기(천마, ’00년),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신궁, ’05년), 함대함유도무기(해성, ’05년), 군

위성통신체계(’06년), 장거리대잠어뢰(홍상어, ’10년)등이전력화되었다.

이들 중‘함대함유도무기’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사정거리 150Km의 한국형 크

루즈 미사일로서 개발품의 양산 이전 단계에서 초도생산품의 품질인증을 위해 해군, 국과연,

생산업체지원을받아기품원이최초로발사시험을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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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즉각취식형전투식량

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때부터 개발장비의 인수와 효율적인 양산 품질보증을 위한 해외출장

업무도개발단계참여업무의한분야로자리잡았다.

한편, 규모가 큰 일부 사업의 경우는 품보인력 중 가용 가능한 최소 인력을 개발업무 지원과

양산 품질보증에 대비한 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개발부서에 파견하였는데, 항공기 ECM장

비는 1989년 1월부터 1년간, KTX사업은 1993년 7월부터 2년동안각1명규모였다.

또한, 1991년에는조직개편으로전문분야실이신설되면서개발단계참여업무에대한중점사

업관리로 개발단계 참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기술도입하여 생산한 한국형 전

투기 사업의 해외 기술연수 참여를 비롯, 1992년에는 국내 연구개발 중인 차기 FM 무전기 등

전자장비의초도생산에대비한기술자료검토지원등의개발참여업무가수행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신규 복합무기체계 개발사업인 비호, KDX-Ⅱ전투체계, 천마, T-50고등

훈련기, 신궁, 해성, 항공전자전장비, 군위성통신체계등신규개발사업추진과정에참여하여

개발/운용시험평가와국방규격화지원업무를활발하게수행하였다.

2006년에 기품원으로 임무·기능이 재조정 변경되면서 방사청의 통합사업관리팀(IPT)에 대

한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신규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개발단계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되었

다.기존과같이체계개발주요단계에참여하고통합시험평가팀에평가요원으로편성참여하

는등개발단계참여활동범위확대로업무량이증가하였다.그러나개발단계에참여할수있

는품질보증인력이제한되어있어업무수행에많은어려움이있는실정이다.

2. 신규사업참여로품질안정화를유도하다

전투물자분야

전투분야의 신규 사업 인수 품목은 한국형 전투식량 1형/2형, K1방독면, 즉각취식형 전투식

량, 신형방탄헬멧, 해외파병용방탄복, 기능성방한복등이다.

1980년대에 개발 보급된 전투식량 1형과 2형이 식단 수를 확대한 한국형 전투식량 1형·2형

으로 개량되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탕 작전 시 별도의 뜨거운 물이나 불 없이 즉각 취

식할 수 있는 형태의 전투식량이 필요하여 1999년 취식편리성에 중점을 둔 즉각취식형 전투

식량이업체자체로개발되었다.

또한, 기능성 방한복의 경우

2005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착용감 저하, 보온기능

미흡, 이동 시 소음발생 과다 등

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

되었으나, 2009년에 이를 개선한 제품이 기품원 기술지원하에 개발 완료되었다. 2010년부터

방한두건, 내피 탈부착, 발열체 삽입 등이 가능한 방한복으로 생산되고 있다.한편, 신형헬멧

의 경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업체투자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 7년 동안 5회의 운용

탄약및전투물자분야에서부터유도전자분야·함정·기동화력·항공분야에

이르기까지점점신규사업의영역을넓혀양산전개발단계참여를확고히해나갔다.

◀

[그림 2]

기능성방한복

◀

[그림 3]

227MM다련장로켓탄(MLRS)

발사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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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성능시험중인K9 155밀리

자주곡사포

◀

[그림 7]

성능시험중인K2전차

K9자주포에 이어 2000년 후반기부터 전력화되고 있는 K21 차기보병장갑차(’09년), K11차기

복합소총(’09년), K2전차(’10년) 등의 K계열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품질 불안정 및 양산성 부

족 문제가 2010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각종 언론 보도 및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음에

따라 체계개발 시험평가, 규격화, 초도생산 준비, 양산성 입증 등 신규 무기체계 획득절차 전

반에대한개선이추진되고있다.

항공분야

항공 분야는 UH-60헬기(’90년)를 시작으로 KF-16사업(KFP, ’93년) BO-105정찰헬기(’00년),

KT-1훈련기(’01년), 육군 무인항공기(’01년), 육군 UH-60P헬기 FLIR 장착(’01년) 해/공군헬기

FLIR장착(’03년), KO-1저속통제기(’03년), T-50 고등훈련기사업(’03년), TA-50전술입문기(’06

년), P-3CK해상초계기(’06년), T-50B 공중곡예기, F-15K엔진(’08년), KA-1 기총장착 성능개량

사업(’09년)이 추진되었다. 초기 UH-60 및 KF-16전투기는 기술도입 생산단계에서 출발하였

고, 국내 개발된 KT-1 훈련기가 전력화되면서 항공무기에 대한 개발단계 참여가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특히 T-50의 경우 탐색

개발 기간 중 1994년 7

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품질보증, 체계종합 분

야 및 제작·치공구 분

야의 각각 1명씩을 미국

의 T-50 팀에 파견하여

개발품질보증업무를수

행하였다.이어 1997년 12월부터시작된 T-50 체계개발사업에본격적으로참여하여상세설계

검토회의(CDR), 점진적 물리적 형상확인(IPCA) 참여, 해외 개발 주요 품목들에 대한 기능적

형상확인(FCA)을 수행하였다.시제작이 기체 조립에서 체계조립 분야로 진행됨에 따라, 지상

기능점검수행을위한기술자료인항공기기능점검절차서(AEI)에 대해시제작전용전에전

분야에대해보완토록기술지원하였다.특히국과연이참여하지않은항전분야에대해기술

지원활동을수행하였다.

국내 연구개발 중인 KUH 기동헬기 체계개발 단계에서도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KHP사업단에도 매년 1명씩 파견하여 개발품질활동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2010년부터

PRR(Production Readiness Review, 생산준비점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KUH 초도생

산전각종문제점을보완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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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함대함미사일시험발사

▶

[그림 5]

최초의이지스함세종대왕함

유도탄체계 종합성능 확인을 목

적으로 한 발사시험에서 대조영

함(KDX-Ⅱ)에서 발사된 유도탄

이 표적함정 정중앙을 명중 후

폭발함으로써 성능 시험을 성공

적으로완료하였다.초도생산과

정에서 발견한 형상변경 사항들

에 대해서는 규격서 53항목, 도

면 5,943항목 등 총 7,512항목에

대한기술변경을실시하였다.

함정분야

해군 조함단에서 수행하던 함정건조 품질보증 업무를 1997년도 하반기부터 기품원에서 인수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선도함 및 후속함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을 전격적으로 수

행하게되었다.

함정건조는 타 무기체계와 달리 시제품 및 초도양산의 단계 없이 곧바로 상세설계와 병행하

여 선도함(시제함)을 건조하며, 선도함의 정박 및 항해 시운전 등의 충족 여부가 입증되기도

전에 후속함을 건조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품보활동 과정에서 다수의 설계변경 및 개선사항

등이발생하면이를보완조치하는프로세스를수행한다.

그간의 주요 품보활동 사업으로는 한국형구축함(’99년), 214급잠수함(’00년), 해양정보함(’01

년), 고속상륙정(’03년), 대형수송함(’03년), 유도탄고속함(’04년), 이지스구축함(’04년), 차기

호위함(’08년), 근무주정(’09년), 차기수상함구조함(’10년), 차기상륙함(’11년)등이있다.

기동화력분야

기동화력 분야는 1980년대부터 국내 개발을 선도해왔던 분야로 초창기의 KH179곡사포(’83

년), K200장갑차(’84년), K1전차(’85년)같은장비들은제조공정및기술자료상다수의미흡한

점들을내포하고있어서생산초기에많은기술변경이이루어졌다.이는개발시시제품제작

에는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정작양산을대비한품질보증체계구축에는소홀하였기때문이

었다. 1998년에 개발 완료된 K9자주포의 경우 8,106항목을 초도생산 기간에 기술변경을 하였

고, 162항목에대한군의보완요구사항을개발부서로통보하여개선조치하였다.

◀

[그림 8]

국내독자기술로개발하여

수출하는 T-50 고등훈련기



비무기체계발전을모색하다

비무기체계 관련 업무는 기관별로 산재해 있다. 국방부가 업무 주관부처이지만 소수 인원이

라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이제한적이며, 대부분각군에사업관리를위임하고있다.각군에

도 담당부서가 있으나 수행업무가 상이하며,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이 미

흡한수준이다.방사청이물품계약및표준관리업무를, 기품원은품질보증및기술지원을수

행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요군은 기품원에“개발시험평가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설치와 기술지

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품원은 무기체계 중심의「방위사업법」

으로 인해 비무기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각 군에 대한 충분한 기술지원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국방부와 소요군은“비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에 기술지원 확대

와우수상용품수준이상으로품질충족”을요구하고있고, 방사청에서는“계약과규격관련

사항의 기술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업체에서는“자율성 보장과 업무절차 간소화”를 요

구하고있으며, 또한업체간과다경쟁에따른민원이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비무기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군에 가칭‘비무기체계 물자연구소’

설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육군본부 군수참모부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내 설치

방안을검토한결과, 설치가능기관으로‘기품원’을보고한바있다.

기품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비무기체계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현재, 소요군의 비무기체계 개발사업

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피복, 장구류뿐만아니라일반장비류에대한군요구사항검토및개

발시험평가업무등까지확대하여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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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체계와비무기체계,균형발전을모색하다

전투력발휘하려면비무기체계를발전시켜야

비무기체계는 병력운용과 장비유지에 필요한 일반 군수품과 국방정보시스템, 교육훈련용 장

비 및 물자, 기타 일반시설과 같이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장비와 물자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피복ㆍ장구류, 급식류 등과 같이 장병이 매일같이 실제로 접하는 일반군수품은 무기체

계를 다루는 장병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군의 전투력 발휘와 직결되는 중요

한부분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무기체계는지금까지무기체계발전위주의국방정책으로인하여그발

전이 상당히 제한되어 왔다.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

품을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비무기체계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

후되어 있고, 정부 차원의 전문연구기관도 없으며,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업체자체투자

연구개발에의해서만획득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이는 우리 군의 통합전투력 발휘에 막대한 제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무기체계는 무기체

계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인식되어 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있다.

무기체계및비무기체계로이원화된군수품관리,

무기체계중심의「방위사업법」등의제한속에서도

비무기체계발전을위한노력을경주하며종합적인발전방안을마련했다.



장비에 적용하던 기존 특수검사형(Ⅴ형)은 체계품질보증형(Ⅳ형)으로 조정하였으며, 기존 일

반검사형(Ⅱ형) ~ 정밀검사형(Ⅳ형)은 표준품질보증형(Ⅲ형)으로 조정하였다. 선택품질보증

형(Ⅱ형)은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업체생산품중품질이안정적이어서업체가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수행하는품목으로방사청에서심의하여확정한다.

I형의대표품목은 KS표시품, 의약품, 식품, 일반상용품등이며, Ⅱ형으로는공구류, 일반장비

용, 수리부속등이있으며, Ⅲ형에는수류탄, 전투장비용, 수리부속, 전투복등이해당되며, Ⅳ

형은소화기, 무전기, 방독면등이포함되며, Ⅴ형은화포, 탄약류, 전차, 장갑차, 항공기, 함정,

잠수함등이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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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기법도입과품보활동의효율화에주력하다

형태별로차별화된품질보증활동

기품원은 현재 업체 및 품목의 위험도에 따른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집중관리함으로써

품보활동의 차등화를 통해 효율적인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품질보증 업무의

효율화를위해구매자가요구하는품질보증요구형태를분류하여그에따른품질보증활동을

차등적으로제공한다.중앙조달하는계약품목에대하여구매자가생산자에게계약품목의중

요도 및 용도에 따라 업체가 갖추어야 할 품질경영시스템을 요구하는데 이를‘품질보증 요구

형태’라고하며, 그에따라품질보증활동을차별화하는것이다.

1990년까지는 I~Ⅳ형의 4가지로 품질보증 요구형태를 분류하여 품질보증을 수행하였으나,

l99l년부터는 국방부 훈령상의 군수품 품질보증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검사생략형을 추

가하여 I~V형의 5가지로분류한이후정부품질보증의기본절차로자리잡았다. 5가지분류는

검사생략형(Ⅰ형, 단순검사형으로도 불림), 일반검사형(Ⅱ형), 표준검사형(Ⅲ형), 정밀검사형

(Ⅳ형), 특수검사형(Ⅴ형)등이다.

이러한 5가지 분류를 계속 사용하다가 2010년에 4가지로 변경하였다. 4가지는 단순품질보증

형(Ⅰ형), 선택품질보증형(Ⅱ형), 표준품질보증형(Ⅲ형) 및 체계품질보증형(Ⅳ형)이다. 체계

품보활동의영역을확대하는한편선진기법을모색하는가운데

더욱효율적인품보활동을위해품질보증요구형태별로

5가지로분류하여차별화된품보활동을펼치고있다.

◀

[그림 9]

UAV품보활동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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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조달품품질보증,양적·질적인성장세를만들다

왕성한품보활동을통해품질보증전문기관으로발돋음

중앙조달품의 품보실적은 창설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1년 4,452억 원에서 2010년

5조 2,849억 원으로 11.87배 증가한 반면 인력은 327명에서 331명으로 1.01배 증가하는 데 그

쳤다. 따라서 1인당 품보금액은 1981년 13억 6,000만 원에서 2010년 159억 6,600만 원으로

11.74배증가하였다.이는그간의물가상승, 고가장비의구매확대등을감안한다하더라도기

품원이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해부단한노력을해왔음을말해준다.

기품원은 1985년 전차, 장갑차 등 방산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을 필두로 1990년에는 항공기와

함정, 통신·유도장비 등으로 품보영역을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구축함, 잠수함 등 함정분

야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2010년에는 약 6조 원대의 품보실적으로 국내 유일한 군수품

품질보증전문기관으로발돋움하였다.

품질보증 품목 수는 1981년 12,085품목에서 2010년 40,957품목으로 약 3.39배 증가하여 품질

보증 금액에 비하면 소폭의 증가에 그쳤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밀한 품질보증을 요구하는 고

도첨단무기체계의도입으로품질보증업무의질적향상을가져왔다.

기동분야

1981년의기동장비분야납품금액은전체품보물량의 30%를차지한것을시작으로, 1986년에

38%, 1990년에 39%, 2010년에는 18%를 각각 차지하였다. 창설 초기에는 표준차량이 납품실

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K1 전차가 주 품목으로 부상하였다.그

후 1990년대에는 박격포 탑재장갑차, ¼톤 신형짚 및 KAAV 장갑차 등으로 꾸준히 증가추세

를나타냈고, 2000년에는 10톤구난차및중장비수송차규격화및양산업무를기점으로K1A1

성능개량전차, 성능개량 표준차량, K9 자주포 등으로 품보금액이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1981년에비하여약7배로늘어났다.

한편품목수면에서는초창기에는 5,651품목으로전체납품품목수의 46%를차지하였다.이

는 기동장비 특성상 자주 운용되는 장비인 만큼 수리부속품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후신규장비가양산보급됨에따라이에따른수리부속품도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창

설초기에비해약2.7배에달하는15,329품목으로서전체의37%에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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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

정부품질보증활동절차

군의현대화에따라첨단무기체계에대한

품보활동은급증하고물자분야는상대적으로감소하는등

변화속에서중앙조달품의품보실적은꾸준히증가하였다.

EPISODE

기본품보활동,‘아프리카오지에서부터뉴욕맨하탄까지’

기본품보활동절차는정부품질보증활동을수행하는사람에게는알파요오메가다. 정부품보원이

라면누구나기본품보활동절차를잘알고있어야하며업무에정통해야한다. 그러나군수품은나

사와 같은 작은 구성품에서부터 항공기, 함정과 같이 복잡하고 거대한 장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

다. 생산업체도전직원이 10명도안되는작은소기업에서부터몇만명에이르는대기업까지다양

하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아프리카 오지에서부터 뉴욕 맨하탄까지’커버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한다.

그렇기때문에다양한군수품에적용하는기본품보활동절차는대략적인방향은정해져있으나각

담당품목별특성에따라광범위한스펙트럼이존재하게되는것이다. 오랫동안특성별품목에익숙

해지면 기본 품보활동 절차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끔 전 품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 품보활동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치러지곤 한다. 이해도 측정 시험이 치러질

때면 품보원의 명예를 걸고 시험공부에 임해야 했다. 그건 자존심 문제였다! 마치 대입 수능고사를

치르는수험생처럼과열된분위기도이따금느껴졌다.최고품질을만드는최고품보원을향하여!

◀◀

[그림 10]

차기전차K-2

◀

[그림 11]

보병전투장갑차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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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휴대용단거리지대공유도

무기인신궁실사격시험

◀

[그림 14]

T-50 고등훈련기비행시험

◀◀

[그림 15]

UAV 무인항공기엔진조립확인

◀

[그림 16]

T-50 무장착상태점검

이상대적으로적은편이었다. 1980년대후반에는K1전차용포수주조준경 (GPTTS)의기술도

입생산및레이더류의물량증가로품보실적이급격히신장되었다.

1990년 걸프전 이후 현대전에서 통신전자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1991년부터는 품

보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신궁, 홍상어 등 첨단 복합무기체계 신규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0년도 원 전체 품보 물량의 20%를 점유하는 등 가장 많은 품질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도전자 분야는 향후 정보 전자산업기술 발전과 무기체계의 전

자화, 지능화추세에따라지속적인증가가예상되는분야이다.

항공분야

1984년부터 1986년까지는 주로 수리부속류의 품질보증이 이루어졌고, 1995년 항공센터 창설

이래공군의현대화사업에따라그품질보증물량도꾸준히증가하였다.

창설 초기 다목적 중형헬기(UH-60P)를 시작으로 한국형전투기(KFP)·기본훈련기(KT-1)·고

등훈련기(T-50/A-50)·저속통제기(KO-1) 등 항공기와, F-15K엔진 등 항공기 엔진, 한국형 헬

기개발사업(KHP), 해상초계기개조사업등으로 2010년에는 8,733억원을기록하는등품보실

적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2
1

4
>

일반물자분야

일반 물자 분야는 창설 초기에 납품실적이 가장 많은 분야였

으며 1982년에는 2,174억 원으로 전체 실적의 40%를 차지하

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방산물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물량이 감소하여 전체 실적의 18% 내외로 하향되었다.

또한, 무기체계의첨단화에따른고가장비의도입에따라물

자분야의 품보 실적은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되어 2010년 전

체의약10%를차지하고있다.

탄약분야

1981년의 탄약 분야 품보 금액은 전체의 15%, 품목 수는 1%를 기록하였으나, 계속된 신규 사

업 인수와 1988년 서울올림픽 안전 개최를 대비한 물량증가 등으로 1987년 품보 금액은 1981

년대비 4배로증가하였다.

그후품보금액은계속증가하여1994년품보금액및품목수는창설시보다각각5배를기록

하였으며, 2004년은 품보 금액이 4,438억, 2010년에는 6,74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

였다.

2006년 이후 탄약 분야의 신규 사업 분야는 기존 재래식 탄약을 벗어나, 정밀화, 고도화되어

가는추세이다. 2008년 155MM지뢰살포탄, 소형폭뢰, 5인치함포탄, 잠수함신호탄을, 2009년

차기전차용 120MM 전차탄, 20MM 공중폭발탄, 차기전차용 반응장갑, 장거리 대잠 어뢰에 대

한 초도양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11년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사업으로는 227MM 차기

다련장, 공대공 미사일 추진기관, 차기 중 기관총 탄약, 원격운용 통제탄, 능동파괴체계 대응

탄, 차기중어뢰전투탄두, 70MM다련장로켓탄, 127미리함포탄신관등이있다.

총포분야

총포 분야는 1980년대 초반에 모방 개발된 재래식 소총 및 화포의 양산이 이루어졌고 1980년

대중반이후K55 자주곡사포, K3 경기관총, 40nm고속유탄기관총등신규양산과발칸포창

정비업무가계속되어10%내외의품보실적을꾸준히유지하였다.

1990년대에와서는소구경화기및기존한국형개량총포류가계속양산되면서배치운용장비

의군수지원을위한수리부속류품보물량이꾸준히증가하였다. 1991년에는 2,000억원상당

에다다라서과거10년기간중최고치를기록하였다.

1993년에는 K4 고속유탄 기관총의 품보 업무가 시작됐고, 1994년에는 기존 155mm 자주곡사

포에무전기, 야간잠망경등을장착한개조사업품보업무가시작되어품보금액역시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K-9 신형 자주포, 탄약운반장갑차가 양산 납품된 2010년에는 품보 실적이

7,539억원에이르렀다.

유도전자분야

유도전자 분야의 품보 금액은 1981년 전체의 14% 를 차지했고, 품목 수는 12%를 차지하였다.

1983년에 나이키, 호크의 창정비를 인수받았지만 1980대 중반까지 타 분야에 비해 품보실적

▶

[그림 12]

신형전투화접합상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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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KT-1 터키수출품ROLL-OUT

Ceremony

1987년이후동남아지역으로의수출이많았고, 특히 1987년에는이지역에 IO5mm개량곡사

포및 l06mm무반동총을수출한바있다. 1993년에는동남아지역에K200 장갑차를수출하여

UN평화군장비로사용함으로써첨단국산방산장비를해외에소개하는계기가되었다. 1994

년에는 유럽지역에 155mm 개량곡사포를 수출함으로써 국산 방산장비가 선진국으로부터 인

정받기시작하였다.

1995년 이후 수출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은 터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프랑스등이었다.터키수출은 40mm고속유탄, 고폭유탄및K9자주포가큰비중을차지하였

으며, 파키스탄은 20mm뇌관, 링크, 말레이시아에는연습대전차지뢰등탄약품목이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1999년 이후 수출품 품보실적을 보면 1999년 19만 6,630천 달러에서 2008년에 103만

1,430천달러로증가하였다.

4. 국방품질시스템인증,업체의품질보증능력을강화하다

신뢰할수있는‘인증업무’를수행하다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업무는 군수업체의 군수품 생산체제와 관련된 품질시스템을 평가하여

관련 국방규격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업체를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군수업체로 하여

금 스스로 품질보증 능력을 갖게 하여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돕기 위

한것으로, 1999년 4월사업총괄실에1명의담당원을두고업무를시작하였다

초창기국방품질시스템인증업무는, 군수업체의군수품생산체제에만국한하여적용하고, 품

질시스템의 평가와 인증업무는 기품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일체의 경비와 수수료는 업체에

부담시키지 않으며, 인증업체는 정부 품질보증 활동 중 업체 품질시스템 평가를 생략한다는

지침에따라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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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KDX-3 1번함세종대왕함건조

함정분야

1986년 이전에는 수리부속류만 담당해 오다가 1986년에 독일MTU사로부터 기술도입 생산하

는 고속함정용 디젤엔진 품보업무를 시작으로, 1989년에는 사통장비 및 함포에 대한 품보활

동을 수행하였다. 2000년 함정센터 창설과 함께 독자적인 업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는구축함(KDX-Ⅱ), 보조선등 6척을인도하였다.

2005년 이후 한국형 구축

함인 광개토-II(KDX-II),

장보고-II, 대형함수송함,

광개토-III(KDX-III), 유도

탄고속함 등 대형 함정을

약 4~5년간의장기간건조

후 집중적으로 인도함에

따라 연간 품보 금액이 1

조원이상을달성할수있

었다. 2009년부터는 대형

함정 물량은 축소한 반면

에 소형 전투근무지원정이 대폭 증가하여 품보 금액은 축소하였으나, 품보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2010년 현재 진행 중인 신규 함정은 차기호위함인 울산-I, 차기수상함구조함(ATS-II) 등으로

건조 및 시운전평가를 진행 중이며 신규 계약된 소해함 3척에 대해서는 품보 준비단계이다.

2010년 현재 구축함(KDX-Ⅱ, Ⅲ), 소해함, 보조선(항만수송정, 청소정 등) 등의 품보활동으로

4,827억원의품보실적을나타내고있다.

3. 군수품수출,세계로뻗어나가다

수출품품질보증, 세계에서인정받다

수출품품질보증업무는창설시 FMS군수물자의품질검사업무에포함하여부여받았다.품질

경영본부에서수출품품질보증업무에대한사업관리및종합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지역

센터에서는해당수출장비류의품질보증과품질경영활동을하고있다.

수출품 품보활동은 국내 중앙조달품의 품보활동과 동일한 절차로 수행하며, 단지 차이점은

계약서에구매국의요청이있을경우영문합격통보서를발행한다는점이다.

초창기에는주로탄약류가대부분이었으나, 1985년에는 155mm개량곡사포를동남아지역에

수출함으로써 총포 분야의 실적이 증가하였고 1986년에는 1/4ton 차량의 수출로 기동 분야의

실적이증가하였다.

군수품의수출국이점차다양해지고 1990년대들어

수출실적도큰폭의상승세를보이면서세계각국으로부터수출품에대한

품질보증요청이쇄도하여우리품질보증의우수성을인정받고있다.

국방품질인증시스템을통해업체의전문성과역량을

강화해나가는한편, 민간심사위원들과합동심사를실시하여

투명하고신뢰할수있는인증절차를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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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방기술품질원-한국심사자격

인증원협약체결식

◀

[그림 22]

제13회 ISO인증심사원

컨퍼런스

민간우수심사원과합동심사를실시하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심사의투명성및전문성확보를위해 2007년중민간인증기관과의

통합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특정 인증기관의 선정에 따른 공정성 문제로 유보

하였다.

그러나 2009년 3월 한국심사자격인증원에서 시행하는‘우수ISO인증심사원선발제도’에 착안

하여특정인증기관이아닌선발된민간우수심사원을활용하는‘합동심사제도’를검토한후

그해9월에외부인증기관우수심사원과의합동심사를시범적으로실시하였다.

우선,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에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기

품원과 한국심사자격인증원은 Mou를 체결하였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합동심사, 인

증심사기량및심사관련자료의교환, 품질경영시스템인증관련기술교류및협력에관해

협조하기로하고국방및민수분야통합심사로의확대가능성을여는시범사업을수행한것

이다.

시범사업은 전투물자 분야 인증업체 중 품질경영시스템 취약업체 2개 업체와 갱신심사 도래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민간 심사원에 대해서는 양해 각서에 따라 신원 조회를

의뢰하였다.인증업체에게는 심사계획서를 사전에 통지하여 기업 경영책임자의 양해하에 합

동심사를수행하였다.

인증심사는 기품원 심사원이 심사팀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심사보고서 작성 시 품질경영시

스템 운영과 관련된 조직 전반의 강점과 개선사항을 최고 경영자에게 전달하여 경영활동에

도움을줄수있도록하였다.

한편, 기품원과한국심사자격인증원간체결한MOU에따라 2009년 8월 28일한국심사자격인

증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ISO 인증심사 컨퍼런스에 기품원에서도 참가하여 합동심사에 따른

관련업무교류를활성화하였으며, 2010년에는대한방직, 방림, 동명양행, 화신특수섬유, 태평

양산업등5개업체에대한합동심사를수행하였다.

5. 국방품질경영상,품질경영롤모델을제시하다

2
1

8
>

▶

[그림 19]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수여식

▶▶

[그림 20]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인증 절차는 인증신청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분소에서 심사팀을 편성하고 예비심사를 실시

한 후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 사업총괄실로 본 심사를 의뢰하면, 사업총괄실의 인증업

무 담당자가 심사원 풀에서 심사원을 선정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업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과정으로진행한다.심사원풀은 ISO9000 인증심사원과정이수자중심사원보자격

자를포함하여11개분야 24명의심사원을선정하였다.

특히인증업무의신뢰성향상을위하여인증업무전담인원을 2000년 5월, 사업총괄실내에 5

명으로편성하여발족한후 2000년 12월품질평가센터로전담조직을편성·운영하였다.이후

2004년~2005년 품질인증팀, 2006년 품질지원팀, 2007년 품질운영팀, 2008년~2009년 품보관

리팀, 2010년체계관리팀, 2011년품질정책팀으로조직개편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늘어나는인증업체들

1999년 6월 29일 제1호로 인증을 획득한 ㈜한화 대전공장을 시작으로 13개 업체가 인증을 획

득하였다. 이후 신규 취득업체 수가 매년 4~19개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까지 총

135개업체가인증을취득하였다.

2000년부터 품보형태 2, 3형의 일반 군수업체가 신청을 하면서 인증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

다가 2002년부터인증업체의수가현저히줄어들기도했다.이것은 2002년에국방품질시스템

규격이‘품질보증체제’에서‘품질경영체제’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구

축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 영향이다.구 규격에 의한 인증업체도 2005년 7월 18일까지 신 규격

체제로시스템을전환하여전환인증을받도록하였다.

인증제도 시행 초기부터 2010년까지 인증 업체 수는 총 135개였지만 2010년 12월 31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114개에 불과하다.군납 미 참여, 인증 포기, 부정당 업체 제재,

공장통합등으로 10개업체가인증서를반납하였으며, 기존인증업체중신규격으로인증을

전환해야하는전환유효기간인 2005년 7월까지전환인증을받지못하여인증이취소된업체

가11개업체로총21개업체가감소하였다.

품질인증팀은업체의품질보증능력향상과효율적인정부품질보증활동과인증업무의확대

를 위해 2000년 3월 국방부 조본의 입찰 적격심사 시 인증업체에 대해서 신인도 부분의 가산

점을 3.0점을주어 ISO 9000인증업체의 2.0점보다입찰에혜택을줄수있도록하였다.가산점

은 2001년 1.5점(’01년부터 ISO 9000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 생략), 2005년에는 1.0점으로 하

향됐다가, 2011년에는 3.6점(급식류 2.0점)으로크게상향조정되었다.

바람직한품질경영롤모델을제시하고업체의사기앙양과

자긍심을고취시키기위해‘국방품질경영상’을제정·운영함으로써

군수산업을대표하는시상제도를새롭게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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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제1회국방품질경영상수상업체

제2회국방품질경영상추진

제1회 국방품질상 업무는 사업총괄팀에서 수행하였으나 2005년 제2회 국방품질상 업무는 품

질인증팀에서 수행했다.사업총괄팀은 업무 인계에 앞서 제1회 국방품질상을 추진하면서 미

흡했던 세부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2005년 국방품질상 추진계획에 대한 국방부 장관 보고를

완료하였다.

제2회 국방품질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일경제, 국방일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

회국방품질상참가업체모집공고를하였으며3차례의사업설명회를열었다.

제2회 국방품질상은 4개 업체가 수상했으며,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품질상 수상업체를 포

함하여신청한모든업체에게국방품질상심사위원의피드백보고서를전달하였다.

제3회국방품질경영상추진

2007년 제3회 국방품질경영상은 국내 방산 및 일반 군수업체의 환경을 고려하여 2004년 ~

2005년에시행한국방품질상심사기준을보완하였으며공정하고투명한심사를위해국내품

질관련 분야의 저명한 인사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문서,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국방품질경영상수상업체를선정하였다.

국방품질경영상은 최초 시행한 2004년에는 비교적 다수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2005년에는 신

청업체가감소하여국방품질경영상에대한개선이필요하여일부규정을개선하였다.

또한 국방품질경영상은 상 제정 시 매년 실시키로 하였으나 2006년 격년제로 시행지침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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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매경과국방품질대상

공동운영협약식(2004. 6. 28)

▶▶

[그림 24]

국방품질상심사위원추천회의

◀

[그림 25]

국방품질경영상심사위원

현장방문심사

새로운시상제도를도입하다

국내 군수분야의 역사 및 규모에 비해 군수산업을 대표할 만한 시상제도가 없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에게 국방 분야 특성에 맞는 품질경영 모델이 없

어이러한점을개선하는한편, 업체의품질경영능력향상과사기앙양, 자긍심을고취시키고

자‘국방품질경영상’제도를도입하였다.

2003년 4월 14일 국방분야 품질경영의 필요성과 국방품질상 제정 추진계획을 국방부에 보고

하고, 2003년 10월 숭실대학교와 공동으로 국방품질경영 모델 연구를 수행하면서 226개 국방

품질상관련업체에대한의견조사를동시에실시하였다.

의견조사결과를국방품질경영모델에반영하고예비심사를통하여개발한품질경영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003년 10월 17일 국방품질경영상 제도 구축 및 시행계획을 군무회의

에상정하고, 2003년 12월 30일국방품질경영모델의개발을완료하였다.

국방품질경영상업무는사업총괄팀에서수행하였으며, 2004년 6월 24일,‘국방품질상업무지

침’을국방부에서제정하였으며, 2004년 7월 30일기품원이국방부의국방품질상업무지침에

따라‘국방품질상수여세부업무절차’를제정하였다.

제1회국방품질경영상추진

2004년 4월 26일 국방부 장관 업무보고 시 제1회 국방품질상 수상계획을 보고하고 국방품질

상의객관성, 투명성확보를위하여동년 6월 28일매일경제신문사와공동주관협약을맺었으

며후원기관으로중소기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품질경영학회를선정하였다.

제1회 국방품질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일경제, 국방일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

회국방품질상참가업체모집공고를하였으며2차례의사업설명회를열었다.

또한 소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국방품질상 로고를 공모함으로써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였다.

선정된 로고는“1등 품질을 상징하는 1과 Q, 국방을 상징하는 D자의 도안으로 비상하는 황금

제비 모양을 표현, 종합적으로는 1등 품질의 국방품질상과 발전하는 품질대상 ”을 상징하고

있다.

제1회국방품질상은 5개업체가수상하였고, 수상업체를포함하여신청한모든업체에게국방

품질상심사위원의피드백보고서를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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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T-50 고등훈련기착륙장치

계통기능점검

6.‘감항인증’으로수출을활성화시키다

세계시장을위해‘감항인증제도’를도입하다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은 항공기 설계·제작·시험 시 엄격한 감항인증 기준

에의해항공기안전성에문제가없는지를검증하고, 이를정부대표기관에서인증해주는것

이다.감항인증은본래민간에서부터시작하였으나, 군용항공기안전사고의빈도가높아짐에

따라세계각국에서는군용항공기에도감항인증제도를도입하여운용중에있다.특히, 자국

에서개발한항공기를세계시장으로수출시군용항공기의감항인증은반드시필요하다.

미 공군의 경우 2000년 10월에‘정책지시서 62-6’에서“미 공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항공기도

미 연방항공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정의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항공기

범주에 포함되며 비행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미 국방부는 2002년 10월

에‘MIL-HDBK-516’을 제정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감항인증 기준을 발표하였다.이러한 군용

항공기감항인증제도는미국뿐만아니라캐나다, 영국, 프랑스등세계각국에서자국의사정

에맞게구축하여수행중에있다.

우리나라의경우상대국에서감항인증을요구하지만국내군용항공기의감항인증제도를도

입하지않아서수출을저해하는요인이되어왔다. KT-1 항공기인도네시아수출시인도네시

아 정부에서 한국 정부의 감항인증 업무를 요청하였으나 국내 감항인증 제도를 아직 도입하

지 않은 탓에 기품원의 수출품 품보활동을 근거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통해 감항인증을 추진

하였다.

이후 터키 수출기인 KT-1T의 경우에도 터키 정부가 한국 정부의 감항인증을 요구하였으나,

국내는 감항제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방사청, 공군, 기품원이 임시팀(Task Force

Team)을 편성하여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국산 T-50 고등훈련기 도입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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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였다.또한, 2007년 제3회 때는 품질운영팀이 품질인증팀으로부터

업무를인계받아수행하였다.

제3회국방품질경영상실시에앞서업체의참여저조에대한원인분석을위해국방품질경영

인증업체에대한설문분석을실시한결과, 품질경영상신청을위한문서준비의부담및수상

업체에대한인센티브미흡이가장큰요인으로나타났다.

이에 기품원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심사 배점을 조정하였고, 심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수상업체도 제한 없이 국방품질상에 도전할 수

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제3회 국방품질경영상은 6개 업체가 수상하였고, 2007년 11월 7일 시상식에서는 수상업

체 중 대기업 및 중소기업 우수업체의 사례 발표를 통해 국방품질경영의 확산 및 우수업

체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사, 국방일보 등 각 언론이 국방품질경영상 시상식에 대한 보도와 기

품원에 대해 소개를 게재하여 기품원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

제4회국방품질경영상추진

2007년에는 그동안 국방품질경영상을 3회 실시한 결과와 2007년 11월 7일 시행한‘국방품질

경영상’실행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일부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수상제도정착을위해심사프로세스및기준을변경하였다.

2009년국방품질경영상공모에모든군수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참여범위를확대하였으며,

심사방법에 있어 현장 심사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하여 현장 중심의 국방품질경영 심사가 되도

록 절차를 개선하였고,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상으로 훈격을

상향조정하였으며중소기업청장상을신설하였다.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서 국방품질경영상 서류 작성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여 국방

품질경영상참여를독려하기위해순회설명회를실시하고, 2007년국방품질경영상수상업체

신청사례서약200부를중소기업에배포함으로써많은중소기업이참여토록여건을조성하였

다. 2009국방품질경영상은6개업체가수상하였다.

▶

[그림 27]

2007 국방품질경영상시상식

감항인증전문기관으로선정된국방기술품질원은 FA-50 개조개량사업등

다양한항공사업분야에서객관적이고전문적인감항인증을담당하면서

군용항공기의해외수출을활성화하는데일조하고있다.



제
2장

제
1장

2
2

5

간의 업무분야를 사업별로 상호 협의하여 분장하며, 사업별 감항인증팀을 구성·운영”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감항인증은 공군, 기품원, 국과연이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3개 기관의 공

동수행을통해감항인증업무의핵심요건인객관성을확보할수있다.

감항인증, 단계별로철저하게실시

기품원은‘형식인증, 생산인증, 감항인증’의세단계로구분하여감항인증을수행하고,‘계속

또는유지’감항인증은각군이수행하고있다.사업관리기관의장이감항인증을신청하면전

문기관이협의하여사업별감항인증팀을구성하고, 사업별·기종별감항인증기준및적합성

검증방법(MOC : Means of compliance), 최초안전비행 (SOF:: Safety of Flight) 평가기준, 사업

별·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감항인증 기준 등 감항인증 계획을 검토한다. 감항인증 계획

확정 후에는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감항인증 단계별 절차에 따라 감항성을 심사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체계 요구조건 검토, 체계기능 검토, 기본설계 검토, 상세설계 검토, 시험준

비 상태 검토, 초도비행 준비 검토, 기능적 형상 확인, 물리적 형상 확인 등 개발단계 주요 검

토회의에참석하여감항성을검토한다.이러한개발단계의감항성검토및심사를거쳐‘형식

인증’이이루어진다.

‘생산인증’단계에서는 양산단계에서 제작자 품질보증체계 검증, 확정된 주요안전품목

(CSI)·제작원목록, 생산시험비행등을검증하며호기별감항인증은호기별생산시험비행결

과를확인한다.

이처럼 전문기관은 감항인증 관련 모든 기술적인 검토와 적합성 및 합치성 등 실제 감항인증

업무를수행하고주관기관은이를종합하며, 방사청은최종인증서를발행하는것이다.

법 제정 후 최초로 수행한‘FA-50 개조 개량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감항인증 기준 1,321항

목을 검토하여 감항인증 계획을 확정하였고, 최초 안전비행 (SOF : Safety of Flight) 평가기준

인 1,037개항목의감항성심사를마치고초도비행준비검토(FFRR) 종료단계에있다.

2010년에는 또한 파병‘UH-60 헬기’의 국내 성능개량 부분에 대한 감항성 검토를 완료하였

다. 2011년에는‘사단무인기사업’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에참여하여감항인증기준및계

획검토중에있다.또한‘CN-235 자체보호장비성능개량사업’의기본설계검토회의에참여

하여감항인증기준및계획의검토업무를수행중에있다.

이외에도 대형수송기, 육군과학화 훈련단 중앙통제 장비체계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한 감항인

증업무를수행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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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항공기감항인증제도발전세미나

보이고있는동남아, 중남미국가들도한국정부의감항인증을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4월「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 8월 1일부로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감항인증 업무가 시작되었다. 법률상 감항인증

대상은 수출항공기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구매·성능개량·부품 구성품 등 모든 항공

기사업을포함한다.

감항인증전문기관으로선정되다

기품원은 1987년 항공분야 업무를 시작한 이후 다양한 기종의 개발 및 양산사업을 수행하면

서축적해온경험과전문기술을바탕으로항공기설계검토와시험분석자료평가등설계적

합성과 합치성을 확인하는 감항인증 전문능력을 축적해 왔다. 2006년 9월부터는 12명으로 감

항인증지식소그룹을구성하여감항인증조직및업무요소를분석하는등인증업무를체계적

으로준비하여왔으며대외기고/논문발표, 자체세미나와국내외감항인증관련교육을이수

하였다.

이러한준비를 바탕으로기품원은 감항인증주관기관으로 선정받고자 2009년부터‘감항인증

T/F’를구성하여활동하였다.그러나방사청정책심의결과‘공군’이감항인증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기품원은감항인증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다.

기품원은 현재 사천센터의 감항인증 T/F를 주축으로 2010년부터 9명으로 감항 전담조직인

‘감항인증연구팀’을편성하여감항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다.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법률제 9560호)」에전문기관은“감항인증전문인

력과능력의확보및유지관리, 주관기관의감항인증에필요한업무지원협조, 방사청장이감

항인증업무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그업무로하고있다.

‘대통령령 제 21652호 법 시행령’에 전문기관으로서의 기품원의 업무는“개발 및 생산 시 군

용항공기의설계, 규격등에대한적합성, 합치성확인업무”이다.

‘방사청 훈령 114호(2009.12.11)’로 제정된「감항인증 업무 규정」상 전문기관 업무는 전문기

관별 개별 업무와 공통 업무로 구분된다.이에 따르면 기품원의 개별 업무는“군용항공기 제

작·생산의 합치성 확인, 방사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

성확인”업무이다.이러한감항인증업무는“전문성, 신뢰성및효율성보장을위해전문기관



보, 탄약악작용, 국외도입품하자규명및저장신뢰성(ASRP, CSRP) 업무를수행하고있다.

현재기품원의대군지원업무는“군수품의획득순기상운영단계에서발생하는문제점해소와

소요군 지원업무”이며, 정기 부대방문, 사용자불만 관리, 운용기술지원, 사후봉사 관리 등으

로이뤄진다.특히,‘정기부대방문’은군수품의사용실태를파악하고노출되지않은불만및

개선 요구사항을 소요군으로부터 직접 수집·해결하기 위해서 1981년부터 30년 동안 수행해

오고있는업무이다.

2. 사용자불만,한발앞서신속하게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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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군활동,더가까이더세심하게지원한다

군의오랜동반자로서지원활동을펼치다

최초대군지원업무는방산제품의경우국과연부설품질검사단의기술평가실에서담당했고,

일반군수품은조본품질보증국하자처리과에서담당하다가 1981년 7월 1일기품원(당시품검

소)창설에따라통합하여대군지원실로이관하였다.

그 후 기구개편에 따라 1983년 1월 1일 대군지원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기술지원실에서 담

당하다가소요군불만사항의신속한처리와품질정보의원활한수집을위해독자적인업무처

리의필요성이대두하자1985년 1월 1일‘대군지원실’을재창설하였다.

1991년 3월 1일에는“전문분야별로 계약부터 운영 폐기까지 획득 전 순기를 관리하는 방식으

로 품보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대군지원실을 다시 해체하였

다. 이에 따라 사용자불만 처리와 품질 정보 수집검토 업무는 5개 전문분야실에서 분야별로

수행하고 대군지원 업무 종합계획 수립과 분석 및 대군지원 활동 기술보고서 발간 업무는 사

업총괄실에서관장하게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대군지원 업무의 증가와 전문분야별로 수행하는 대군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된 업무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조직 개편을 거듭하다 2011년부터 대군지원팀에서 품질정

창설과함께대군지원을시작한후

정기부대방문, 사용자불만처리, 기술지원, 사후봉사등을실시하며

30여년동안한결같은군의동반자로서지원을계속하고있다.

◀

[그림 30]

1994년부대방문

창설초기에는군수품품질의불안정으로인하여불만사항이많이발생하였으나

1985년이후로는업체의군수품에대한품질인식이확산되는가운데

신속정확한대군서비스를지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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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주요방산업체A/S팀과

품보요원들이참석하는

‘방산간담회’

「대군지원기술보고서」발간과배포

「대군지원 기술보고서」는 1983년에 최초로 50부를 발간하여 군수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업무

에 참고토록 하였다.이후 관련기관의 요구로 발간부수는 계속 증가하여 1987년에는 700부에

이르렀고이때부터는연대급이상부대에배포하여소요군에게장비운용법과품질개선추진

내용을전파함으로써운용·정비군수요원의이해를돕도록하였다.그리고 1985년부터는이

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술보고서의 내용을‘개선 요구, 제품 하자’등 5가지로 분류하여 구

성하였다.

1989년에는 1988년의사용자불만을검토·정리하여 750부를발간하였고, 더불어 1985년부터

1988년까지 4년동안발간된보고서의사용자불만사항중검토·조치중에있는사항을종합

하여미조치한사항은조속히조치하도록하고, 조치완료한사항은소요군에전파하기위하

여종합판800부를별도로발간하였다.

1993년 이후 1,000부씩 발간 배포하던 기술보고서는 소요군의 요구로 1999년 1,450부로 대폭

증간하였고, 2003년이후매년 2,000부를발간하고있다. 2004년에는검색의편리성과보관의

용이를 위해 CD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5년부터는 다

시책자형으로발행하고있다.국방부, 합참, 방사청, 육·해·공군본부및국수사, 국방대, 각

사관학교, 국과연및한국국방연구원에배포하고있는데주로육군에대부분을배포한다.

기술보고서이외에도K1전차에대한품질정보및운용에관한사항, K200 장갑차의품질개선

사례, 그리고부대방문시주요장비의초도배치에대해제기된개선요구및운용사항을분석

한보고서등을발간하고있다.

4. 군이만족할때까지,운용및기술을지원한다

신규장비에익숙해질수있도록

‘사후봉사’는신규장비의납품후사용자가제품사용및취급에익숙해질때까지빈번히발

생하는초기고장을사전에예방하며군수품의가용성을향상시키고자생산업체와합동순회

정비를실시하는봉사활동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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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에대한군의불만을근원적으로해소하라

‘사용자불만처리’는배치·운영단계에서군수품의성능, 신뢰도및사용편의성등이사용자

의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제기되는 사항을 접수·처리하는 활동이다.기품원은 사용자

불만을‘하자,규격및기술자료미흡,개량요구,계약착오,사용자운용미흡,통보착오,기타’

로 분류하여 조치하고 있다.사용자불만 사항 중 하자는 1980년 초기에는 업체의 품질관리 미

숙으로인한가공결함이대부분이었으나1984년이후에는포장결함과조립기술부족으로인한

결함이많이발생하였으며, 1988년이후에는군수품기술수준향상으로급격히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입찰 자격요건 완화로 1990년대 후반부터 중소업체의 계약품

목인단순품목에서하자가증가하였고, 이후기술력의향상과품질시스템의안정화로점차하

자비율이낮아져20~30%대에머물고있다.

사용자불만발생후처리시간면에서볼때K1전차등체계장비와탄약등기술적인심층검토

가필요한장비는처리시간이장기간소요되었다.

사용자불만 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기동 분야가 가장 많았다.이는 1980년대 초 기동장비는 M

계열 장비 유지부품 위주의 계약이 주를 이루었고, 기술자료가 불완전한 상태였고 수리부속

품목의종류가다양했기때문이었다.

그 후 집중적인 기술자료 획득·검토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계약업체의 생산

및 품질이행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 절감만을 중시한 최저가 낙찰제와 입찰자격 요건의

완화에따른무분별한경쟁계약으로다시증가하였다.

조치내용을살펴보면A/S정비와1:1현물교체가대부분을차지하였다.이는하자보증기간이지

난제품에대해서도군의운용특성을고려하여업체의자발적봉사와기품원의적극적인대처로

비율이높게나타난것으로대군지원의필요성을증명한다고할수있다.

사용자불만사항도1981년에는업체기술부족에의한하자와사용자의운용미흡이사용자불만의

대부분이었지만2000년이후에는완성장비에대한사용자불만이급증하였으며,이는그동안업

체A/S팀이야전에상주하며정비지원해주었기때문에표면상으로드러나지않던잠정불만내

용이정식절차를통해접수되기시작한것이주요한원인이었다,이후T-50, K9,비호천마등체

계장비에대한사용자불만이표출되면서완성장비의사용자불만비중이높아졌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요군의 불만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야전운용 품질정보

획득을 다각화하여 수집하고 있다.각 군에서 운용 중인 장비정비정보체계(DELIIS)의 정비이

력 분석, 주요 방산업체 A/S시스템을 통한 야전 정비자료 수집, 신규 배치, 주요 장비에 대한

무기체계별협의체운영및정기적인간담회실시, 부대방문등을통한소요군의잠재불만을

파악하여분석하고피드백하여품질을개선하는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다.

3. 기술자료지원으로군전투력강화에기여하다

사용자불만사항에대한기술검토및조치결과에대하여

「대군지원기술보고서」를발간하여소요군및관련기관에전파함으로써

원활한장비운용및장비수명연장에기여하고있다.

신규장비운용성향상을위해순회교육을실시하는한편,

야전운용자료수집·분석체계구축, 불완전하자에대한

원인규명등기술지원을강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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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

능·성능에 관련된 하자발생 시 기술

적인 원인규명이 어렵고 처리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소요군과 계약업체의

애로사항이증대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소요군이 판정한 제품 하자 중

수량부족, 파손, 이종품등단순하자

는 군과 업체 간에 처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기능·성능에 관련된 불완전

품 하자에 대해서는 소요군 측의 기

술자료, 전문인력및검사시설미흡등으로하자규명이제한적인데다군이하자로판명한품

목에대한계약업체의이의제기로하자처리가늦어지고있는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하자규명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기술지원 대상은 소요

군수납과정에서원인이불명확하여소요군에서처리가곤란한‘불완전하자품’에대하여방

사청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기품원은 기술지원 요청한 품목에 대해 관련

기술자료검토, 현품확인을실시하고소요군, 계약기관, 기품원, 납품업체가참여하여합동검

수를추진하여하자원인을규명하고있다.

5. 저장탄약및화생방물자의신뢰성을확보하다

신뢰성평가로저장기간을연장하다

탄약및화생방물자는품목의고유특성상저장중기후변화등여러가지요인들에의해초기

품질수준을그대로유지하기가매우어렵다.따라서미국등선진국에서는오래전부터군에

저장중인탄약및화생방물자에대하여신뢰성을평가하여, 그결과에따라계속사용의유무

결정과정비또는폐기등적절한후속조치로신뢰성을보장하여왔다.이러한활동을통하여

저장 중인 탄약 및 화생방물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저장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군 전투력을

향상시키고국방예산을절감하고있는것이다.또한신뢰성평가의결과를개발품성능개량이

나양삼품의품질개선업무에환류하여전순기에걸친품질보증활동에적용하고있다.

탄약에 대한 저장신뢰성평가 업무는 199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저장신뢰성평가 업무의 중요

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탄약은 유도탄까지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WRSA탄약

인수를위한평가를실시하여신뢰성있는탄약만선별인수할수있도록기여하였으며, 2009

년부터 서화사격장시설 구축 및 장비를 확보하여 2012년부터 일부 탄종에 대하여 직접 발사

시험을주관할수있도록체계를갖추었다.

화생방물자에 대한 저장신뢰성평가는 2006년부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시험분석센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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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K21 사용자운용사항조사

창설 초기에는 표준차량과 화포류를 중심으로 사후봉사를 실시했다. 표준차량의 경우 계약

납품한 해에 배치 부대를 2회 방문하여 신규 납품한 차량의 정비 및 운용교육을 실시하였고,

화포류는업체가자발적으로A/S와부품지원을함으로써장비의가용성을향상시켰다.

1980년 후반부터 K1전차, K200 장갑차, K55 자주포, UH-60 헬기, RBS 부교, T-50 항공기, 비

호, 천마 등 국산 무기체계가 본격적으로 신규 보급됨에 따라 부대방문, 정비 및 부품지원 등

사후봉사가대폭증가하였다.

특히, 표준차량류의 경우 매

년 부대방문 결과를 종합 분

석하여 품질개선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품질지수에 의한 품

질평가를 하여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

요 방산업체들은 배치 부대

인근에 상주하여 정비 및 교

육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

집한내용을분석하여생산에반영하는동시에차기개발장비에반영하고매년700여건의품

질개선을추진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매년 분기 1회씩 대군지원팀 주관으로 주요 방산업체 A/S팀과 품보요원들

이참석하는‘방산간담회’를개최하여대군지원실적을분석하며타업체의사후관리활동내

용을공유함으로써보다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야전운용자료수집·분석체계를구축하다

국내군수환경은무기체계의첨단복합화와평시전투준비태세의유지, 비용절감의중요성이

증대하는 반면에 부정확한 소요 예측으로 보급 신뢰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장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체계 구축이

필요하였다.따라서 2004년 배치·운용단계에서 야전 운용자료의 수집·처리·분석 및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미군에서 적용 중인 SDC(Samlpe Data Collection) 적용사례 등을 통해 연구

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품원에서 주관하는 국방품질학술세미나의 주제를‘야전 운용자료 수

집·분석체계 구축방안’으로 선정하여 개최하는 등 야전 운용자료 수집 및 분석체계를 구축

하여상시수집함으로써야전품질향상에기여했다. 2006년이후기술기획본부의RAM분석팀

으로업무를이관하여수행하고있다.

불량및하자제거를위해기술지원하다

우리군에서운용하고있는주요무기체계는해외구매의존도가높으며, 야전에배치한무기

체계를보다완벽하게운용하고유지하기위해서는양질의수리부품을원활하게공급하는것

이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매년 방사청에서 계약하는 국외 구매 수리부품은 소요군의 수납과

정에서많은품목에하자가발생하고있다.

해외에서직구매하는무기체계에대한수리부품은조달여건상현지에서정부품질보증을수

행하지못하고국내에입고후소요군에서수량, 관능, 부착시험등으로종결하는창고수납검

군에서저장하고있는탄약및화생방물자에대하여

신뢰성을평가하고적절한후속조치를추진함으로써

군전투력향상과국방예산절감에기여하고있다.

◀

[그림 33]

하자규명합동토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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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CSRP관련장비전시회

화생방물자신뢰성평가업무

2006년 이후 기품원에서 CSRP(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주관하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

이고과학적인업무수행이이루어졌다.기존에는제대로정립되지않던화생방물자신뢰성평

가 업무를 국방부 업무지침으로 규정화하였고 국방부 훈령에 CSRP 수행 근거를 명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다. 2008년 저장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지침이 훈령으로 격상되어 업무

를보다더원활하게추진할수있었다.

시험후결과평가시에도시험평가부서및화생방물자를운영하는군과개발, 시험기관이같

이 참석하여 적절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단순한평가및등급부여에그치지않고평가결과를분석하여품보부서에환류하여품

질개선등대처방안을제시함으로써국방예산의절감과군의전력지수향상에도많은기여를

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3개품목, 750개로트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각군별평

가현황을보면육군보유가66.7%로가장많고해군13.3%,공군 20%로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 750개 로트를 대상으로 한 CSRP평

가 결과 제한 없이 계속 저장 가능한 것이 597개 로트로 전체의 79.6%를 차지하였다.또 성능

이 저하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폐기 또는 정비하여야 하는 화생방물자는 153개 로트로

20.4%를차지하였다.

저장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보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화생방

물자의 저장신뢰성평가(CSRP)를 통해 약 279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약 426여억 원

의생산유발효과와486명의고용유발효과를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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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국방저장신뢰성평가세미나(2008. 9. 26)

부시험장비를인수하여추진제분석및화생방물자일부에대하여분석업무를수행하였다.

그러나 화생방물자는 초기 9개 품목에서 22개 품목으로 평가 대상 품목이 다변화하고 시험물

량도많이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탄약신뢰성평가업무

1998년 이후 기품원에서 ASRP(저장탄약신뢰성평가) 업무를 주관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각 군

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업무프로세스를 국

방부 업무지침으로 규정화하였고 국방부 훈령에 ASRP 수행근거를 명시하는 등 규정을 정비

하였다. 2008년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업무지침이 훈령으로 격상되어 업무를 보다 더 원활하

게수행할수있게되었다.

평가대상탄약도육·해군의재래식탄약과미제탄약위주에서육·해·공군으로확대하였

으며유도탄을추가하고국산탄약의비중을확대하는등평가대상범위를넓혔다.그뿐만아

니라 시험물량 면에서도 기품원에서 주관하기 이전에는 연간 88개 로트 수준에 그쳤으나 주

관이후160개로트이상으로확대하였고추진제의저장성평가를추가하였다.

시험후결과평가시에도시험평가부서및탄약을운영하는군이같이참석하여적절한후속

조치방안에대하여함께심의함으로써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졌다.단순한평가및등급부

여에그치지않고평가결과를분석하여새로운대처방안을제시함으로써국방예산의절감과

군의전력지수향상에도많은기여를하였다.

1998년 10월 105MM고폭탄및 155MM추진장약에대한시범평가사업에착수한이래 2005년

까지 170여 개 품목, 2,424개 로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각 군별 ASRP 평가현황을 보면

육군의보유탄약이73%로가장많고해군18%, 공군 9%를차지했다.

또한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정규 ASRP시험과는 별도로 육군과 기술용역사업으로 장기저

장추진제에대한이화학분석시험을실시하여저장성을평가하였다.그리고 2003년부터 2006

년까지정규ASRP시험과는별도로추진제의저장성평가를실시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평가한결과를종합해보면전체 2,151개로트를대상으로한ASRP평

가 결과, 제한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한 것이 844개 로트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였고 탄약의

성능이 떨어져 사용을 제한하거나 우선 불출시켜야 하는 탄약은 858개 로트로 39.9%를 차지

하였다.그리고 탄약의 성능이 현격하게 저하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장 관리 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폐기해야 하는 탄약이 241개 로트로 1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ASRP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탄약의 성능이 의심스러워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것을

고르기때문에평가탄약의신뢰성이낮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진하면서시작하였다.

1984년당시럭키금성상사는캐나다국방성과 l05mm조명탄등 1,146 만달러에해당하는방

산품의수출상담을추진하고있었다.그때까지캐나다는나토(NATO) 국가및영연방국가와

만 방산물자를 교역해 왔으나, 한국산 방산물자가 나토 국가에 비하여 가격 면에서 35% 가

량 저렴함을 인지하고 한국산 방산물자의 구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캐나다 주

재 한국무관도 캐나다 수출 전망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한국 방산품의 캐나다 수출을 추

진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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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네트워크를통해세계로진출하다

협력을강화하는세계적추세

‘국제품질보증협정’은 군수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수출국 정부가 구매국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제도이다.이와 같이 협정국 간 정부 품질보증기

관의품질보증활동을상호인정하고군수품에대한정부품질보증을상호제공함으로써군수

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수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또한 수출국 정부가 품질보

증활동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제품 하자나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서서 이를 적극 해

결하므로수입국의입장에서는경제적·시간적으로도유리하다.

한편 군수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므로 수출 협상

시에유리한입장에서당사국과교섭할수있으며, 당사국정부도동일한조건에서정부가나

서서품질을보장하는나라와교역하기를희망하는것이일반적인추세이다.

선진국진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하다

우리나라의‘국제품질보증협정’은 1984년 국내 방산물자의 중동 수출 제한으로 인하여 전반

적으로 방산업체가 침체하던 때에, 한 종합상사가 그 돌파구로서 과감히 선진국과 상담을 추

캐나다를시작으로 21개국가와국제품질보증협정을체결하고

2011년최초로‘국제국방품질컨퍼런스’를개최하는등

세계각국과국제협력을증진하며수출경쟁력을키워나가고있다.

◀

[그림 36]

캐나다와품질보증협정

체결(19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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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구축를위하여지속적으로국제품질보증협정을추진해왔으며, 유효기간만료에따른

갱신체결및품질보증절차발전에따른최신화반영등협정개정을추진하기도했다.

2011년 5월까지캐나다를비롯하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터키, 뉴질랜드,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등21개국가와품질보증협정을체결한상태다.

또한 2011년 4월 15일창설 30주년을맞이하여 28개국이참석한가운데처음으로‘국제국방품

질컨퍼런스’를개최하였으며, 이를정례화해서추진하기로하였다.

국제국방품질컨퍼런스는 국제협력 증진의 측면에서 보면 품질보증 협정국 간에 협력네트워

크를구축하고국제회의를통하여품질보증정책, 제도, 품질정보를교류하고발전시킬수있

는좋은계기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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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영국과품질보증협정체결(1988.3.28)

▶

[그림 38]

미국DCMA일행방문

그러나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및 나토 국가는 정부구매 방산물자의 경우 국가 간 품질보증협

정을 체결한 국가에서만 구매토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캐나다와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지

않은한국으로서는수출이불가능하였다.

이에 국방부 주관으로 품질보증협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1984년 11월 8일 최초로

캐나다와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캐나다와의 품질보증협정 체결을 통하여 국내

방산품의선진국진출을위한교두보확보에성공한것이다.

20여개국가와협정을체결하다

1981년 창설 당시에는 품질보증협정 업무가 기품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었으나, 1984년 방산

물자의캐나다수출상담이진행되면서국방부지시에따라기품원이담당하게되었다.

1991년 품질보증 협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국방부 지시’는 업무수행 근거로서 미약하

다고 판단하여 품질보증협정 업무를‘국방부 훈령’으로 승격시키도록 검토하였고, 국방부에

건의하여‘군수품품질보증규정’,‘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등에포함시켰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 국제 품질경영 업무의 글로벌 네

◀

[그림 40]

2010 국제국방품질컨퍼런스

(2010. 4. 15)

◀

[그림 39]

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국가

현황



항목을 인정받아 국방부 산하 유일의 전문 시험분석 기관으로 군수 조변물자의 이화학 시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6년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따라 시험분석 기능을 폐지함으로

써, 현재는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ASRP/CSRP 업무를 위하여 추진제·안정제 함량

등일부항목에대하여만분석업무를수행하고있다.

시험분석실적을보면, 1981년에는총 1만여항목에달하였으나, 그후 1994년까지 4천여건으

로점차감소하였다가, 1995년부터대폭증가하기시작하여 2006년기능폐지시까지연간 4~5

만여 항목을 시험분석했다.시험분석 기능 외에 시험분석센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서 군

수업체의시험시설에대해자체시험시설을승인, 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다. 1993년에 142개

업체에 2,398 항목을승인하였으며, 2004년에는 65개업체 1,527항목으로실적이감소하였다.

이는 기술표준원에서 공인시험기관 활성화 추진으로 군수업체도 점차적으로 KOLAS 인정을

획득하고있어시험시설승인이감소추세에있는상황을반영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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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적 인 시 험 분 석 으 로 품 질 보 증 활 동 을 지 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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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분석,품질보증활동을뒷받침하다

시험분석에서부터자체시험시설승인및사후관리까지

‘시험분석’업무는 군수품 생산 전 재질의 적합성 유무 확인과 완성품의 최종 이화학 성능이

규격요구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로서 품질보증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그

만큼 중요하다.이러한 시험분석 업무를 통해 군 관련 대외기관까지 지원함으로써 기관의 위

상이많이높아질수있었다.

1981년 7월 1일기품원창설시국방부조본의품질보증국소속시

험분석과 인원 및 장비를 인수 받아‘시험분석실’에서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1995년 3월에는 한국공인시험기관 인

정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KOLAS 인정을 받아 기품원이‘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발돋

움할수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공인시험 항목 확대로 1996년 11월 알루미늄 합금

등 21개 항목, 1997년 10월 식품성분 등 68개 항목 등 총 103개 항

목을 인정받고, 2000년 12월 재평가 시 금속표면 조직의 7개 항목을 소분류화하여, 총 110개

국방부산하유일한이화학시험분석기관으로군수품의각종재질및

완성품의이화학성능시험을실시하여업체및품질보증담당자에게제공함으로써

품질보증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역할을담당하였다.

◀

[그림 42]

시험분석센터의모습

▶

[그림 41]

1995년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증



그 후 1980년까지 매년 조본에서 일반 물자류를 중심으로 개최하다가 1981년 기품원이 인수

하여2004년까지행사를추진했다.

특히, 2004년에는 행사명을‘군수품 품질평가회’에서‘국방품질대전’으로 변경하여 더욱 발

전적인학술·전시행사, 민관군이함께하는행사로발돋움하였다.

기품원의 창설 후 최초의 군수품 품질평가회는 1981년 12월 11일 조본 대회의실과 전시관에

서개최하였다.

이후 매 2년마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여 개최함으로써 군수품에 대한 품질 인식을 확

고히 하고, 관련 전문가가 모여 공감대 형성과 정보를 교류하는 군수 분야 최대의 행사로 발

돋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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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경영이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다

군수품품질평가회

국내 군수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향

후 품질보증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하는‘군수품 품질평가회’는 1971년 12월 11일 청

와대가주관하여방한복중심으로개최한‘군피복전시회’가그효시였다.

품질경영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긍정적인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

다양한세미나, 컨퍼런스등을개최하는한편, 대외기고및발표등을통해

품질경영업무를널리알리고있다.

◀

[그림 44]

2004년국방품질대전전시관

관람(융광웅국방부장관)

(2004. 12. 2)

▶

[그림 43]

2004년국방품질대전 / 품질상시상

한광문품관소장 인사말

(200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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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을위한‘소내제안’활동

‘소내 제안’은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장려하고 조직 운영관리와 군수품 생산에 적용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군수물자의 성능 향상, 품

질개선, 원가절감을도모하여자주국방의실현과경제적인군운영에기여하는데그목적이

있다.

운영관리와 군수품 생산에 관한 사항을 제안 대상으로 하며 평가단계는 실무심의와 본심의

로 나누어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포

상한다.

운영초기인 1983년 3건, 1984년 4건, 1984년 8건등실적이매우저조하였으나해를거듭할수

록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품목에서 시작되어 점차로 첨단장비의 공정 및 품질개선에 대한 제

안이주를이루면서발전하고있다.

「국방품질경영」지발간

2006년「국방품질」지의 전통을 살리고 보다 발전적인

품질경영분야 홍보를 위하여「국방품질경영」을 창간

했다. 과거「국방품질」지의 홍보물 성격을 발전시켜

서 외부 산학연 각 분야의 전문가 기고와 내부 직원의

연구 활동 결과를 주 내용으로 하고 내부 동정을 소개

하는 학술지 성격의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다. 매호

2,500부의 책자는 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대학, 연구기

관 및 관련업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e-북으로 게

시하여정보를제공한다.

「Green T&Q」발간

2010년부터‘국방품질경영’지의 증보판 성격으로

「Green T&Q」를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품질경영

분야의 녹색기술을 포함한 제반의 연구 활동결과를

논단 형식으로 실어 1,500부를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한다.「Green T&Q」는순수하게기품원직원들의

연구 결과물을 매회 2편씩 게재하여 발간함으로써 국

방품질경영 전문연구기관으로의 발전 모습을 대내외

에 보여주고 있다.「국방품질경영」지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e-북으로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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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2008년국방품질경영발전세미나(2008. 9. 23)

▶

[그림 46]

2009년국방품질정책발전세미나(2009. 6. 23)

군수품품질관리(QC) 세미나

‘군수품품질관리(QC) 세미나’는품질관리제도, 기법및사례등에관한경험과정보의교류

를 통하여 군수업체의 품질관리 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품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품

질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것으로서 1982년부터개최하였다.그후양산품질보증업무지침을

훈령화하면서품질관리세미나활성화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처음에는매년 1회씩 추진하다가 1989년 이후부터는 3년에 1회로 변경한후 지금까지이어지

고있다.

군수품 품질관리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군수업체의 군수품에 대한 품질의식을 고취시키고 품

질관리 기법을 제고시켜 나갔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지역센터별 특성화한 전문기술 세

미나로개최하여기품원과업체, 관련기관의전문기술토론의장으로활용하였다.

국방품질보증학술세미나

품질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수품 전문 품질보증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1994

년최초로‘품질보증제도발전방향’을주제로한세미나를개최하기시작하여현재까지이어

지고있다.

이학술세미나는신뢰받는국방품질경영체계구축, 군수품품질수준의향상을위한선진품

보기법 소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품질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산학연 공

동정보교류의장으로서국방품질보증발전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다.

◀

[그림 47]

「국방품질경영」지

◀

[그림 48]

「Green T&Q」지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양한 기술지원 활동을 통해 품질경영의 기대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고있다. 핵심부품의국산화, 국산화정보체계구축등부품국산화사

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국방벤처센터운영, 산학연컨소시엄등을통해중

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민·군규격 통일화 사업과 표준화 및 형상관리

등을통해군수품조달을효율화하고있는것이다.

제1절.부품국산화의활성화

경제적효과는높이고전투력은강화한다

제2절.민·산학연과유기적인협력네트워크구축

유기적인협력네트워크로기술지원에앞장서다

제3절.형상관리및표준화

군수품조달관리를더효율적으로개선하다

제2장. 기술지원활동

기술지원으로품질경영의
효과를높이다



부품국산화사업에본격적으로참여하다

기품원은 1981년 조본 품질보증국의 품질개선 업무를 흡수하면서 부품국산화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다가 1994년 이후 방산부품 국산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국산화 업무에 착수했

고, 1999년「방위사업법」시행규칙상에 기품원을‘방산장비 부품국산화의 개발관리기관’으

로 명시하면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는 국방부의 부품국산화의 70%

이상을기품원이수행하고있다.

2006년부터 개발 및 양산 단계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는 방사청이, 운영유지 단계의 부품국

산화는 국방부가 주관하게 되었다. 2007년 방사청이「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

IPT에서수행하던양산단계체계부품국산화업무를기품원이수행하도록하여기품원이‘부

품국산화의전문기관’으로발돋움하기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국산화개발센터’로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부품국산화 업무를 전담 수

행하는체계를확립함으로써부품국산화업무의관련지식및자료를축적하여전문성을향상

시키고관리측면에서도개인별담당품목제를도입하여책임성있는개발관리업무를수행할

수있도록정비했다.

국산화정보체계를구축하다

2008년 6월 부품국산화 분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국산화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완

료하였다.‘국산화정보체계(MPDIS, Military Parts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란 무기

체계 획득 전 단계에 걸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부품국산화 개발관리 시스템이다.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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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품국산화기술지원,경제적효과를창출하다

이제부품의국산화를달성해야

1970년에 시작한 한국의 방위산업은 방산장비의 국산화 개발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

한결과상당수의군수품을순수국내기술로독자개발하는단계에도달하였다.

그러나이들장비의국내독자생산및기술발전의근간이되는‘부품소재’국산화개발능력

과국산화율은여전히저조하며적용기술의고도화및첨단화추세에따라오히려더낮아지

고있는실정이다.

더구나과거에생산, 배치한군수품의부품및해외에서도입한재래식장비의유지부품은부

품생산중단, 구형부품 단종, 다품종소량 소요에 따른단가 상승 등의 이유로부품소재 수급

에어려움이커지고있다.

따라서국내기술및생산기반으로이들해외도입부품을국내개발하는‘부품소재국산화사

업’은국방전력발전을위해서매우중요할뿐만아니라부품소재국산화를통한경제성효과

또한매우크다고할수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부품국산화사업을통해중소기업의부품개발을

적극지원함으로써현존전투력극대화와더불어

경제적효과창출에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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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

제3회부품국산화세미나개최

별로 3년이내의기간동안최대 6억원까지중소·벤처기업에지원하고있다.지원조건은개

발소요비용중최대 75%까지출연하며기술개발성공시기술료로출연금의 20%를 5년분할

상환으로회수하여후속사업에투자한다.

2. 구매조건부개발사업,국산화사업의참여기회를제공하다

발전가능성있는중소기업을지원하다

‘구매조건부개발사업’은중소기업청의개발자금을활용하여군용물자의부품국산화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 5월 15일 국방부 장관과 중소기업청장 간에 국방기술개발

협약을체결함으로써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없어 군용물자 국산화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중

소기업에게 개발 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고, 경제성이 없어 국산화개발에서 제외되던 필수 품

목의개발을촉진시키기위한것이다.

종래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던 군용 물자부품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구매 사용함으로써, 무

기체계또는장비의운용유지부품의안정적조달과수입대체등의효과를얻을수있다.구매

조건부 개발사업은 개발 완료한 부품류를 국방부에서 구매해 줌에 따라 중소기업은 적은 규

모의 개발비를 투입하고도 기술력 향상은 물론 기업경영 안정이라는 이중의 성과를 얻게 되

기때문에국방부와중소기업모두에게도움이되는상생(Win-Win)의사업이다.

사업 추진 초기인 2002년에는 개발기간이 1년 이내, 개발비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50% 범

위에서 1억원까지지원하였으나, 2004년부터는개발기간 2년이내로, 개발비지원은총사업

비의 75% 범위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02년부터 1차 개발사업으로‘K1 전차용 플렉시블커플링’등 13개 과제를 시작으로 2010년

12월현재총 139개과제의개발에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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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개발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군 내외 부품국산화 개발

관련자 간의 관련정보 공유를 통해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국산화개발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부품국산화를활성화하기위한정보체계이다.

1970년대후반부터국방부에서는부품국산화관련지침을제정하고이를적극유도하여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수만 종에 달하는 부품국산화 현황 관리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드러났다.즉, 개발완료품목검색·조회시장시간이걸리고오류가빈번하고, 관련기

관·업체 간 공유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부품국산화 대상

에 대한 정보 파악이 곤란하고, 획득단계와 운영단계의 국산화 정보공유가 미흡함으로써 국

산화활성화에지장을초래하고있었다.

따라서 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기품원이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였다. 시스템 구축 시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

여 개발업무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전문 컨설팅을 통해 부품국산화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방

안을 연구하여 세미나를 실시, 관련기관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또한, 연구결과를 방사청에

제시하여부품국산화정책수립시활용하도록했다.

정보화체계구축시부품에대한종합정보를제공하여관련업체의국산화참여가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추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통해 무기체계의 부품정보를 BOM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부품정보를관리하고국산화관련종사자들에게보다높은품질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

핵심부품의국산화개발을지원하다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개발난이도가 높아 개

발을 기피하는 양산 초기 단계의 핵심부품을 개발하려는 기업에게 개발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무기체계의신뢰성과안정성을담보하는핵심부품을해외에만의존할경우적기조

달의어려움, 원가상승, 수출장애및기술의존도심화등많은문제점이발생하기때문에핵심

부품의국산화는더욱중요하다.

이사업은국방분야핵심부품의국산화연구개발을활성화하고우수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

에게 실질적인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민수분야 우수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Spin-on)

을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008년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정부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에서 기술혁신형 중소·벤

처기업을 정부 R&D의 중점 투자분야로 설정하였다.또한 국무총리실은‘중소기업 R&D지원

실태’를 특정과제로 분석하고, 범정부적 전략과 체계에 따라 각 부처별 개선계획을 통합하여

관리하기로하였으며각부처별 R&D사업중중소기업지원비율·금액확대등의개선방안을

수립토록요구하였다.

따라서방사청은우수중소기업이직접적으로방위사업에참여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기로

하고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원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그동안 업체 주도

로 이루어지던 핵심부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사청에서 2010년에 처음으로 신규 예

산 14억 8,600만원을확보하였으며, 기품원을국산화개발관리, 개발업체기술지원및자금관

리등을수행하는전문기관으로지정하였다.

2010년부터 이어지는 지속사업으로서 매년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과제

기술개발능력을가지고도자금능력이부족하여부품국산화사업에

참여하지못하는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자금을지원함으로써

부품국산화사업을활성화시키고중소기업의기술력을향상시키고있다.



두고 있다.또한 중소 벤처기업에 국방시장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준 공로를 인정받아

‘2007벤처기업대상대통령표창’을수상하는등대외적으로인정받기도하였다.

국방벤처센터는2015년까지현재의운영형태인초등센터를1개추가설립하여전국적으로총

6개의 초등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좀 더 심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고등

국방벤처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연 170여 개의 국방 분야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해 나

갈계획을가지고있다.현재중소벤처기업기술, 경영지원에한정되어있는업무범위를국방

컨설팅, 기업역량강화교육등으로확대하여국방분야중소벤처기업을위한종합적지원기

관으로발전시켜나간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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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벤처센터,중소벤처기업을육성하다

중소벤처기업을위한종합적지원을모색하다

기품원은 최신 기술 정보와 각종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를 추진하면서 축적한 방위산업의 현

장기술과협력네트워크를활용하여‘국방벤처센터’를운영하고있다.국방벤처센터는방위

사업의핵심부품소재를개발·생산하며국제시장에서기술경쟁력을갖춘중소벤처기업육

성을목표로 2003년 9월서울에최초로설립하였고, 현재인천센터, 전주센터, 부산센터, 경남

센터등전국총5곳에서해당지자체와협력·운영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이보유하고있는기술을국방분야에활용하는스핀온(Spin-On)을기본개념으

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는 민수시장에 기반을 둔 중소 벤처기업 중 기술 경쟁력이 있고 군

시장진입의의지가있는기업을대상으로국방시장에참여를할수있도록지원한다.지원내

용은 크게 군 사업 과제 발굴, 군 관련 기술지원, 기술자료 제공 등의‘기술지원’과 개발기간

과비용에따른업체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경영지원’의두분야로나눌수있다.

이외에도국방분야중소벤처기업활성화를위한정책연구, 방사청·중기청등관련유관기

관과의지속적인협력을통해중소벤처기업과친화적획득환경조성에도노력하고있다.

국방벤처센터는 2003년개소이후전국에 4개센터를추가로설립하여외적성장을이뤘을뿐

아니라, 국방벤처센터가지원한업체의국방관련매출도매년증가하는등내적인성과도거

국방벤처센터는전국 5곳의현장에서각지자체와협력하며경영·기술지원등의

사업을펼침으로써중소벤처기업의육성에기여하고있다.

◀

[그림 50]

서울국방벤처센터개소식

장면(200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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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군규격통일화,경쟁력은높이고예산은낮춘다

민·군서로통해야국방예산절감한다

‘민·군 규격통일화사업’은 국방개혁 차원에서 민과 군의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민·군 겸용

기술개발기반을조성하고, 상용품조달을확대해국방예산을절감하기위한것이며, 방사청,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민·군 겸용 기술사업의 일환으로 국방규격을 사업대상으

로한다.미국의경우 1994년도클린턴정부당시, 대대적으로국방규격과표준을정비하고국

방규격을 상용 전환하여 수천만 불의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약 3만 종에 달했던 MIL-SPEC 규

격을 2000년까지 1만여종수준으로감축하였다.우리나라도미국클린턴정부사례를참고하

여 1997년 5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당시 과학기술부가 주축이 되어‘국가경

쟁력강화방안’으로서‘민·군겸용기술사업기본계획’을수립했다.

1단계(1999~2003년) 민·군 겸용 기술사업은 국방규격 관리의 효율성과 군수품의 상용 전환

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기품원에서는 민·군 겸용 기술사업의 일환으로서‘민·군 규격통

일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방규격에 대해 KS전환과 상용전환 및 폐지 등을 통해 총 15,914종

중 9,840여종의국방규격을정비하였다.

2단계(2004~2008) 민·군 겸용 기술사업은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관점에서 국가산업 발전전

략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상용품 조달확대 및 표준제도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추진했다.

3단계(2009~2013) 민·군 겸용 기술사업에서는 단순히 민·군 규격통일화라는 협의의 관점

에서 벗어나 민과 군의 표준을 선점해 나간다는 광의의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국가표준기본계획에부합하는표준화사업으로의발전과겸용기술개발과연계한기술

표준의선점을통해국가경쟁력을키워나간다는방침이다.

1999년 민·군 규격통일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사업 초기 15,914종이던 국방규격

을2007년 7월말기준 8,402종으로감소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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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인천국방벤처센터공동운영협약식(2004. 7. 29)

▶

[그림 52]

동양대학교와의기술협약체결식(2002. 4. 19)

2. 산학연컨소시엄,기술개발함께돕는다

산학연이함께기술개발에참여하도록지원하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고급 기술인력과 연구시험시

설등의기술개발자원을활용하여중소기업생산현장의기술적애로를해결하거나중소기업

과공동으로신제품을개발하는사업이다.

2001년 12월부터 시작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전국컨소시엄’과‘지역컨소시

엄’으로 구분한다. 지역컨소시엄

은 지역 소재 대학을 주관기관으

로 하여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국 컨소

시엄은 기품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26개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지역적 제한 없이 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컨소시엄을구성한다.컨소시엄구성시에는최소 7개이상의중소기업이참여하며,

과제개발기간은통상 10개월이다.과제개발에소요되는비용중 25%는참여기업에서부담하

고, 75%는중소기업청에서지원한다.

산학연컨소시엄 구성절차를 보면 먼저 컨소시엄과제 공모, 과제 신청서 접수, 과제 선정 심

의의 절차를 거쳐 후보 업체를 선정한다.업체를 선정한 후에는 선정업체의 과제개발 계획서

작성, 사업신청서 작성, 과제 심사 및 현지실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 및

협약을체결한다.중소기업청에서는연구기관과체결하고, 각연구기관은개개의참여기업과

컨소시엄구성협약을체결하는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산학연과의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기위해

컨소시엄업무를추진하면서중소기업육성노력에동참하고

군수산업의기반확충에도기여하고있다.

◀

[그림 53]

제3회민군겸용기술사업

연구사업전시회

(2002. 10. 29)

민과군의규격을통일하여민·군겸용기술개발기반을조성하고,

상용품조달을확대하는민·군규격통일화사업을추진함으로써

국방예산절감은물론산업경쟁력향상의효과를거두고있다.



하며, 양산시의품질실현성및사용자의품질만족도보장을최대의목표로하고있다.

2. 형상통제,규격적용상의문제를해결하다

생산·배치단계에서의규격을검토하다

‘형상통제’란개발의결과로기제정한규격을생산·배치단계에서적용또는운용함에있어

그기술적요구사항의변경또는일시적변경이필요할때이를검토하여승인또는기각하는

행위이다.기술적변경사항의요구는결함의시정, 운용상또는군수지원상의요구충족, 순기

비용의효과적인절감, 승인된생산일정의지연방지등의사유로발생한다.

형상통제 사항은 기술변경 (EC : Engineering Change), 규격완화 (D : Deviation) 및 면제 (W :

Waiver) 로 분류한다.업체에서 제기하는 형상통제 제안사항은 양산 품질보증 기관인 기품원

을 중심으로 검토·승인 또는 기각하나 국방규격의 표준화관리 차원에서 형상관리 관련기관

들과도함께업무처리체계를갖추고있다 .‘양산단계형상관리업무’를국과연에서이관받기

이전인 1995년까지는 기술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기품원은 업체에서 제기하는 기술변경 제안

서(ECP; Engineering Change Proposal)를 검토, 개발기관에 승인 의뢰하며, 개발기관은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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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규격제·개정,기준을명확히하다

군수품을규격화하다

‘규격’은 제품 또는 용역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그 기술적 요구사항의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및방법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계약및계약이행에대해사용하는문서중가장핵심적

인기술문서이다.

규격 내용이 미흡하면 제품의 성능, 신뢰성, 가용성, 정비성 및 내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뿐만아니라생산의시행착오, 납기지체초래또는기술적인기준의모호성으로말미암

아품보활동수행자체가곤란해질수도있다.이를방지하기위해국방부는‘표준화심의회’

를구성하고‘표준화심의’를통해국방규격의제·개정및폐지를엄격히통제해왔으며, 기

품원은 1996년 이전부터 제품의 품질보증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의 품질만족을 위해서

표준화심의회에참석기관의일원으로서적극참여하여왔다.

1996년 이후 기품원이 군수품 규격화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국방부에서 위임한‘군수품에 대

한국방규격’을제정하였으며, 현재방사청이주관하는표준화심의회에참여하고있다.

기품원의 제정 규격(안) 검토는 기술 요구사항의 군 요구 충족 여부, 기술자료 작성내용의 타

당성, 군수지원면의타당성, 개발시험평가결과의규격요구사항만족여부등을주안점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품질보증을위해표준화심의에참여하는한편,

규격제정등의사업을통해군수품규격화를추진함으로써

품질보증업무를발전시켜나가고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형상통제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

기술변경, 규격완화, 면제등의방법으로생산배치단계에서일어나는

규격적용상의문제를시정조치해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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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형상관리책임자, 형상팀장등을포함한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또한제안내용을공정히평가하기위하여관련기관의전문요원을심의에위촉하고있다.

1985년형상통제심의회를구성한이후의형상통제심의실적은분소실무심의 10,784회, 본소

실무심의585회및본소본심의463회로총 11,832회였다.

3. 국방형상관리정보체계,형상관리업무를자동화하다

실시간으로정보를공유하고업무를처리하다

‘국방형상관리정보체계(DCMIS)’는기존수작업및문서수발형태의형상관리업무절차를전

산화하여개인 PC에서형상관리업무를처리하기위한시스템이다. 1997년국방부가CALS 시

범 과제로 기품원의‘형상관리정보체계 사업’을 채택함으로써, 200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방부, 각군, 국과연, 조본등국방관련기관과업체에서사용하기시작했다.

초기 구축 모습은 도면 위주의‘EDM관리(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가 주요 기능이

었다.이후점차적으로국방관련기관및군수업체에서발전하는기술과국방형상자료의전체

수명주기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6년 12월 고압적 기술을 적용한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시스템’을도입하였다.수명주기관점에서제품구조중심

의 절차에 따라 2D / 3D CAD 도면 등의 형상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국방 관련기관, 업체 상호

동기화를통한기술심의과정의협업을지원하기위한정보체계로고도화작업을진행한것이

다. 2007년구축된이후에두차례의성능개선사업을진행하여현재까지운영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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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만 자체 승인 또는 기각 결정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규격심의회에 회부하였

다.또한규격완화, 면제사항에대해서는기품원이승인또는기각결정권을가지나정책적판

단이요구되는사항은국방부품질보증심의회에회부하여수행하였다.

기술변경

‘기술변경’은규격제정이후발생하는품목의형상, 특성, 기능등을변경하는것을말한다.

창설 이후 기술변경 처리실적은 총 26,513 항목으로서 연 평균 1,090항목을 검토, 개발기관에

승인 의뢰하였다. 1981년에는 48항목에 불과하였지만 해가 지날수록 신규 양산 품목의 증가,

품질개선및원가절감활동의활성화로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기술변경은 부품국산화, 원가절감 또는 품질개선을 위한 경우도 있지만 개발 이후 초도생산

과정이나 양산 초기에는 개발 미흡사항으로 나타난 결함사항의 시정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

었다.

규격완화

‘규격완화’는 제품의 제조에 앞서 규격 또는 계약서 등의 관련 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

능·설계상의필요조건에미달하는정도를일정한수량또는특정한기간에한해서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규격완화는 제기하는 항목의 결점 구분 및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관련하여‘치

명규격완화, 중규격완화및경규격완화’로분류한다.

창설 이후 규격완화 처리실적은 총 6,197 항목으로서, 연평균 258항목을 검토 및 처리하였다.

규격완화 제안도 기술변경 처리실적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산 초기단계에서 대부분

제안하는데, 그제안내용은형상, 치수, 재질의완화적용이대부분이었다.

면제

‘면제’란제품생산도중또는제품생산후규정상의필요조건과상이한것을발견하거나상

이한상태그대로또는추가인가하는방법으로, 재작업한후사용가능한것으로간주하여그

품목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면제는 결점 구분 및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관련하여‘치명면

제, 중면제, 경면제’로 분류한다.창설 이후 면제 처리실적은 총 3,411항목으로서, 연평균 143

항목을검토및처리하였다.

면제 처리내용은 기술변경 및 규격완화와 같이 치수 및 재질 관련사항이 제일 많았지만 성능

및시험과관련한사항이기술변경및규격완화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았다.면제처리는규

격불일치 물자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은 검토가 필요하며, 사후에는

내외의감사대상으로연결되는경우도많이발생했다.

규격및형상통제심의

‘규격 및 형상통제 심의’를 위한‘심의위원회’는 지역센터 실무위원회와 본원 심의위원회가

있다.‘센터 실무위원회’는 유지부품 규격·약식 규격 제정 및 형상통제(기술변경, 규격완화,

면제)에 대해 심의하며, 위원장 및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원 심의위원회’는 규격

제정, 주요한 기술변경 및 분소 실무심의회에서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및 해당

국방형상관리정보체계를구축함으로써필요한정보를공유하고

관련기관들과연계하고, 형상관리업무의실시간처리가가능해지는등

형상관리업무를완전히자동화할수있었다.

◀

[그림 54]

도면등형상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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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품목지정·군수품목록화,업무수행을효율화하다

표준품목지정

‘표준품목등의지정심의’는무기체계로분류하지않는군수품의조달, 관리및유지를경제

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용품목 및 비표준품목으로

지정분류하는심의이다.

‘표준품목’은 군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언제라도 조달획득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

이며,‘제한표준품목’은군요구조건을충족할수는있지만새로운표준품목으로대치한품목

으로서현보유품목을유지하기위해부분품만을조달할수있는품목이고,‘시용품목’은군

수품 표준화를 위해서 시용 중에 있는 품목으로서 시험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이고,

‘비표준품목’은군요구조건을충족하지못하고경제적인부적합의사유로더이상조달획득

을요구할수없는품목이다.

표준품목심의참여실적을보면 1984년 64건에서시작하여 1996년 159건까지실적이증가하

였으나2000년대들어다소감소하는추세이다.

목록화업무

‘군수품 목록화업무’란 군수품의 조달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표준화한 체계와 제도화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국가재고번

호부여, 특성및관리자료작성등일련의과정을수행하는업무이다.

규격화업무를 수행한 1996년부터 목록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목록화 요청 실적을

보면 체계장비 신규 사업이 증가하기 시작하던 1998년 이후 목록화 요청 건수가 증가하였

다.특히 항공기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0년 이후에는 목록화 요청 건수가 대폭 증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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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

국방형상관리정보체계메인화면

▶

[도표 2]

국방형상관리정보체계구현모습

형상자료DB를구축하다

‘국방형상자료DB구축사업’은정보통신부로부터예산을지원받아기품원과국과연이보유

한형상자료(도면, 국방규격등)를외주용역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디지털화한사업이다.

1999년부터 4년동안정보통신부의예산33억 1,800만원을지원받아종이및필름도면134여

만 매를 디지털화하였으며,‘국방규격서’를 국제표준인‘XML 표준’으로 전환하여 국방형상

관리정보체계에등록하여국방관련기관및업체에서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군수품의효율적인조달·관리·유지를위하여표준품목등의

심의에참여하고군수품목록화를추진함으로써관련업무수행을효율화하였다.



국방기술기획부문
국방과학기술에미래나침반을달아라

Ⅲ.

2006년 2월 2일국방획득제도개선을계기로국방기술기획과정보관리임

무를 새롭게 부여받아 국방기술품질원이 창설됨에 따라 기술기획본부의

힘찬 행보가 시작되었다. 국방기술기획은 미래 국방목표 달성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업무이다. 기술기획본부는 국방연구개발 분야에 개방과

경쟁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변혁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국가과학기술력 향

상과국가경제에기여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해오고있다.

제1장.국방기술품질원의신동력, 기술기획본부
국방기술기획의초석을세우다

제2장.국방과학기술기획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 그길을제시하다

제3장.방위력개선기술지원
더강한기술로, 더높은경제성장을!

제4장.국방과학기술평가
현재성과를평가하고미래가치를창출하다

제5장.국방과학기술분석
기술의가치, 그능력을끌어올리다

제6장.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로미래국방력을더강하게!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획득 프로세스상에서 소요기획부터 운용단계에 이르

기까지 전 범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한 업무를 조기

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술기획본부는 사업부문별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전문성과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외교류 및 홍보활동을 강화

했다. 그 결과 국방기술기획의 패러다임을 연구개발자 중심에서 전문기획자

중심으로바꾸고, 우리나라국방기술기획의초석을세울수있었다.

제1절.기술기획본부정체성의확립

전문성을높이고대외인지도를향상시키다

제1장. 국방기술품질원의신동력, 기술기획본부

국방기술기획의
초석을세우다



기술기획본부, 나래를펴기까지

기술기획본부는 독립 공간을 갖지 못한 채 방랑하는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본부지역에 사무

공간이부족하여대외여건의변화에따라수차례의사무실이전과지역별분산근무등의고

통을겪어야했던것이다.

개원 당시 기품원은 한국국방연구원 시설을 일부 공유하여 사용하는 한편 가건물을 신축하

여일부부서의인원을분산배치하였으며, 기술기획단은가건물을사용하였다.그러나신축

한 가건물도 2006년 후반기에 한국국방연구원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기술기획단 인

원의 대부분이 본원에서 분리되어 방사청의 구 건물로 재차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기품원은 근무 위치가 2개로 분리됨으로써 조직의 결속과 업무의 통제 등의 면에서 여

러가지어려움을감내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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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업무를위한길을내기위하여

광범위한임무를새로맡아

기품원기술기획본부는「방위사업법」제32조(기품원의설립)에따라국방과학기술에대한조

사·분석 및 기획 지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지원, 핵심기술 개발사업

기관선정및성과평가지원, 국방과학기술에관한정보의통합관리, 군수품에대한수출·수

입가격정보의수집및제공등크게5가지임무를부여받았다.

이것은 국방 획득절차상에서 소요기획부터 운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를 포괄하는 광대

한영역에걸쳐진임무였다.

조직구성은 기술기획실, 기술지원실, 기술분석실, 사업지원실, 기술관리실과 각 실별 3개 팀

등‘5실 15팀’으로출범하였으며, 각실별로기획, IPT지원, 전문분석연구, 평가및사업지원,

정보등의명확하고독립적인임무를부여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기획단은 기품원의 조직개편에

따라 처음의 기술기획단에서 기술기획본부로 편제된 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듭하면서 기획

총괄부, 유도감시통신연구부, 기반체계연구부, 분석평가부, 기술정보센터 등‘4부 1센터 15

팀’으로조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국방기술품질원기술기획본부는본부지역사무공간이협소하여

열악한근무환경에도불구하고광범위한국방기술기획임무를

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한마음이되어역량을통합해나갔다.

◀

[그림 1]

2006년 9월 27일방사청

제2별관기술기획단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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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대외적인인지도를제고하라

신생조직인기술기획본부는기술기획·조사·분석·평가및정보업무에대한전문성을조기

에확보하고대외인지도를높이는게급선무였다.따라서여러가지다양한직무교육프로그

램과대외협력활동을펼쳐나갔다.

기술기획본부를 구성한 초기 인력은 대부분 품질보증,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방기술 전

문인력으로 기술기획관리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기술기획에 대한

전문역량을신속하게축적하고타기관과의교류협력을활성화하기위한방편으로부문별다

양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초빙 포럼은 기술기획본부의 각

담당자가급격히발전하는과학기술의흐름을적시에파악하는데도움을주었다.

기술기획포럼은 2008년까지전문가초빙세미나등다양한형태로각부서에서산발적으로수

행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전문가초빙 세

미나를기술기획포럼으로통합하여수행하였다.

또한 기술기획관리 업무에 대한 유관기관의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고 민·군 기술교류 및 협

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현재 공군, 한국기술기획평가원 등 15개 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체결도 활발히 추진하여 왔으며, 대외 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대외 위상 강화를 위한

홍보에도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활발한대외학술활동과전문지기고, 정기및비정

기세미나와포럼등은기술기획본부의대외인지도제고에큰역할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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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본원의리모델링이완료됨에따라용산방사청에분산근무하던일부인원이본

원지역으로복귀하려하였으나한국국방연구원과의협의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아계속

방사청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2011년 4월 방사청의 요구에 따라 한국경제신문 빌딩(서울 중

구소재)으로이전하게되었다.

비록 본원 지역은 아니었지만 기술기획본부 전체가 한곳에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조직통합

의기회로삼아새로운전기를만들어갈수있었다.

2. 국방기술기획의패러다임을전문기술기획자중심으로!

새로운업무를조기정착하라

기술기획본부는‘국방기술기획’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을 추진하였다. 가장 큰 성과는 국방기술기획의 패러다임을‘연구개발자 중심’에서‘전문기

술기획자중심’으로전환하였다는데있다.이를통해사용자인군의소요무기체계를중심으

로국방과학기술에대한조사·분석및예측활동을강화하고기획단계부터민간기관의참여

를적극유도하여국방R&D부문의개방을선도하였다.

기술기획 부문의 이러한 노력은 2010년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기

본 임무로 주어진「2010 국방과학기술조사서」작성과 함께「미래 국방유망기술 30선」,「미래

국방유망정보분야 기술 30선」,「국방녹색기술 수준조사서」,「국방녹색기술로드맵」,「국방 IT

기술조사서」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등 과거 대비 국방기술기

획을위한조사·분석을사용자중심으로전환하는데성공하였다.

또한, 국방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율도 기술기획본부 설립 전인 2004년과 2005

년에는 평균 2%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이 기술기획본부 설립 이후에는 연평균 34%까지 급증

하였다. 이는 기술기획 단계부터 산학연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방R&D 사업에 대

한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였다.

기술평가 부문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 제

도를도입하여제3자적인핵심기술개발사업평가를추진함으로써평가의객관성과투명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또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평가관리 과정을 국제적 표준에 맞도록 표준화한

업무매뉴얼을개발함으로써 ISO9001인증을획득하였다.

기술분석분야에서는M&S분석, 상호운용성및소프트웨어분석, 신뢰성분석등의전문분야

별로과학적인분석기법과도구를개발하여국방획득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지원하고있다.

국방기술에대한기획·조사·분석·평가와함께국방기술정보의통합관리부문에서도 2006

년부터‘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

였다.

기술기획본부는국방기술기획업무를전문기술기획자중심으로

정착시켜나가면서전문성과대외인지도향상을위해

다양한교류및홍보활동을펼쳤다.

◀

[그림 2]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협약

체결(2007.10.11)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미래정책과 핵심기술의 중장기

추진목표를제시하기위해우리나라의기술수준을조사하고중장기적으로연

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여 획득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국방기술조사및기획업무추진으로국방연구개발의장기적인비전제

시는물론미래국방목표달성에기여함으로써국방과학기술기획전문기관으

로자리매김하였다.

제1절.국방기술조사분석

국방기술발전을위한지식기반을제공하다

제2절.국방기술기획

국방의미래를바꾸는새로운기술기획으로!

제2장. 국방과학기술기획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
그길을제시하다



체계와 기술에 대한 개발현황 및 발전추세, 그리고 국내외 국방연구개발 기관의 연구개발 능

력과 향후 우리 군이 보유해야 할 핵심요소기술에 대한 기술로드맵 및 확보전략 등이 수록되

어있다.

따라서국조서는연구개발이필요한무기체계및국방기술의소요제기를위한기초자료로활

용되며, 이를통해미래에필요한기술의예측에대한정확도를높이고기술기획업무에대한

불확실성과리스크를최소화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밤을밝힌연구와토론으로

기품원은 2006년 국과연으로부터 국방기술조사 및 기술기획 업무 등을 이관받았다. 이에 기

품원의 연구원들은 2007년 12월까지 생소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방법론을 연구하고 조사

절차를정립하며국조서발간의기초를만들기위한험난한여정에들어갔다.

생소한 업무였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보람과

희망의 시간이기도 했다.당시 기술조사 연구에 참여했던 박영수 책임연구원은 그 때를 다음

과같이회상하고있다.

“모든 팀원들이 반 년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했다. 힘

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연구의 보람이 있어서 회사 생활 중에서 가장 재미있던 때이기도

했다.”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국방과학기술조사업무는조사분석 1팀과 2팀이수행하였다.조사분

석 1팀은 지상전력·해상전력·공중전력 분야의 기술수준을 조사하였고, 조사분석 2팀은 유

도·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분야의기술수준을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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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과학기술조사서작성

국방과학기술, 현재와미래를통찰하다

국방무기체계및기술에대한종합보고서를발간

기품원은 2007년, 2010년두차례에걸쳐「국방과학기술조사서」(이하국조서)를발간했다.국

조서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이러

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2011년 정재원 원장(기품원 2대 원장)은 국군방송에

서다음과같이설명한바가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

달하고 있지만 일부 첨단 무기체계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실

정이다. 또 여태까지 국방연구개발이 대부분 국가 주도로 진행돼서 민간분야 기술이 세계적

인 수준으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분야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국조서는 바로 이러

한한계를극복하고, 국방전력증강은물론국가경제및국가과학기술에대한기여등다양한

목표를달성하고, 미래국방중장기기술로드맵을제시하기위해발간되고있다.”

국조서는미래소요무기체계및핵심기술의연구개발기획을위한기본문서로서합참의각종

전략기획서작성의근간이된다.현재의국내국방과학기술의선진국대비수준, 국내외무기

국방기술품질원은무기체계와국방기술의세계적인발전추세,

우리나라의기술수준과무기체계개발에필요한주요기술등을

3년마다조사하여「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발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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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방산시장에서해당분야무기체계의시장동향을조사하여향후수출까지고려한기

술개발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2010 국조서」는 국방과학기술 기획을 위한 기초 조사자료로서 군의 기

획문서작성및기술기획에다각적으로적용할수있는핵심문서가되었다.

국방기술기획의모든것을담아

기품원에서발간하는국조서의의의를보다자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국조서는국방과학기술을총망라하였다.

국조서는 무기체계를 8대 무기체계 분야 29대 대표 무기체계로 선정하고 구성기술을 식별하

여 대분류기술 128개, 중분류기술 331개, 요소기술 1,485개로 분류하였다.특히, 요소기술 중

핵심적으로개발해야할기술을엄선하여핵심요소기술402개를선정하였다.

그리고 국조서는 상기 기술에 대한 국내 국방과학기술 수준, 국내외 무기체계·기술 개발현

황및발전추세, 국내외기관의연구개발능력, 핵심요소기술에대한기술로드맵및확보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이에 따라 국조서는 국방과학기술의 현주소, 동향 및 전

망분석의초석이될수있었다.

둘째, 국조서는국방기술기획문서의작성에필수적인참고자료이다.

국조서는 주요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 및 미래 무기체계의 발전추세를 제시하여 무기체계 기

획과기술기획의양면으로활용이가능하다.

국조서는 무기체계 기획문서인 합동군사전략서(JMS)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의 참

고자료로서, 또한 기술기획문서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참고자료로서활용할수있다.

셋째, 국조서는다방면으로활용이가능하다.

국조서는 기획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을 제공해 줄 수 있다.예를 들어, 기품원은 세

계적인수준의국방력을갖춘 16개국을중심으로국방과학기술수준을조사하여세계국방과

학기술의동향을파악하였고, 기술수준조사를글로벌(Global)화하였다.

또한, 기품원은 핵심요소기술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미래 국방유망기술 30선’을 도출하

였다. 이 외에도 기품원은 녹색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국방녹색기술

수준조사서」,「2010 국방녹색기술 로드맵」등을 발간하고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일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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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조사분석 1팀과 2팀이 합쳐져서 조사분석팀이 되었고, 조사분석팀은 국방과학기

술조사업무의기획, 조사대상무기체계및기술선정, 기술분류, 설문조사설계및수준조사

시스템구축, 전문가위촉, 1차설문업무등을수행하였다.

2007년 2월, 조사분석팀이 기술조사기획팀으로 변경되면서 2차 설문·기술조사 및 토론회,

조사분석결과정리, 국조서발간업무를수행하였다.

마침내 2007년 12월 기품원에서 처음으로「2007 국조서」가 발간되었다.「2007 국조서」는 국

방부, 방사청, 합참 및 각 군 등의 기획 및 계획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한 111개의

무기체계와 7,094개의 하부 기술에 대해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수준, 동향 및 발전방향을 제시

한국방기술기획업무의중요한성과물이었다.

특히 1,000여 명의 무기체계 및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토론을거친결과를국조서에반영함으로써신뢰성을높였다.

이에따라국조서는첨단기술중심의전력획득에주력하고있는군및산학연의모든국방연

구개발 관계자에게 전력기획과 국방연구개발 정책수립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문서가 될

수있었다.

기품원 개원 이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였던 국조서는 일반본이 발간되기는 하였으나

널리배포되지는않아서군외부의산학연관계자에게잘알려지지않던한계가있었다.그러

나 기품원은 산학연의 참여 확대를 위해「2007 국조서」의 일반본을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산학

연에도널리배포하고홍보하였다.

국방 무기체계 및 기술에 대한 종합보고서인「2007 국조서」는 군 관련 자료에 관심은 많았으

나자료를확보하기힘들었던산학연관계자들로부터큰호응을받았다.

끊임없이진일보하는기술조사·분석

2007 국조서발간이후, 기술수준조사분석업무를더욱발전시키기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

기울였다. 기품원은 2008년「16개 국가 국방과학기술 순위조사 보고서」, 2009년「국방녹색

기술 수준조사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10년 두 번째의「2010 국조서」를 발간하였다. 2010년

1월에 조직개편차원에서 새롭게편성된기술기획팀이 기술조사기획팀에서 수행하던국조서

업무를수행하였다.

무기체계분야별매트릭스연구조직의특성을반영하여기술기획팀이기획총괄및종합업무

를 수행하였고, 기반체계연구부와 유도감시통신연구부가 설문조사, 토론회, 동향조사 등의

연구업무를수행하였다.

2007년의 국조서가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면, 2010년의 국조서는 업무의 체계화에 역점

을두었으며, 군과산학연등외부고객의요구조건을분석하여고객의니즈(needs)를충실히

반영하였다.합참 기획문서, 각 군 비전에 근거하여 미래전을 분석하고 미래무기체계를 예측

하였으며, 국방기술및무기체계의개발현황과발전추세등을면 히검토하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국방과학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토론회를 열어, 기술별

중장기목표성능과확보전략제시를위한의견을반영하며연구를수행하였다.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술수준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군·관 및 산학연의 1,487명의 국방

기술전문가풀(Pool)을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또한미래무기체계의예측과함께국방기술로

드맵을제시하여기술개발추진전략을구체화하였다.

◀

[도표 1]

국조서추진중점사항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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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다음과같이‘저탄소녹색성장’에대한개념을제시한바있다.

“녹색성장은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이며, 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국가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이다!”

2009년 1월 정부는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수립을 통하

여 본격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방 분야 역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나갔다.국방녹색성장은“국방운영과군사력건설에있어환경과조화를이루는성장을의미”

하는것으로, 국방자원의고효율화, 녹색국방기술의성장동력화, 전장병의녹색시민화추진

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8월 14일 방사청은 국방부의 국방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녹색기술개발종합실행계획’을정책심의에서의결하였다.그것은 2009년부터 2013년까

지 5개년 계획으로 방사청과 국과연, 기품원이 추진해야 할 과제내용을 정책과제별로 추진일

정을구체화한것이다.

방사청의「국방녹색기술개발 종합실행계획」에 따르면 2개 분야의 정책과 3개의 기술개발 분

과로 나누어져 있다. 2개 분야의 정책으로는 국방녹색기술 연구개발 기반구축과 국방녹색기

술전문인력양성이며, 3개의기술개발분과친환경녹색에너지활용기술개발, M&S 기반군

사운용및양병체계기술개발, 저탄소미래에너지기반체계적용기술개발등이다.

녹색성장, 국방녹색기술조사에서부터

2009년 기품원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추진하는 국방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녹색기술수준조사’를실시하고「국방녹색기술수준조사서」를발간하였다.

「국방녹색기술 수준조사서」는 국방녹색기술 기획을 위한 조사·분석 결과 및 발전방향을 수

록한보고서로서, 우리나라국방녹색정책, 주요국가녹색정책(미국, EU, 일본, 중국), 국방녹

색기술 수준조사 및 개발 동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국방녹색기술 수준조사서」는 국

방녹색기술 기획문서로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국방녹색기술 수준조사서」는 다음과 같

은강점을가지고있었다.

첫째, 미래 무기체계 소요기술 중 녹색기술을 체계적으로 식별하여 국내외 기술수준 및 발전

추세, 기술격차등을통계적인기법을통해분석하였다.

둘째, 동태적 기술수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도출하고, 기술을 무

기체계로 구현하는 데 걸리는 실용화 도달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의 성장곡선을 도출

하였다.

셋째, 기술발전방향및확보전략을제시함으로써국방녹색기술기획업무의실질적인기초자

료로자리매김할수있었다.

2010년 기품원은 국방녹색기술 수준조사를 더욱 강화하였다.「국방녹색기술 수준조사서」와

특허동향 분석, 민간분야 기술개발 목표 및 방안, 국방분야 기술획득방안 등을 집대성하여

「2010 국방녹색기술 로드맵」을 발간한 것이다. 특히 국방녹색기술 기획의 결정체인「2010

국방녹색기술 로드맵」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방녹색기술 기획문서로서 가치를 인정받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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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개국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

주요국가의기술수준을비교하다

국내외국방과학기술의현주소를파악하라

국과연에서 국조서를 작성하던 시기에는 비정기적으로 세계 주요 12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

준조사를 실시하였다.그러나 기품원은 기술조사 업무를 이관 받은 후 조사대상 국가를 16개

국으로 확대하여 2010년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수준과 국가별 기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16개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를 실시하였다.기초자료와 노하우가 절대적

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16개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더구나원내의회의론도만만치않았다.

“다른나라국방과학기술을뭐하러우리와비교하느냐?”

“기술수준을분석해봤자, 그거어디다써먹느냐?”

이러한 반대 및 회의론도 많았지만 기술조사분석팀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국내외 국방과학

기술수준을파악하는것이야말로기술조사분석의필수적인업무라고굳게믿었기때문이다.

기술조사분석팀은사명감을가지고 16개국가국방과학기술조사방법연구, 분야별개발현황

자료조사, 전문가조사등을통해의욕적으로업무를추진해나갔다.그결과기대반우려반

속에「16개 국가 국방과학기술 순위조사 보고서」는 배포되자마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

다.당시연구를주도했던박경진책임연구원은그때를다음과같이회상했다.

“세계 주요 16개 국가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하겠다는 우리의 시도는 처음에는 주변으

로부터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다.도대체 그걸 해서 어디다 써먹겠느냐는 회의론이 주류였다.

그러나 일단 성과물을 만들어내자 국회와 방사청 등을 비롯한 국방 관련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가장인기가있는자료가되었다.”

2007년기품원은「2007 국조서」를발간한후, 연이어 2008년에「16개국가국방과학기술순위

조사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였다.그 후「2007 국조서」에서는 16개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조

사결과를포함하여발간하기도했다.

3. 국방녹색기술수준조사

기술기획, 녹색성장에앞장서다

국방분야에부는녹색의새바람

2008년 국방 분야에도 녹색성장의 새바람이 불었다. 그해 광복절 경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

국방기술품질원은국방분야녹색기술수준조사를실시하고

「국방녹색기술수준조사서」를발간하여녹색기술기획의방향을

제시하는한편국방녹색성장을체계적으로지원했다.

우리나라와주요국가의기술수준을비교분석함으로써

국방기술의현주소를판단하고국방기술연구개발및투자방향을

결정하는데유용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기획총괄부의‘연구개발기획팀’으로통합되자, 팀별로분리되어있던기획서의작성절차업

무가통합되어훨씬유기적이고통일적인업무수행이가능해졌다.

2008년 5월 기품원은 기획서의 제목을 수정하자는 합참의 제안을 받아들여「국방과학기술진

흥실행계획」으로문서제목을변경한이후매년발간해오고있다.

기술개발의기획을좀더전문적으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은 260개의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 및 로드맵을 수립하

고 이와 관련된 928개의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003년 국과연에서 발간된

「국방연구개발정책서」의 성격을 이어받은 문서이지만, 기존 정책서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핵심기술 위주의 기획서인 것에 비하여 기품원의「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은 세 가지 면

에서차별성을가진다.

첫째,「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은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한무기체계중심의기획서이다.

둘째, 체계개발 과정에서의 개발 기술과 핵심기술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관련 기술의 체계

적관리가가능토록사용자중심으로기획하였다.

셋째, 국방과학기술과 관련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확충계획 등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추진전략을새로추가하였다.

또한「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부록으로발간하는「핵심기술기획서」는향후군의미래

전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핵심기술도출을위해기품원을비롯하여국방부, 방사청, 합참(각군포함), 국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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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새로운각도에서산학연과함께!

국방과학기술개발을기획하라

2006년 기품원은 새로 맡게 된 국방과학기술 기획 업무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며 기획업

무에의욕적으로착수하였다.

우선 2003년에 국과연이 발간한「국방연구개발정책서」를 근간으로 새롭게「국방연구개발기

획서」(2008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으로 명칭 변경)를 작성하여 2007년 3월에 발간하였

다. 2006년 기품원이「국방연구개발기획서」의 전체 초안을 작성한 바 있으나, 2007년에는 기

품원과방사청이「국방연구개발기획서」작성업무를분담하여내용의전문성을높였다.

방사청이 1장(총론), 2장(국방과학기술 진흥 정책, 총론 추진전략), 4장(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을 작성하였고, 기품원은 3장(무기체계별 연구개발 방향 및 기술확보 전략)과

부록인「핵심기술기획서」를 작성하였다. 기품원에서는 기술기획실의 기술기획팀이「국방연

구개발기획서」를 작성하였고, 그 부록인「핵심기술기획서」는 기술지원실의 핵심기술지원팀

이맡았다.

2007년 기품원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기획실 기술기획팀과 기술지원실 핵심기술지원팀이

국방과학기술기획에대하여새로운각도에서접근하면서

기존과차별화한방향을제시하는동시에

산학연과정보를공유하여소통의단초를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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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TD

신개념국방기술을조기에전력화하라

군과산학연, 모두가win-win하도록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 신개념기술시범)는 합참과 군에서 긴

요하게 요구하는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3년) 내 시제 제작 및

새로운 운영개념 개발 후 시범을 통해 군사적 효용성을 입증하고 숙달하여 조기에 저비용으

로전력화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합참과방사청의협의하에2007년에최초로시작되었다.

기품원은합참과방사청의ACTD사업을지원하는한편, 산학연의ACTD참여를위한창구역

할을하고있다.기품원은산학연의과제제안서를접수·검토하고, ACTD 실무검토팀을운영

하여적합한과제를선정하는것을지원한다.

또한 ACTD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산학연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

영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기품원은산학연으로부터과제를공모하여 2007~2010년동안 186개(연평균 46.5개)의산학연

과제를 ACTD사업에참여시켰다. ACTD업무를총괄하고있는박종남선임연구원은군과산

학연이ACTD에보인관심에대하여다음과같이말한다.

“ACTD는사업의특성상주관기관선정및예산의배분이매우빠르게이루어진다.따라서산

학연은사업을빠르게추진할수있는 ACTD에비상한관심을보이고있다.또한소요군역시

유용한무기체계를적기에공급받아전력을강화할수있으므로 ACTD는군과산학연모두가

win-win할수있는제도이다.”

산학연의 높은 관심과 군의 첨단무기체계 조기전력화에 대한 요구는 ACTD 사업을 지속적으

로확대시켜나가는요인이되고있다.

기품원은 군과 산학연을 이어주는 창구로서 ACTD 사업을 추진하여 군의 선진화와 국방분야

R&D의개방에기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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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산학연등의전문가들로핵심기술기획팀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기술기획정보, 산학연과공유하라

기품원은 2007년「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과「핵심기술기획서」를 발간하면서 산학연에

게 공개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열람본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했다.이는 민간 산학연과 정보

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사청의 정책과 보조를 맞춘 것이었다. 과거「국방연구개발 정책서」는

정부 주관 개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보안 유지라는 명분 때문에 공개되지 않아 산

학연은 국방연구개발 정책과 핵심기술 기획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기품원이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공개하자, 국방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원하는 산학연에서 큰

관심을보였다.당시산학연의반응에대해류동기선임연구원은다음과같이술회한다.

“처음에「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이있다는것을알려주었을때산학연은그런문서가있

다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였다.그 다음에는 이 문서가 진짜인지 의구심을 가졌다.그러나 시

간이 흐르고「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내용대로 국방정책이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면

서「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더욱큰관심을보이기시작했다.”

기품원은 계속해서 국방 분야에 개방형 혁신 R&D를 도입하고 산학연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 기획서의 내용을 산학연에 완전히 공개할 수 있는

「2012~2026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일반본」을 발간하였다.또한 2009년에 DTC(Defense

Technology Community: 국방기술커뮤니티)를 창립하였다. DTC는 산학연의 국방 관련 종사

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방 관련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하여 기품원이 주도하여

만든조직이다.

ACTD는국방연구개발중가장신속히추진하는사업으로

국방기술품질원기술기획업무와함께 ACTD 업무프로세스구축등

새로운제도로정착되고있다.

EPISODE

미션파서블만들기~!

“미션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 : 불가능한임무야!)”

2006년,「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업무를시작하면서우리는비명에가까운탄식을토했

다. 특히 총괄을 담당한 나는 그야말로 앞이 막막했다. 기품원의 개원 직후, 모든 연구원들은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충만했다. 그러나“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곧“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뜻했다. 전례도 없고 자료도 없던 맨주먹의 시기! 나는「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

계획」업무에착수하자마자필요한자료가아무것도없다는현실에직면했다. 우리모두전시

체제로돌입할수밖에없었다. 미션임파서블을미션파서블로만들수있는건우리의열정과

수고밖에없었으니까.

이때부터 나는 3개월 정도를 심마니처럼 살았다. 국방부와 합참을 돌아다니며 무기체계와국

방과학기술의 기획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샅샅이 살폈다. 필요 문서를 수집하고,

비공개자료인경우에는국방부와합참이기품원에게비밀문서를배부하도록협조를얻었다.

신생 조직인 기품원을 국방부와 합참에 알리는 홍보 대사 역할도 수행하였다. 3개월의 수집

끝에 1만여 페이지에달하는비밀문서를기품원에가져올수있었다. 이 때 수집한 각종자료

와 문서는 기품원 기획능력의 초석이 되었다. 미래소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위한「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은그렇게해서태어날수있었던것이다.



방위력개선사업기술지원은방위사업청과합동참모본부, 각군등의방위력개

선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적기 전력화에 기

여하는 업무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소요결정, 작전운용 성능, 기술·부수적

성능 등 소요결정 단계의 분야별 전문기술 검토와 사업추진기본전략, 개발실

행계획 등 구매 및 연구개발 단계에 대한 심층적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가격분석및절충교역으로방위산업을활성화시키는데도앞장서고있다.

제1절.방위력개선사업기술지원

수준높은기술지원이국가방위력을발전시킨다

제2절.미래를내다보는‘가격분석’과‘절충교역’

방위산업을경제성장의신동력으로!

제3장. 방위력개선기술지원

더강한기술로,
더높은경제성장을!



둘째, 사업추진기본전략·선행연구계획서등선행연구단계에서의효율적인사업계획의제

시와 무기체계 제안요청서·개발실행 계획서·시험평가·규격화 등 연구개발 및 구매 단계

에서의전문적인기술지원을포함한다.

셋째,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기술검토 및 M&S를 활용한 획득사업별 분석 등을 통한 방위력

개선사업의효과분석및대안수립을위한기술지원을포함한다.

기품원은 국방연구개발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전략수립에 기여하고, 무기체계 전 분야·

전 순기에 걸쳐 기술지원 업무를 증가시키면서 국가 방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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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력개선사업,기술지원이우선이다

적기전력화가가능하도록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이란 무기체계의 과학적ㆍ경제적 획득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분석, 무기체계의 가용성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한 신뢰성 분석, 무기체계 및

전장관리체계의상호운용성수준조사·분석등의업무를수행하는것이다.

2006년방사청설립초기의국방연구개발환경은선진국의핵심기술이전통제로무기체계와

핵심기술에 대한 독자개발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또한, 국내 방산업체는 정부 의존

적인내수위주의연구개발로인해해외경쟁력은떨어지고연구개발기반이취약한반면, 소

요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는 날로 첨단화되어 이에 따른 연구개발 소요비용 및 기간이 증가

되는 추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품원은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기

술지원으로방사청, 합참, 각군등다양한국방분야의방위력개선사업전반에대하여적기전

력화가가능토록기여해왔다.

기품원의방위력개선기술지원의세부적인업무영역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 결정, 작전운용 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등 소요결정의 단계

분야별전문적기술검토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기술기획·평가의주업무외에도

체계적이고심층적인기술지원으로방위력개선사업전반에대하여

적기전력화가가능하도록기여해오고있다.

◀

[도표 2]

기술지원업무수행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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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포럼, 기술지원수준을높이다

기품원은 전문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정보교류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를 초빙하여‘전문가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6년에 15건이던 전문가 포럼 개

최 실적이 2007년 30건, 2008년 4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36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0년 다시 53건으로 증가하였다.단순히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국내 최고

수준의전문가를초빙함으로써방위력개선사업의지원수준을높이고있다.

이처럼 기품원은 국내 연구개발 기반과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방부, 합참, 방사

청등각고객별로방위력개선사업에대한기술지원을지속적으로강화해오고있다.

그러나,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전문적인

분석 지원을 통하여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핵심무기체계에 대한 독자적 개발능력

을확보할수있도록도전적인선행연구가활발하게이뤄져야하는시점이다.

이를 위해 대외기관 기술지원의 적기 처리 및 질적 향상은 물론 선행연구·탐색개발 등 획득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획득대안 제시,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비용분석 및 획득

전략 등을 분석한 표준연구모델의 개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지원업무를 활성화하는

SBA(Simulation Based Acquisition) 기반체계 구축은 물론 대외 논문기고, 외부전문가 초청포

럼, 절충교역등을통한전문역량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다.

2
8

4
>

2. 최적의획득대안을제시하라

기술지원, 전영역과전단계에걸쳐확대하다

기품원은방사청설립이래로방위력개선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한기술지원업무를수행하

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기술지원 업무는 2006년 64건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638건으로 10배나증가하였다.

이를 획득사업 단계별로 보면, 선행·탐색 및 체계개발 단계 기술지원 분야가 전체의 약 64%

를점유하여획득전단계에걸친기술지원능력이향상되었음을알수있다.

또한무기체계별로구분하여보면지휘통제통신과감시정찰이전체의약 46%를점유하였고,

기동, 항공, 해상무기 등 플랫폼 분야가 30%, 유도방공, 화력무기 등 타격분야가 21%, 화생방

무기체계분야가2%의분포를나타내고있다.

기술분석, 전문적인능력을강화하다

기품원의 기술분석부는 방위력개선사업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툴과 기법

을 사용하여 무기체계 상호운용성과 M&S를 활용한 전문적인 기술검토 지원을 수행하고 있

다. 2007년엔 기술지원 실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동시에

업무난이도도향상되었다.

기술분석지원분야는점점복잡해지고기술지원요청업무도증가하고있기때문에기품원은

효과적인업무처리를위해신뢰성분석도구(RGA Pro, LDRA, Block Sim, Weibull++, ASENT,

Relex 등), 상호운용성분석툴(OPNET), M&S모델(EADSIM) 등을확보하고지속적으로전문분

석능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동화된 툴을 사용하여 정량적, 객관적인 지원업무를 수

행하고있다.

아울러이러한과학적이고정량적인기술분석업무의수행을위하여국방M&S무기체계표준

데이터 개발, 상호운용성분석 체계, RAM 목표값 설정 시뮬레이션 체계(ALPHA), 육상·해

상·공중장비용 야전운용제원 수집·분석체계(LAMBDA), 내장형SW 기술정보 통합관리 체

계구축등을추진하고있다.

논문학회발표, 기술지원기반을강화하다

기품원은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대외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반강

화에주력하였다.그결과 2006년에는 1건이던대외논문이 2010년 54건으로크게증가하였다.

발표기관도 2006년 2개기관에서 2007년 3개기관, 2008년 9개기관, 2009년과 2010년에 23개

기관으로다양화하여양적으로나질적으로계속증가및개선되고있다.

이는획득대안수립시전문적국방과학기술조사·분석·합리적연구개발방향결정을지원

하고 비용 효율성 및 최적의 획득대안 제시를 요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

품원의기술지원능력이꾸준히향상되고있음을보여주는중요한지표라할수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방위력개선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하여

기술지원을확대하고분석능력을강화하는한편, 다양한학술활동과

전문가포럼등을통해기술지원기반을강화시키고있다.

EPISODE

기술지원도‘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으로~!

기품원이 개원하고 1년쯤 지난 2007년.‘군 위성통신단말 창정비 사업분석평가’라는 선행

연구 사업을‘방사청 사업분석과’로부터 연구용역(사업기간 6개월)을 받게 되었다.‘창정

비’라는말자체도생소하던때였다.

그런데 당시에는“창정비를누가할것이냐?”가 초미의관심사였다. 군에서 할것이냐, 아니

면민간에서할것이냐, 군에서한다면육·해·공군중누가할것이냐, 이러한창정비주체

별로 비용 분석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분석도 다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업무

초기, 우리는 아무런 자료도 분석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오직“기품원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자!”는 열정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우린 격물치지의 자세로 책상에만 앉아 있지 않았

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업체를 돌면서 위성단말장비 정비과정을 답사하고“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시켰다. 혼자서 또는 해당 연구기관의 힘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연구였다. 각 군으로부터협조를받았으며업체로부터도기초데이터를수집하였다.

군위성통신 사업비보다 13년간의 창정비에 드는 금액이 더 많았던 터라,‘창정비 사업분

석평가’연구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컸다. 결과 보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잠도 오

지 않았다. 밤에 잠을 자고 있으면 꿈에서 위성이 머릿속을 날아가면서 다량의 데이터를

송수신해 주던 적도 있었다. 꿈에서 힌트를 얻은 나는 새벽에 회사로 달려가서 일을 처리

했다.

“진인사대천명! 지극 정성을다하니꿈에서답을가르쳐주는구나!”

몇 달간 새벽 출근과 야근, 불면증에 시달린 산고 끝에 드디어 용역 연구가 막을 내렸다. 업

체 및 각 군의 이권이 달린 연구였기에 조심스러웠지만 모두가 개인 생활을 포기하고 일심

동체가 됨으로써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때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기품원의 새로

운기틀을다져나가던시절의추억으로남아있다.



후세계방산시장을전망하고있다.

가격분석 업무는 군수품 수출·입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 및 제공, 국가·분야별 물가지

수 및변동률 산정 및 제공, 가격정보 공유체계유지관리·보완 및발전, 가격분석업무 및 기

법연구, 비용분석지원및전산모델확보, 국제방산시장조사및분석제공등을포함한다.가

격정보 획득프로세스는 먼저 획득 의뢰 받은 접수 품목에 대한 품목 식별 작업을 거친 후, 미

국 군수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 간행물 등 활용 가능한 획득원을 검색하여 가격정보를 획득

한다.의뢰품목중고가이거나, 긴요품목의경우국외재외무관을통하여가격정보를획득하

기도한다.획득된정보는종합하여분석프로세스를거친후의뢰부서로통보하게된다.

2. 프로세스는혁신적으로,분석은전략적으로!

가격정보획득, 프로세스부터개선하라

가격정보획득업무는양질의가격정보와분석한정보를방사청‘목표가’담당자에게적시제

공함으로써 적절한 목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이다.목표가(Target Price)는 국

외 조달 상업품목에 대해 경제적인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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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분석,가격흐름을분석하고시장을전망하라

모든방산정보를한손안에!

지난 2008년부터우리정부는방위산업을‘신경제성장동력’으로선정하고수출에많은노력

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은‘무기수출 세계 17

위, 무기수입세계3위’와같이매우낮은수준이다.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잠재고객이누구이며언제, 어떤성능의무기체계가필요한지를파악하여이에맞는무기

체계를연구개발해야한다.이를위해변화하는세계방위산업시장동향을파악하고이에대

한면 한분석과예측이필요하다.또한개발한무기체계의판매대상국가들에대한정치·

경제상황과미래전장환경에대한분석을병행해야한다.

국가 간 거래되는 무기체계 가격은 성능과 함께 계약 시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민간 시

장에서는제품가격이수요와공급에의해주로결정된다.반면방산시장은공급자우위, 독점

적 공급, 기술 우선주의 등 매우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국제 방산시장의 가격정보 흐름과

주변환경을올바로파악하는것은방위산업경쟁력강화측면에서매우중요한일이다.

이에 기품원에서는 수집한 무기체계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목표 가격 설정업무를 지

원하고있으며, 국가별군수품생산과수출동향, 무기체계별기술발전추세분석을통하여향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가격정보획득및분석, 세계방산시장전망정보를

적시에제공하는등마케팅관점에서기술기획을지원하고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부터보다합리적으로

프로세스를개선하고지속적으로분석기법을개발하는등

가격분석업무를지속적으로개선발전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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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방가격정보서비스(DPiS)를 구축함으로써 가격정보 획득, 분석, 통보 등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국방망과 인터넷을 동기화

하여인터넷검색시편이성이높아졌다.또한기존자체개발한프로그램인웹크롤러와 PAS

를 탑재하였다.방사청 전자조달시스템과의 연계는 물론, DTiMS 탑재를 통하여 정보 제공의

활용성이크게증대하였다.

부품의경우물가지수, 수량, 학습률등에기초한통계분석을통하여적정구매가격추정치를

제공하고있다.장비류의경우유사장비가격, 물가지수,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계약수량,

학습률, 해외 전문가 의견, 회귀분석, 타 기관 구매실적, 최종 구매기간, 가격 상승 외부요인

등다각적검토를통하여적정구매가격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가격분석은대상품목식별여부와풍부한데이터베이스자료에큰영향을받는다.또

한 정량화가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수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장비류를 대상으로 목표가 설정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있다.대내외가격분석관련학술활동을통하여기법및방법론도출을위한연구가지속

적으로수행중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보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존 가격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제하고 있으며, 가격정보 획득 시 식별한 자료를 목록화 부서에 직접 통보함으

로써업무프로세스를크게개선하였다.

물가지수정보, 최신내용으로더풍부하게

목표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 가격분석 시 과거 실적가를 보정하는 중요 요소가 물가지수이다.

이러한물가지수는자료의연계성과객관성을바탕으로체계적으로관리해야하는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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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입찰이나가격협상시참고할수있도록내부적으로설정하여활용하는가격을말한다.

합리적인목표가를설정하기위해서는양질의가격정보제공이필수적이며, 지속적인획득원

발굴과효율적인검색시스템이뒷받침되어야한다.

기품원은 가격정보 획득 프로세

스 개선을 위하여 기존 간행물

형태로 구독 중이던 정보 획득

원을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 인터넷에

서 가격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웹 크롤러

(Web Crawler)를자체개발하였

다.특히웹크롤러는사전설정한사이트주소를통하여일괄적으로가격정보를검색하고수

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2007년 방사청이 주관한‘혁신경진대회’에서 출연기관 부문

최우수상을수상하였다.

또한목표가설정, 업체제시가격의신뢰성검증, 해외구매협상시가장유용한자료로활용

가능한 재외 무관 가격정보 획득을 위해 매년 무관 교체 교육 시 해외 가격정보 획득 교육을

실시하고있다.그결과가격정보획득률이2006년 24.5%에서 2010년 42%로개선되었다.

분석기법과분석기반을선진화하라

고객의 높은 요구 수준을 만족

시키려면 양질의 분석정보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가격 분석 기법에 대한

심도깊은연구가필수적이다.

이에기품원은 2006년을시작으

로 2년 마 다 2명 씩 미 국

Management Concept 사에서

실시하는미연방획득규정상의가격분석기법교육을수료하도록하고있다.현재총 6명이선

진 가격분석 기법을 습득하였다.또한 단계적으로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가격분석 모델을 구

축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또한 2007년에는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

하여습득한지식을기반으로팀내자체적으로시스템구축을위한연구를진행하였다.그결

과기초통계, 회귀분석, 시계열분석기법기반의물가지수, 비용-수량, 회귀, 이동평균, 순현가

기법을탑재한가격분석시스템(PAS, Price Analysis System)을자체개발하였다.

분석정보를적시제공하고원활하게환류시켜라

가격정보의획득및수집업무도중요하지만, 수집한정보의분석과적시제공역시중요하다.

이러한 가격정보 분석 및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해 2006년 이후 원 차원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국방가격정보서비스 체계 개발 사업을 반영하였다. 이후 2008년 기품원 정보화사업

과연계하여시스템을자체개발하여업무에활용하고있다.

▶

[그림 3]

가격정보자동검색프로그램화면

▶

[그림 4]

가격분석시스템(PAS) 화면

◀

[그림 5]

국방가격정보서비스(DPiS)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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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근거로함으로써신뢰성을높였다.

기품원은 또한 단일 무기체계의 기술동향 및 시장 전망 자료를 수록한「국제방산시장

FOCUS」지를격월발간하고있다. FOCUS지는가까운시일내국외도입및전력화가예상되

는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향후 계약 및 협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되었다.또한,「국제방산시장 FOCUS」를「세계 방산시장 분석

보고서」와함께DTiMS에탑재함으로써활용성을크게향상시켰다.

3. 절충교역,핵심기술획득의창구를열다

무기체계와핵심기술을동시에

기품원은2006년부터방사청의절충교역업무를지원해왔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내외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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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관리체계는 기준 연도 변경에 따른 과거 누적자료의 동시 변경이 미흡하여 자료의

연계성측면에서제한사항이있었다.

이러한 제약요소를 고려하여 기준 연도 변경 시 과거 누적자료를 재탑재하여 자료의 연계성

을 극대화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집대상 국가도 기존 26개 국가에서 72개 국가로 대폭

확대하여제공함으로써그활용성이크게높아졌다.

세계방산시장의흐름을잡아라

기품원은세계방산시장

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

하고 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위해 2009년부

터 매년「세계 방산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

고있다.

무기체계 및 첨단장비

에 대한 국제 방산시장

에 대한 분석 정보가 국

내에는 부재한 실정인데, 국외 구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는 국제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국외 도입 및 전력화가 예상되는 무

기체계에 대한 국제시장의 동향 및 분석, 향후 시장분석에 대한 정보는 국외 도입사업의 계

약협상 능력의 제고뿐 아니라 획득단계별 의사결정, 향후 수출전략 수립에 절대적으로 필요

한것이다.

따라서세계방산시장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세계방산시장분석보고서」는방위산업경쟁

력강화측면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2010 세계방산시장보고서」는 2009년분석보

고서의 개정 증보 형태로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재구성했다.단위 무기체계 위주

의 시장 분석에서 무기체계 분야별 시장 분석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국가별 획득프로그램과

방위산업 현황 등을 추가하여 수록함으로써 방산 수·출입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도를

높인것이특징이다.

보고서에는세계방산시

장의 전반적인 동향, 지

휘통제·통신에서 방호

분야까지 7대 무기체계

별 시장정보와 향후 10

년간 생산 전망, 주요 9

개 국가의 전력구조, 방

위산업 동향 및 획득프

로그램 등이 수록되어

있다. 통계자료는 스톡

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Forecast international, Teal Group 등세계적으로권위있는보고

▶

[그림 6]

「세계방산시장분석보고서」(2009, 2010)

EPISODE

가격정보자동검색프로그램개발,우리손으로!

“가격정보자동검색프로그램개발!”

2006년 가격분석 업무 인수 초기, 업무 조기정착과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우리 팀의 숙원적

과제에착수했다. 하지만, 걱정이앞섰다.

“시스템개발비용은없고, 업무효율성을높이려면반드시필요한시스템인데!”

비록좋지않은여건이었지만가격정보수집업무는우리팀의피할수없는임무였기에우리

가슴속에는프로세스혁신에대한열정이강하게불타올랐다.

“그동안 단순 반복적이기만 하던 가격정보 수집 업무가 아니었던가. 우리가 직접 구글

(Google)에대적할만한웹크롤러(Web Crawler)를 개발하자!”

이러한 의욕을 가지고 팔을 걷어붙였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상의 일반 포털

사이트는 웹 크롤러와 같은 웹 에이전트 로봇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검색영역을 확장해

나가는게보통이다. 하지만우리는달랐다.

“대한민국에사는홍길동을전부검색하여보여주기보다는우리가찾고자하는바로그‘홍길

동 씨’, 즉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에 사는 홍길동만을 찾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정영역에서특정정보검색이가능한웹검색프로그램개발은그렇게시작되었던것이다.

6개월간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우리의 웹 크롤러! 그것은 사전 정의된 검색사이트

(seedURL)를 통하여가격정보를검색하고수집한뒤, 해당웹페이지를분석하여사용자가원

하는 정보만을 추출(parsing)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있었다. 비록 일반 상

용검색프로그램에비하여디자인도소박하고성능도단순할지모르지만, 우리힘으로해냈다

는기쁨은무엇과도바꿀수없는큰보람이었다.

▶

[그림 7]

「국제방산시장 FOCUS」지

절충교역을통해핵심기술을단기간에획득해나가면서

방산수출물량확보, 무기체계기술및장비획득,

더나아가국가전력과국방기술경쟁력을향상시켜나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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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활동을의미한다.

현재기품원에서는부품생산기술, 창정비기술, 성능개량기술에대해서기술가치평가를수행

하고있으며, 그외연구개발에대해서는국과연이담당하고있다.

기품원은 국방분야 최고의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으로서 2006년부터 절충교역 업무를 시작

한 이래 총 102개 국방획득사업에 대해 587개 기술의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또한, DOV 모델을 이용하여 5년 동안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한 결과, 국외업체의 총 제안가치

83억 2천달러의 44.8%인 37억 3천달러정도만을인정함으로써 45억 9천달러의가치를절감

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기품원은 과학적이고 정확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 부풀리기

를막고, 이전대상기술의질적수준을향상시켜보다완성도높은기술을실속있게획득하여

절충교역이과학기술의발전과방위산업육성에실질적으로기여하도록추진하고있다.

절충교역협상, 우선순위에따라

기품원은 2006년부터 5년 동안 총 79개 사업을 대상으로 349개 기술에 대한 절충교역 협상방

안을 방사청 IPT에 해당 사업별로 제기하였다.이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총 35개

사업에서총172개기술이최종선정되었다.

원내 각 부서에서 제출한 협상방안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절충교역 협상방안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DOPPS; Defense Offset Proposal Priority Selection Model)’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

며, 협상방안심의회를통해결정한최종협상방안을방위청 IPT에제출하고있다.

또한 방사청 IPT로부터 통합협상방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받아 부품생산 및 창정비분야

72개사업 1,527개기술에대한기술검토를실시하였고, 방사청 IPT와함께사업협상에도 170

회 참여하여 절충교역을 통한 예산절감 및 국방연구개발과 연계된 핵심기술 및 장비들을 획

득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기술가치평가모델DOV, 독자적으로개발

2006년 기품원은 국방분야 국내 최초로 수행하는 기술가치평가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절충교육 업무 요령’을 제정하여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절충교역 기

술가치평가전용모델인DOV(Defense Offset Valuation model)를개발함으로써절충교역업무

의내실을강화하였다.약 2년여에걸친연구끝에, 각기상이한절충교역기술유형에모두적

용가능한절충교역전용기술가치평가방법론인DOV모델을독자적으로개발한것이다.

DOV모델은하나의특정한기술가치평가 방법론으로만 기술을평가하지 않고가급적다양하

고검증된기술가치평가방법론을병행활용하고, 그결과에대한비교분석과정을거쳐최종

가치를추정한다.그결과DOV모델이이론에만머무르지않고, 평가결과를실제절충교역업

무에 반영하고, 절충교역 협상에서 해외업체의 제안가치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추가기술을

획득하는데에도매우유효하게활용할수있다.

DOV 모델은 미국의 국방 관련 저명 학술지인 미국 안보정책연구원 발간「DISAM」에 게재되

어그객관성과우수성을인정받은바있으며, 현재실무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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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또는부품의수출등일정한반대급부를제공받는것을조건으로하는교역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유럽 우방국과 교역 시 무기체계 판매에 대한 반대급부의 일원으로 시작

되어 현재 전 세계 약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무기체계 획득 시 통상적인 군사기술

획득및부품생산물량의창구로널리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는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198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총 사업금액이 1천 만 USD 이상일

경우계약금액의50%이상가치의절충교역을추진하도록되어있다.

우리나라의절충교역획득대상기술은연구개발기술, 창정비기술, 부품생산기술, 성능개량

기술등 4가지가있다.이러한절충교역대상기술은국외기술교육, 국내기술지원, 부품생산

물량획득, 창정비물량획득, 기술자료, 그리고소스코드등의다양한방법을통해획득한다.

우리나라 절충교역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기술의 획득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8년 말 기준으로 총 467개의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대하여 계약금액 267

억달러의 45%인약 120억USD의절충교역이이행되었다.

절충교역으로 획득한 기술내용을 분석해 보면, 연구개발 기술획득이 51%, 방산물자 및 일반

물자수출이31%, 그리고장비획득및기타사항이18%를차지한다.

연구개발 기술의 획득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양적인 기술획득

보다질적인측면에서내실있는기술획득을위한제도개선이필요함을의미하고있다.

절충교역을통해구매국은타국에서무기를구매하는대가로자국의국방기술력을비교적단

기간에 제고할 수 있으며 방산기반이 취약한 자국의 방산기반 확보와 수출물량 획득, 무기체

계운영의전주기간창정비기술및장비를획득운영할수있다.

그 결과 자국의 소요군, 국방 관련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능

력제고및연구능력향상등의효과뿐만아니라국방예산절감및전력증강, 더나아가국가

전체의기술경쟁력향상을통한파급효과도상당한것이다.

4. 절충교역은다각적으로,기술가치평가는과학적으로!

절충교역, 과학적인기술가치평가가관건이다

절충교역이성공하기위해서는“원하는기술을양적ㆍ질적으로만족할만큼획득하기위해서

국외업체가제안한기술의가치를얼마나논리적, 합리적으로평가할수있느냐”가관건이다.

즉, 기술가치평가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얼마나 논리적이

고합리적으로평가하느냐가협상의성패를좌우하기때문이다.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는 1990년대 이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매우 빠르게 주

목받고 있는 분야이다.기술평가(Technology Assessment)와 구별되는 기술가치평가는 무형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의 가치를 화폐 단위, 등급, 점수 등의 단위로

과학적인기술가치평가가절충교역의관건인만큼

다양한모델을개발하는등기술가치평가를강화하여

기술발전과방위산업육성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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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TV 모델 개발 외에도 숙원사업이던 절충교역 업무 평가·관리 시스템(MPOT)을 용역

사업으로구축하였다.

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술가치평가와 절충교역 관리업무를 전산화하는 사

업으로 이를 통하여 절충교역 지원업무를 한층 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대

외적으로도기품원기술가치평가업무의신뢰성을제고시키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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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최초, 국가공인기술평가기관지정

2008년 7월 기품원은 국방분야 최초로 지식경제부 지정‘국가공인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되어,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인성을 인정받았다. 국가공인 기술평가기관 지정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6개월여 기간의 준비 끝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평가기

관의 기술가치평가 고유모델 보유 유무가 국가공인 기술평가기관 지정의 주요사항으로 대

두되었다.

DTV개발, 국방기술의활용도높여

2009년 기품원은 국방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절충교역을 제외한

다양한 국방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착수하여,

2010년‘국방기술가치평가방법론(DTV모델 : Defense Technology Valuation Model)’을완성

하였다.

DTV 모델은국방기술이갖고있는안보강화, 전력증강, 방산육성등공익적특성을기술가

치평가에반영하여국방기술의가치를보다합리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DTV는 국방R&D 계획 및 성과평가 시 해당기술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해 다양한 의사결정

을지원할수있을뿐만아니라국방기술의이전및사업화등에활용하여국방과학기술의활

용성강화에도기여할수있다.

▶

[그림 8]

DTV 기술보고서(2009)

▶▶

[그림 9]

절충교역업무평가·관리시스템(MPOT) 화면

▶

[그림 10]

제2회절충교역발전세미나(2008)

EPISODE

과학적가치평가로협상에서완승을거두다!

추진하는 사업마다 어렵지 않은 사업이 없었지만 2006년 수행한‘보잉사의 공·잠대함 하푼유도탄 사

업’이가장기억에남는다. 이 사업은대정부간구매(FMS)사업으로미정부에서몇달후 FMS 신청행정

비용을 2~3배로 인상하기로 공포하여, 만약 절충교역으로 기본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행정비용 수백만

달러를추가로지출해야하는긴급상황이었다.

보잉사는처음에‘하푼전술훈련시스템기술’을제시하였으나기술가치평가결과법정인정비율(30%)

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보잉사에서는 추가제안을 제시하였고, 기품원에서는 보잉사의 추가 제

안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를 실시한 후, 방사청과 함께 절충교역 협상장에서 보잉사와 대

면했다.

“2차 평가결과을 보면, 보잉사의 추가제안이 한국 해군에 매우 유용하지만, 아직도 법정 인정비율에는

미치지못합니다”

이러한기품원의평가결과설명에보잉사에서는과거기품원개원전의절충교역추진사례를들면서, 이

번 평가결과는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면서 철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방사청(IPT)에서

도오히려기품원을설득하기시작했다. 그러나우리는물러설수없었다.

“기품원은 이번 가치평가에서 개원 전에는 없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해군과기품원등의여러전문가의견을받아서평가한것이므로국내환경을정확히반영한결과입니다.

보잉사의제안내용이부족하다는것은명백한사실입니다! 단우리가추가적으로한가지대안을제시할

수는있습니다. 성능개량을 4대로 한정하지말고 해군에서보유한 P-3C기 전체(8기)에 적용하면 인정비

율을충족할수있습니다.”

보잉사와밀고당기는협상이이어졌다. 결국기품원이제안한바와같이“해군이보유한 P-3C기전체에

대한성능개량”으로최종협상이이루어졌다. 1,500여만 달러의기술을무상으로획득하는쾌거를올리

는 순간이었다. 보잉사 협상 담당자는 씁쓸한 얼굴로 협상장을 떠나야 했다. 우리가 거둔 성공은 기품원

이‘국방분야유일의국가공인기술가치평가기관’이라는자긍심과과학적인기술가치평가방법론등을

지속적으로개발발전시킨것이든든한힘이되었던결과였다. 앞으로우리는한단계더높은비상을계

획하고있다. 국방절충교역뿐만아니라국방기술민간이전시기술거래관련평가업무, 국방 R&D 과제

선정및개발성과평가업무, 국방 R&D과제선정및개발성과평가업무등을주도할수있는명실공히국

방분야최고의기술가치평가전문연구기관으로서도약하기위하여업무에더한층매진하고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부터국방핵심기술 R&D 평가업무를담당하여방위

사업청의 평가관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국방기술 평가의 새로운 주체로서

지속적인 업무혁신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내외의 인정을 받으며 국방기술

R&D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높여 왔다. 앞으로는 단순한 평가

지원을 넘어서서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위상을 확보하여 전 순기 국방R&D를

선도하는 평가정책, 평가기획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며 미래 지향적인

전문기관으로도약할것이다.

제1절.기술평가의새로운주체

국방핵심기술R&D평가전문기관으로우뚝서다

제4장. 국방과학기술평가

현재성과를평가하고
미래가치를창출하다



기술평가, 한치의오차도없이

국방 핵심기술과제 평가는 연구개발의 주관기관 또는 시제업체를 선정하는‘제안서평가’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성과를 측정하는‘성과평가’로 구분된다.평가진행은 제안내용 및 연구

내용에 대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수행

한다.

성과평가는평가기준시점에따라‘중간평가’와‘단계평가’로구분한다.중간평가는개발착

수 이후 6개월마다 측정하는‘반기평가’와 단계별 또는 연구기간 중간시점에 연구성과 및 진

도를확인하는‘진도평가’로구성된다.

일반적인 제안서평가는 제안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반기평가는 주관 연구기관의 심사분석

시, 진도평가는연구개발계획서에명시된평가시점에, 단계평가는과제종료 1개월전에수행

한다. 국방 핵심기술 평가는 방사청이 업무를 조정·통제하고, 평가계획 수립, 평가팀 운영,

평가결과종합·제출등평가업무는기품원이주관한다.

국과연은핵심기술과제공모, 제안서접수, 주관과제의연구개발및산학연주관연구개발과

제관리를수행한다.산학연연구개발기관은제안서작성과산학연주관과제에대한연구개발

을수행한다.

합참 및 각 군은 핵심기술 과제소요 제안과 제안서 및 성과평가에 참여한다.핵심기술과제의

평가에는방사청, 합참&각군, 국과연, 기품원및산학연전문가등다양한기관이참여하여객

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형묵 연구원은 당시의 업무 추진에 대해 이

렇게자부한다.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업체별 발표 순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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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방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서의힘찬행보

핵심기술, 제대로평가해야

기품원은 2006년부터국방핵심기술R&D평가업무를새롭게수행하게되었는데, 초기에는핵

심기술평가에대한조직과제도의정립이미흡한데다인프라까지미약하였으며평가에대한

경험도 부족하였다.핵심기술과제에 대한 평가 개념이 전혀 없던 터라 평가와 관련된 규정과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새로 창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품질보증 업무

만 수행해 왔던 품관소 출신 연구원들은 관련업무 파악을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평가제

도를구축하는데온힘을다해야했다.하지만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고기술평가전문기관

으로의위상을확고히다져나갔다.

기술평가팀은‘핵심기술개발사업에대한수행기관선정및평가등에대한지원’의임무를수

행하였다. 그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보면 국방핵심기술과 국방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발전

및평가수행관리, 기초연구및특화연구센터주관기관선정제안서평가, 산학연주관핵심기

술과제(응용연구, 시험개발) 연구기관선정제안서평가, 기초·특화센터및핵심기술연구개

발성과의진도및단계평가, 국방연구개발사업자체평가및특정평가업무, 평가전문인력풀

운영등이다.

‘국방핵심기술에대한평가’를맡게된국방기술품질원은

인프라가미약하고업무프로세스도없는여건속에서도

기술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을높여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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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평가도녹색으로!

핵심기술평가를종이없는(Paperless) 평가로

이명박정부가추진하는역점사업중하나가바로‘녹색성장’이었다.기품원은녹색성장정책

에기여하기위해종이없는평가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매평가마다엄청나게나오는제안

서 책자가 해마다 큰 콘테이너에 가득 쌓이게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비용을 들여 폐기처분

하던현실을개선하기위함이었다.

기품원은“종이없는평가를구축한다.”는계획을세우고바로전자평가체계구축을위해 3년

에걸쳐예산을반영하였지만, 청으로부터획득이쉽지가않았다.우여곡절끝에정보체계예

산을활용하여전문기관용역사업으로구축할수가있었다.

‘국방전자평가체계’는 기품원 내부와 외부평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주 시스템은 내부시스

템으로 평가관련 모든 정보를 관리한다. 외부시스템은 외부 평가장에서 평가를 수행할 경우

평가간사용이동용서버시스템을이용하여평가를수행하고평가종료후평가관련자료를

내부시스템에 업로딩한다. 이처럼 국방핵심기술과제에 대한 전자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 업무의 자동화 및 정보화가 가

능하게되었고핵심기술평가업무의효율성및신뢰성을제고시켜평가업무에대한대외공

신력을한층높일수있게되었다.

4. 기술평가,연구개발에활기를불어넣다

힘찬동력이되어

기품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27개의 핵심기술 과제에 대한‘제안서 평가’를 수행하였

다.이는연구비기준으로 7,282억원이다.과제수행에대한목표달성여부확인을위한‘성과

평가’는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총 808과제를수행하였다.

국방핵심기술 R&D제안서및성과평가는정부및국방부의 R&D확대정책에따라점차증가

하고 있다. 개별 기초연구 분야, 응용연구 분야, 시험개발 분야, 국방 R&D 분야 자체평가 등

각분야별국방핵심기술과제평가실적을보면 2007년총95건에서 2011년 421건으로큰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기품원은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며, 연구수행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연구완료 후 추적 평가를 실시하여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원활하

게추진될수있는동력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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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간도초시계로맞추어가며불미스러운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한결과, 기품원개

원이후현재까지평가에관한제안기관의민원이나이의가한건도발생하지않았다.”

기품원의핵심기술평가에대한기본방향은평가의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객관성확보이다.

지난 5년여동안의국방분야과제특성에적합하도록평가제도, 정책, 방법, 체계발전을위해

노력하였다. 매년 핵심기술 평가업무 개선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2008년에는정량평가항목도입과평가지표의확대, 현장실사제도도입등을통

해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을향상시켰다.

2. 달라진전문역량,국제적으로인정받다

우리국방기술평가, 세계에서도통한다

기품원은국방핵심기술연구개발평가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하는한편, 평가제도의객관성

및신뢰성을보장하기위해 ISO 9001규격의요구사항에따라품질매뉴얼및품질절차서등국

제표준화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평가관리분야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평가관리 분야 ISO 9001인증을 받은 곳은 민간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

원(KAIT) 뿐이었다.

이에 자극받은 기술평가팀원들은“우리 국방분야도 ISO 9001을 받아보자!”는 욕심으로 이 업

무를추진하게되었고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업무시스템진단과컨설팅을받아국방평가

분야에 있어서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인증으로 우리의 국

방핵심기술평가체계가국제적으로인정받는체계임을확인하였다.

평가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전문성과공정성을높여간결과

국방기술평가분야에서최초로 ISO 9001 인증을획득함으로써

우리의국방핵심기술평가체계에대해국제적인인정을받을수있었다.

▶

[그림 11]

인증규격 :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인증번호 : QMS-3368

인증범위 : 국방핵심기술연구개발평가관리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불필요한자원낭비를막아녹색성장에기여하기위해

국방핵심기술과제에대한전자평가체계를구축함으로써

핵심기술평가의효율성과함께공신력까지높일수있었다.

핵심기술연구개발과제에대해

제안서및성과평가를꾸준히확대및강화함으로써

핵심기술연구개발에활기를불어넣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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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국방R&D사업 자체평가 워크숍’을 평가위원 및 방사청

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최초로실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11월 19일에서 11월 20일까지 실시한 2차‘국방R&D사업 자체평가 워크숍’에

서는국방대, KEIT및 KISTEP의전문가들과심도있는토의를통해‘자체평가의전문성향상’

이라는성과를달성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 14일에서 12월 15일까지 실시한 3차‘국방R&D사업 자체평가 워크숍’에

서는 외부 평가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평가에 직접 참여한 평가위원이 자체평가 방법론에 대

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평가전문가들로부터 발전적 아이디어를 지속적

으로얻을수있었다.

그리고 2011년 2월 25일 국과연에 대한 기관평가를 위한 워크숍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단국대박용성교수는‘기관역량평가의이론과실제’라는주제발표를통하여국

내외연구개발기관의평가모델을벤치마킹하여기관평가의프레임워크를제시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 21일‘국방R&D성과평가발전세미나’를개최하였다.이세미나에서국방

및 민간분야 평가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 세미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방사

청,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과연, 한국국방연구원, 기품원 등에서 연구

개발성과제고를위한다양한해법을제시하였다.

특히최근들어정부연구개발의효율성제고가매우시급한과제로등장하고있는시점에국

방R&D성과평가발전을위한세미나개최는매우의미가있었다.이세미나에서는정부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다.

논의 결과 성과평가 결과를 국방핵심기술 기획단계로 환류하여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도록 하는 국방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였고 미래 국방연구개발 평가업무

의발전방향을제시할수있는훌륭한토대를마련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기품원은전문가그룹으로서국방기술평가분야를리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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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국방특화연구센터제안서평가

▶

[그림 13]

국방핵심기술DB구조설계및

우선순위평가모델연구종결보고회 (2009. 4. 10)

5. 전문가그룹으로리드하라!

다각적워크숍및세미나로전문성을높이다

기품원은각종평가관련워크숍및세미나개최를통하여국방연구개발및핵심기술의전문

성제고를위해꾸준히노력하고있다.

우선 2009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핵심기술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에서

는연구개발평가관련국내평가기관사례조사연구를수행하고핵심기술연구개발평가제도

및 방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해외 평가기관의 평가제도 및 평가방법을 연구하여

핵심기술 평가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특히, 이 워크숍에서 논의된‘전자평가시

스템 조기 도입 및 활용 필요성’은 추후 2010년에 전자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보다차원높은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다양한주제의

워크숍및세미나를통해전문가그룹과소통하고

새로운대안을모색하면서국방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거듭나고있다.

◀

[그림 14]

국방R&D성과평가발전세미나

(2010. 10. 21)



국방과학기술 분석에서는 국방획득 M&S, 상호운용성, SW, 신뢰성 분야의 과

학적·정량적 분석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정책·제도 보완 등을 수

행하고있다. 한편, 객관성있는평가체계를구축하여핵심기술과제·국방연구

개발 과제 평가 및 절충교역 가치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방위력개선사업의경쟁력강화에도기여하고있다.

제1절.국방획득M&S

상상하고, 검증하고, 표준화하라

제2절.국방상호운용성

전략적으로네트워크하고긴밀하게소통하라

제3절.무기체계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기획, 소프트웨어중심으로대전환하라

제4절.국방 RAM

국방유일의신뢰성전문기관, RAM발전을선도하다

제5장. 국방과학기술분석

기술의가치,
그능력을끌어올리다



학군건설을위한새로운무기체계를획득하고, 운용하는일련의과정에서그수요가더욱증

가하는추세에있다.따라서앞으로는국방획득M&S라는수단을합동실험, 전투실험등에활

용하여 군사력 건설 방향을 검증해야 하며, 미래 군사력 건설·운용의 과학화에 필요한 국방

M&S응용체계구축등의추진이필요하다.

따라서 기품원은 획득 M&S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통해‘국방 유일무이한 획득

M&S전문기관’으로도약하기위한마스터플랜에따라, 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다.

2. 국방획득관리를선진적으로대전환하라

불모지‘국방M&S기술기획’을개척하다

국방 M&S 기술기획은 2006년 이전까지는 기술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무기체계와 국방기술

획득정책수립에필요한관련기관자료제공, 연구개발과제및핵심기술도출, 국방M&S분야

의기술수준조사등이한번도수행된바없었다.

그러나 2006년 방사청 개청과 기품원 개원을 필두로 8대 무기체계 분야 중 기타 무기체계의

한 분야로 M&S체계가 설정되었다.기품원은 M&S분야의 기술수준 및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

제
2장

제
1장

3
0

7
제
3장

제
4장

제
5장

제
6장

상 상 하 고 , 검 증 하 고 , 표 준 화 하 라

3
0

6
>

1. 국방M&S분야의청사진을그리다

국방M&S로획득전순기업무를과학화

기품원의 새로운 임무 중의 하나는‘국방획득 M&S’였다.‘국방 획득 M&S 업무’란 무기체계

의전수명주기에걸친국방M&S분야기술분석, 정책·제도발전연구를통한무기체계획득

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경쟁력 강화, 획득 전 순기 업무체계 과학화를 위한 M&S 분야

의 기술기획 조사 분석, M&S 분석결과 검증 및 효과분석, SBA 통합정보체계 구축, 국방 M&S

분야인정업무, M&S무기체계표준데이터개발등을포괄한다.

본 업무는 과학화된 모델 및 툴과 기획 인정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필

요로하는핵심적인일이다.

따라서기품원의M&S관련세부업무는M&S분야기술기획조사·분석, M&S 분석결과검증

및 효과분석, SBA 통합정보체계 구축, 국방 M&S분야 인정, M&S 무기체계 표준데이터 개발,

획득단계간M&S기술지원등이었다.

‘국방유일의획득M&S업무전문기관’으로

국방 획득 M&S 업무는 국방개혁 2020 및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하여 정예 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이후

국방획득M&S분야유일무이한전담부서로서

국방M&S분야의업무를새로이설계하고구체화시켜나갔다.

2006년부터지금까지 5년여의기간에

국방획득M&S업무발전을위해초기열악한상황과

현실의어려움을극복하며많은성과를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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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A : Verification, Validation, Accreditation)’이라한다.

최근무기체계가복잡화되면서국내시험장여건과시험비용의증가로인해M&S와 VV&A에

대한관심이점차증가했다.방사청 IPT와공군은 2006년 3월 31일철매-Ⅱ체계개발동의서를

통하여 시험평가 시 M&S를 활용하도록 확정하였다. 이‘체계개발 동의서’에 따라 국과연은

통합시험시스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요구사항을 정립하여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기품원은

통합시험시스템신뢰수준을평가하고시험평가에사용가능한지여부를평가하기위한인정

업무를2008년 6월 30일국과연과계약과정을거쳐착수하게되었다.

통합시험시스템에 대한 인정업무를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하다 보니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는 물론 경험자가 부족하였다. 문헌을 통하여 미 국방성의 절차인 VV&A RPG를 확보

하였고 인정 경험을 구비한 미국 AEgis사의 자문을 얻어 검증, 확인 및 인정 활동을 수행해

나갔다.

인정업무는통합시험시스템에의한철매-Ⅱ시험항목과관련된주요성능을중심으로시험평

가시활용가능성및신뢰수준에대한평가를하는것이다.인정수락은미NASA-STD-(I)-7009

를 기준으로 통합시험시스템 사용목적에 맞게 적합성, 개발성, 사용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였다.총 25가지인정수락기준항목에대한가중치는 22명의전문가들에게 AHP 기법을적용

하여설문조사결과를반영하였다.또한인정업무분야별전문가(SME) 12명을선정운영하여

중간산출물을검토, 조치하는등의절차를적용하였다.그리고인정수락기준항목별세부평

가방법및내용과평가표를작성하여최대한정량적인평가를할수있도록정립하였다.

이렇게 수행한 인정평가 결과 달성값은 허용희망값 2.85 대비 0.15점이 높은 3.0점이었다.이

러한값은NASA-STD-(I)-7009를기준할시‘완전인정’에해당하는값으로“통합시험시스템이

철매-Ⅱ체계의시험평가를지원하기위해사용이가능하다.”는신뢰성을확보한것으로평가

되었다.

국방M&S분석, 국방예산의최적배분을지원하다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M&S 분석분야는 획득사업의 정량적·과학적 분석을 지원하는 핵심 업

무로서국방획득개혁을위해그중요성이새롭게인식되었다.

M&S분석팀이만들어지고나서가장필요한것이분석모델을확보하는일이었다.이미각군,

합참, 국과연, 한국국방연구원 등은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데 있어서 각종 분석모델을 보유

하고운용하고있었다.담당연구원들은그많은기관들이어떤분석모델을보유하고있는지,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어떻게 분석하는지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설 조직 여

건상상당히어려움을많이겪었다.

하지만 관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분석모델에 대한 설명도 듣고 자체적인 세미나도 실시하여

점차 기품원이 어떤 분석모델을 확보해야 하며 어떤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개략

적으로설정할수있었다.그결과신규모델확보를위한예산도반영하여획득하고기품원의

기능에부합하는교전및임무급분석모델일부를확보할수있었다.

다음 단계로 확보한 분석모델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

이더중요했다.그래서더많은시간과노력이투입되었다.담당연구원들은해당분석모델을

운용해 본 경험자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노하우를 배워나갔다.그 결과 K1 구난전차,

차기전차, 복합대공화기, 초음속함대함유도탄 등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에 대한 분석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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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고, 국방M&S 기술분류체계도작성, 전문가그룹선정및분류, 기술수준설문항목작

성및기술기획의미래를위한국방M&S로드맵작성등의업무를수행하였다.

국방 M&S 기술기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했다. 특히, 기술수준

조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분류 체계도의 정립이 필요하였다.이에 따라 기술분류 분야의

기본개념과 목적을 이해하고 정립하기 위하여 군·산학연의 M&S 분야 최고 전문가 21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국방 M&S 기술을 나열하고 32개 기

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명세서 및 요구수준 등을 조사하였다.그리고 기술수준조사 결과를

분석하고국방M&S분야의로드맵을작성하였다.

이러한노력끝에「2010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최초로국방M&S분야를별도장으로작성하

여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기품원이 이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과 의미는 대단한 것이었기에,

‘국방M&S’는계속개선하여발전시킬업무중의하나로자리매김할수있었다.

그리고 2006년 이후‘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및‘핵심기술기획서’에도 국방 M&S 분

야를 별도의 장·절로 편성하여 국방 M&S분야 기술추세 및 핵심기술 확보방안을 기술하였

고, 로드맵을작성하였다.그리고방사청M&S분야기술기획의핵심으로서각해당부서별, 연

도별기술지원을실시하여해마다실적을질적, 양적으로증가시켰다.

한편, 국방 관련기관 기술지원 건수를 보면 2007년 10건, 2008년 45건, 2009년과 2010년에는

워게임연동체계 성능개량 사업체계개발 기본계획(안) 검토 등 각각 32건 이상을 지원하였다.

또한 M&S 분야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핵심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2006년 이후 연간

50건 이상씩 핵심기술 검토를 수행하였고, 2009년 이후 핵심기술 중 자체과제를 발굴 2009년

5건, 2010년 3건등을제안하기도했다.

국방M&S인정업무, M&S의신뢰성을보장하다

M&S를 현실과 유사하게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현실과는 다소의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M&S 모델 사용 시 모델이 의도된

용도에 맞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검증, 확인, 인정

▶

[그림 15]

M&S발전세미나(20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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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획득M&S세미나(2007. 10. 9)

준데이터개발사업을추진하였다.

2007년 현재 운용 중인 육·해·공군의 주요 모델(창조, JANUS, 청해, EADSIM, 창공)의 기존

데이터베이스를분석하여모델에서필요로하는입력데이터의항목을정의하고, 이를기반으

로한표준데이터속성항목을도출하는개념연구사업을진행하였다.

2008년 개념연구 사업 결과에 따라 표준데이터를 관리하고 소요군에 제공할 수 있는 표준데

이터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진행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에걸쳐현재한국군이운용중인무기체계의제원·성능데이터를수집하

였다. 1단계(기동, 화력/탄약, 방호), 2단계(항공기, 지휘통제/통신), 3단계(감시정찰/정보전자

전, 함정)사업기간중각군부대및학교방문, 운용교범참조, 해당무기체계전문가로구성

된자문위원의자문등을통해무기체계제원·성능데이터를수집하고최신화하여표준데이

터관리시스템에DB를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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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과오없이수행할수있었다.

담당연구원들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기존에 이와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차

별성을어떻게둘것인지에대한고민을많이했다.

따라서 기품원은“정확하지 않은 입력데이터와 타당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반영된 분석결과

는 오히려 획득사업의 효과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잘못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무기체

계의 획득사업의 특성에 착안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작전

계획, 시나리오, 입력데이터 등을 최대한 타당하게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SBA통합정보체계구축, 효과적인M&S자원활용을시스템화하라

‘SBA 통합정보체계’는 무기체계 소요제기로부터 연구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 등에 이르는

무기체계획득관리전(全)과정에M&S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M&S자원통합저장소

(MSRR)를 구축하는 것이다. 2010년 기품원은 SBA 선진체계 연구과제 연구에 착수하였다.

SBA 선진체계 연구 목표는 국내 M&S 및 SBA 현 상황을 고려한 SBA 통합정보체계 발전방향

을제시하고, SBA통합정보체계 1단계사업의최적화구축방안을도출하여, 향후지속적이고

확장가능한 SBA통합정보체계를개발하는것이다.

SBA 선진체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운영적 관점, 체계적 관점, 기술적 관점에서 SBA 통합정보

체계최적화방안을도출하였고국방M&S자원표준메타데이터항목을식별, 도출하였다.

M&S 자원 표준 메타데이터 항목이 정해짐에 따라 기품원은 M&S 자원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

하여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2010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 2차에 걸쳐서 총

673건의M&S 자원(M&S, 도구, 데이터, 문서, 기반체계, 조직, 관련사이트등)을수집, 검증하

였다.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기 활용한 M&S 자원을 수집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방사청 IPT 실무자

를방문하여무기체계별M&S활용계획서, 개발사업종결보고서등을조사, 분석하여 277건의

신규M&S자원목록을식별하였다.

식별된 277건 중에서 기 등록한 자원과의 중복률은 약 7.5%(21건)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M&S자원은국과연이보유하고있은것으로판명되었다.

따라서 국과연의 개발부서 M&S 전문가에게 신규 파악 M&S 자원에 대하여 메타데이터 작성

및 검증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국과연 합동모의분석기술연구부는 기품원의 M&S 자원 조사

협조요청에따라육·해·공군별주요무기체계에대하여신규식별한 277건의 M&S 자원을

대상으로메타데이터작성기준에따라해당내용을작성중이다.

무기체계표준데이터개발, M&S분석을객관적·과학적·정량적으로!

M&S분석을위해사용하는입력데이터의경우분석기관마다서로상이한입력데이터를사용

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매 분석을 위한 입력데이터를 새로 작성함에 따라

예산및인력이낭비되고데이터의재사용성이저하되는문제가발생했다.따라서객관적, 과

학적, 정량적인M&S분석을위한‘무기체계표준데이터개발’이절실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입력데이터인 무기체계 제원·성능 데이터를 수집·정

리하고, 한국형 무기체계 효과도 데이터를 개발하여 입력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무기체계 표



무기체계의NCW를구현하는핵심요소로인식하여왔다.

기품원의 상호운용성 관련의 임무는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발전 연구,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술분석 및 시험평가 지원,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정보기술표준 연구,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술기획 업무 수행,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술 조사·분석, 무기체계 주파수·

전파간섭및공유방안기술검토등이다.

국방 상호운용성 업무에 대한 기관별 업무분장은 국방부와의 정책·제도 업무 협조, 방사청

과의기술·평가지원, 소요군과의상호운용성기술분석·평가업무등이다.이를위해기품

원은 국방부, 방사청, 국과연, 한국국방연구원 및 연구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하고있다.

2. 더과학적으로더자유롭게소통하도록!

정책및제도를연구하다

기품원은실제적인상호운용성기술지원을바탕으로국방상호운용성관리및절차연구를수

행하여, 국방부 및 방사청 상호운용성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정에 기여해왔다. 또 상호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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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운영성,무기체계NCW를구현하다

전략적네트워크를위하여

기품원은국방유일의상호운용

성 전담 기관으로서 국방 상호

운용성 업무의 발전을 선도하

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전

투력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

하고있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이란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막힘없이공유, 교환및운용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1992년걸프전에서각군간

상호운용성의보장이전투력우위의핵심적요소로부각된바있으며, 최근우리군에서도상

호운용성을향상시켜각종무기체계및전장관리체계간의네트워크를통한정보공유의실현

으로 NCW환경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호운용성을

국방기술품질원은국방분야유일의상호운용성전담기관으로서

국방상호운용성업무의발전을선도하고, 이를통해

전투력향상과비용절감에기여하고있다.

국방상호운용성분야의정책제도발전및연구과제수행,

상호운용성시험평가체제구축, 무기체계정보기술표준개발등의성과를

바탕으로국방상호운용성분야에서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17]

무기체계상호운용성세미나(200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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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10년국방정보기술심포지엄

(2010. 11. 4)

이는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의기술부분인 2편에대한기반연구수행에목적이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정보기술 환경변화 분석, 무기/비무기 체계 정보기술 적용/분석, 국방정보기

술기획/계획제도개선및정책화연구이다.

또한,「미래유망 IT 30선」책자를국방분야최초로발간하여미래국방 IT발전을위해적용가

능성이높은민간 IT를소개하고, IT분야의국방기술기획방향을제시하였다.이책자는국방

IT 관련 개발자, 기술기획자, 정책 입안자 등 국방 IT 분야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의 분류체계에 따른 차세대 웹, 영상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유무선 통합제어기술, 임베디드

SW기술등30개의유망 IT기술이다.

2010년 11월 4일에는‘국방 스마트 모바일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유망정보기술’이라는 주

제하에2010년국방정보기술심포지엄을공군회관에서개최하였다.

심포지엄 행사와 관련하여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국방부 차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으

며, 주제발표 부분에서는 데이터 서비스, 네트워크, 임베디드 SW,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5개

트랙에서주요 IT기술의발전방향및국방도입방안에대해심도있는발표가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2008~2009년국방 IT 조사서의활용실태점검필요성과국방 IT조사서의기존기

술재정리및신규기술도출의필요성에따라‘국방정보기술(IT) 조사·분석·평가발전방안

연구’를수행하고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기존 국방 IT 조사서에 대한 활용도 조사·분석·평가 연구, 선진 기술기획

프로세스조사및미래기술예측기법연구, 기술분과별위킹그룹구축및국방 IT조사분석방

법론등을통한국방 IT조사서신규버전을발간하는것이다.

이로써 기품원은 국방 과학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국방 정보기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명실상

부한기술기획연구기관으로발돋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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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항목 정립과 상호운용성 관리문서 개발을 통하여, 각 기관별로 상이한 상호운용성 관

련 규정 및 지침을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상호운용성 업무 추진의 일관성에 기여

하였다.

2007년부터는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발전 세미나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300여 명 이상의 관계

자들이 참석하여, 국방 상호운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명실상부한민·군상호운용성업무발전의장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다.

한편, 국방 상호운용성 분야의 정책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과제와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대한 상호운용성 분야의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성과를 거두기

도했다.

무기체계상호운용성, 검토하고평가하고지원하다

기품원은 상호운용성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등 관련문서를 통합

관리하여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상호

운용성평가지원체계’를구축했다.상호운용성평가지원기능을활용하여체계적으로평가문

서를통합관리함으로써보다쉽고편리하게평가지원업무수행이가능해진것이다.

상호운용성평가지원체계는2007년개념연구, 2008년 1단계체계구축, 2009년 2단계체계구

축, 2010년 3단계 체계 구축에 이어 상호운용성 평가지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체계 구

축 등 연차적인 단계를 밟아 상호운용성 평가지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기

품원은 전문분석 툴을 활용한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 정량적 분석, 대외기관 상호운용성 기

술지원등의사업을추진했다.

그 외에도 무기체계 정보기술표준을 개발하는 한편, 국방 상호운용성 기술기획 분야에서도

무기체계상호운용성기술을조사·분석하여기술기획및정책제도핵심기술을검토하고, 국

방과학 기술조사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에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상호운용성기술을작성하는등의성과를거두었다.

국방정보기술(IT) 기획의새로운지평을열다

2009년 12월「국방정보화법」제정에근거하여국방정보화분야에대한기획체계정립이필요

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상호운용성/SW팀을 중심으로 3개 부가 2010년에 국방부 정책연구과

제인‘국방정보기술연구및기획관리체계발전방안연구’를수행하였다.

▶

[그림 18]

제1회무기체계상호운용성발전세미나

(2007. 5. 23)



던 관행을 깨고 소프트웨어 업무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또한, 2001년, 2003년, 두 번

에 걸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국방소프트웨어 분야 전

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그뿐만 아니라 2001년 12월‘무기·비무기체계 내

장형소프트웨어개발관리지침’을제정하였으며, 2002년, 2003년에국방부및관련기관, 방산

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외설명회를 개최하여 소프트웨어 업무의 중요성과“꼭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조성해나갔다.

이처럼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리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 사업영역을 주장한 결과

무기체계내장형소프트웨어에대한품질보증임무를기품원이담당할수있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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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체계내장형소프트웨어의가치를주장하다

하드웨어에서소프트웨어까지, 시각을넓혀

2006년에 방사청 개청과 함께 기품원의 SW품질보증 업무는 방사청 SW관리팀으로 이관되어

기능이폐지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SW업무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기품원 기술기획본부 내에 SW팀이 신

설되었다. 과거의 SW품질보증 업무 대신에 SW에 대한 기술기획 업무, SW 품질인증 정책연

구, SW통합관리체계구축, 공개SW의무기체계적용성연구등으로임무가변경된것이다.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란 무기체계 내부에 장착하여 무기체계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관리 및

유지보수는물론형상관리가되지않아개발관련문서, 개발소스파일, 관련라이브러리등의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기술자료가 방치됨으로써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국방자

산의손실을초래하여왔다.

기품원은 품관소 시절부터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00년 6월, 11월에

소프트웨어품질보증업무수행체계구축필요성을국방부에보고하였고, 2000년 12월국방부

훈령제676호에내장형소프트웨어에대한관리업무를반영하여하드웨어위주로만이루어지

국방기술품질원은일찍부터‘무기체계내장형소프트웨어’의유지관리의

중요성을간파하고꾸준히그필요성을주장해온결과 2008년기술기획본부내에

SW팀을신설하고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었다.

◀

[그림 20]

2001 소프트웨어심포지엄

(200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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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2004 유도전자 /

소프트웨어분야간담회

(2004. 11. 4)

내장형SW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다

무기체계 내장형 SW 개발 시 생산되는 SW기술정보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내장형 SW의

재사용성 향상 및 민·군 기술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내장형 SW 전문분석을 통해 무기체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체계 내장형 SW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9

년개념연구를시작으로2010년 ~ 2013년까지총 4차에걸쳐서진행할예정이다.

기술기획, 국방 SW를추가하다

주요선진국(미국DTAP, 영국DTS) 및국내민간분야의 SW기술분류를조사·분석하여무기

체계 SW기술분류(안)를 작성하였으며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ver2.0),「핵심기술기획서」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국방SW기술을포함시켰다.

「핵심기술기획서」에국방SW를추가함으로써신규과제공모시국방 SW분야과제제안이가

능해졌으며,「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국방 SW기술을추가함으로써내장형 SW및 SW공학기

술에대한기술조사기반을마련하는등소프트웨어중심으로그업무의영역을넓혔다.

군·산학연협력체계를구축하다

민간소프트웨어기술과군과의협력체계구축을위해 2010년부터지식경제부의WBS(World

Best Software)사업기획에참여하고, NIPA SW공학센터와협력하여국방관련과제에대한멘

토링을수행하고있다.

1차과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멘토링사업을진행하고, 더불어 2차과제는 2011

년부터 2013년까지 2년동안진행하며, 향후개발된업체개발품은국방분야에서활용이가능

한수준까지높이도록업체에대한지원을수행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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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관리,그스펙트럼을넓히다

과제수행을위한인력을확보하다

2002년소프트웨어품질보증기반조성과더불어개발단계소프트웨어품질보증업무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게 되어, 소프트웨어 품보인력 26명 및 소프트웨어

정보체계 예산반영 요구를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2003~2007년에는 국방 중기계획에 소프트

웨어과제인력26명확보와소프트웨어정보체계구축비를반영하였다.

이런노력의결과소프트웨어과제인력을 2003년 4월에 7명, 2004년 1월에 2명등총 9명을확

보하여관련부서에배치하여운영하였다.

그러나 최초 중기계획에 26명을 반영하였으나, 국방부 및 기획예산처 등 인력조정으로

2006~2011년 국방 중기계획에 소프트웨어 과제인력 14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최초 계획

대비12명감소한것이다.이들은기품원개원과함께정규직원으로전환되었다.

전문인력으로양성하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체계 없이 상황에 따라 단발성 교육을 수행하였다.그러나 무

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하드웨어 위주의 업무에서 소프트

웨어를포함한통합품질보증체계로전환할필요가대두하였다.

따라서 기품원은 2004년부터 기존 품보인력을 소프트웨어 품보인력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

어 인력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중장기

교육계획을수립시행하고있다.

레벨별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분류하여 소프트웨어 수준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전문분야별

소프트웨어 인력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개인별 교육자력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레벨

상승을통한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통합품질보증업무수행이가능한토대를구축하였다.

프로세스인증및심사모델을개발하다

무기체계 내장형 SW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업체/기관의 내장형 SW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CMMI에 준하는 무기체계 내장형SW 프로세스 인증 및 심사모델을

개발하였다. 1차 모델은 2008년에 개발하였으며, 이 모델의 신뢰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

기 위한 모델개선사업으로 2009년에는 내장형SW를 개발하는 24개의 방산업체에 대하여

SW의 개발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그리고, CMMI 기인증 SW(2개 업체)와 미인증 업체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성과 갭(GAP)을 분석하기 위해 SW프로세스 인증모델을 시범적

용하고, 국방분야 내장형SW 개발프로세스 인증 및 심사에 적용 가능한 모델인 MND-

ESPAM (Ministry of National Defense-Embedded Software Process Assessment Model)으로

발전시켰다.

2000년부터전담부서를설치하여전문인력을확보하고인적기반을마련하였으며,

기술기획업무에국방 S/W를추가하고프로세스를개발하는등

내장형소프트웨어관리의스텍트럼을넓혔다.



관리구현의핵심요소로활용하고있다.

국방신뢰성업무는무기체계의첨단화, 정 화, 복합화지속, 연구개발중심획득체계로의전

환, 성과기반군수(PBL)제도도입및방산수출시구매국의RAM분석자료요구등의지속적인

환경변화에따라그중요성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기품원은 신뢰성 분야 기술기획, 신뢰성 정책·제도발전연구, 분석기법·절차 연구개발 및

모델·툴 개발, RAM 소요분석·검증, RAM 표준자료 구축·활용, RAM 평가·인증의 6개 분

야의전문성을키우는등신뢰성업무에대한지속적인연구와지원을수행해나가고있다.

2. 무기체계의신뢰성을보장하라

국방신뢰성분야, 정책·제도부터정비하다

기품원은 국방 신뢰성 정책·제도의 발전을 위해, 신뢰성 관련 업무지침서인‘기술검토 업무

편람’,‘미 국방성 신뢰성 업무지침서’,‘미 해군성 운용가용도 핸드북’,‘RAM업무 계획·관

리를위한업무편람’등을발간하였다.이를통해선진국들의신뢰성발전추세를소개함과동

시에우리나라신뢰성업무의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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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체계,무엇이든지언제든지믿을수있도록!

무기체계의전수명주기에걸친신뢰성분석

기품원은 국방 유일의‘신뢰성(RAM) 전담 기관’으로서 국방 신뢰성 업무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획득단계 간 과학적·정량적 신뢰성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통

한장비가동률향상과전투준비태세유지및총수명주기비용절감에기여하고있다.

‘국방신뢰성업무’란무기체계의수명주기간에걸쳐장비의신뢰성을최적화하여신뢰도가

높은 무기체계를 야전에 배치·운용함으로써 장비 가동시간을 최대화함은 물론, 운용유지비

용을절감함과동시에전투준비태세를극대화하기위한체계종합업무이다.기품원의구체적

인업무내용은신뢰성정책·제도발전연구, 신뢰성분석평가지표·기준·도구개발및분

석기법·절차 연구, RAM 목표값 설정·할당기법 및 모델·툴 연구개발, 야전운용제원 수

집·분석·DB화및관련기관환류, 획득단계간신뢰성기술지원, 신뢰성분야국내외협력체

계구축·발전등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요제기 시 신뢰성을 작전운용성능(ROC)의 핵심요소로 인

식하여 왔다.미국은 이를 핵심성능요소(KPP: Key Performance Parameter)로, 영국은 소요군

핵심요구사항(KUR: Key User Requirement)으로 제기하여 성과기반군수(PBL) 및 총수명주기

신뢰성분석의업무를담당하게된국방기술품질원은

획득단계간신뢰성분석업무를수행하고, 무기체계신뢰성향상을통해

장비가동률향상과총수명주기비용절감등에기여하고있다.

국방신뢰성업무발전을위해

국방신뢰성분야의정책·제도발전, 야전운용제원분석·DB화·환류,

RAM목표값설정추진, 정책및연구과제수행등을통하여큰성과를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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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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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업무를 수행하여 결과를 소요군, 연구개발기관 및 업체 등에 환류한다.소요군의 장비정

비정보체계(DELIIS)와 연동하여 야전운용제원을 수집하고, DB를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

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모델 및 도구를 구성하였다. LAMBDA체계는 2007년 지상장비, 2008년

해상장비, 2009년공중장비의야전운용제원분석체계를순차적으로구축하고, 2010년에통합

체계를구축하였다.

LAMBDA체계는국방부의선진경영기법에선정되어무기체계의장비및품목별고장빈도상

위품목분석등다양한분석을수행하고있다.

신뢰할수있는‘RAM목표값’을설정하다

협력적 자주 국방을 지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무기체계 개발 시 그 성능을 보장하고 현실적인

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소요제기 단계에서의 신뢰성 있는 RAM 목표값 설정의 중요성이 대두

하고있다.기품원은이런중요성을인식, 소요제기단계에서보다정확하고신뢰성있는RAM

목표값 설정을 위한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다. 체계 구축 사업은 ALPHA(Availability

Lattice Process by Heuristic Approach)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으며, 소요제기 단계와 선행연

구단계에서의RAM목표값설정을위한ALPHA-I를개발완료하였다.

기술기획, 신뢰성기술을요구하다

최근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체계의 전투준비태세 향상 및 총수명주기 비용 절감을 위한 신뢰

성기술의요구가늘어나고있다.이에따라기품원에서는국방신뢰성분야의군·학계전문

가토의를통해‘신뢰성설계·분석’과‘신뢰성및 ILS 평가’의 2가지대분류및 8가지중분류

로국방신뢰성분야의기술을식별하여기술표준분류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 및 2차 전문가 토의를 통해 국방 신뢰성 기술수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대·중분류 기술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및 국내외 국방신뢰성 최고 기술 보유기관 등을 조

사하였다.

2010년에는 국방신뢰성 기술분류와 기술수준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신뢰성 기술로드맵’

및‘국방신뢰성기술동향보고서’를작성하였다.

2011년이후에는국방신뢰성핵심기술도출및‘국방과학기술진흥계획서’,‘국방기술표준분

류체계’를통해국방신뢰성기술기획분야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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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신뢰성업무편람

또한, 국방신뢰성업무에대한공감대형성, 전문지식및경험의공유를위해국방신뢰성세미

나를매년개최하여, 400여명이상의관계자들이참석하는명실상부한민·군신뢰성업무발

전의장(場)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다.

아울러, 2010년부터 국방신뢰성 분야 군 관계자들의 전문지식 및 경험의 공유를 위해 국방신

뢰성아카데미교육을실시하여전문지식을획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또한, 국방부, 방사청, 소요군이요구하는신뢰성관련기술지원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는

한편, 국과연, 신뢰성학회, 신뢰성평가센터등과도지속적인업무협조관계를구축하여공동

연구, 세미나, 워크숍등을연2회씩주기적으로개최하였다.

야전운용제원분석·DB화·환류시스템을구축하다

2006년 이전의 무기체계의 신뢰성업무는 신뢰도 예측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개발 및 운용 시

의고장발생데이터에대한수집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따라서실제운용·배치되는장

비의신뢰도, 정비도, 가용도를 측정할수 없었다.이에 기품원은 무기체계의사용환경에서의

RAM자료의 수집·분석·환류를 추진하기 위해 분석체계인 LAMBDA(reLiability Analysis

Model Based on field DAta)를구축하였다.

LAMBDA 체계를통해소요군으로부터 야전운용제원을 제공받아자료를DB화하고주기적인



국방과학기술 정보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소요 및 획득정책 결정체

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본이 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은‘국방 분야 유

일의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기관’으로서국방기술정보를체계적으로통합관

리하면서 국방과학 기술 및 무기체계 관련 국내외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

로제공하기위해다양한서비스를실시함으로써,‘국방기술정보제공의실질

적인허브’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제1절.정보운영및관리

국방과학기술정보, 수요자중심으로통합관리하다

제2절.기술정보제공서비스

힘이되는정보, 실시간으로서비스하다

제6장.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로
미래국방력을더강하게!



보의 통합관리와 국내 민간기술 및 해외기술정보를 연계·탑재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

한서비스체계를의미한다.

2006년 1월「방위사업법」제정과 동시에 국방기술정보 통합관리에 대한 임무수행 기관이 국

과연에서 기품원으로 변경되고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를 위한 DOORS(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Retrival System) 체계가 이관되었으나 기존 국과연, 기품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일부 기관의 일부 기술정보만 통합 제공함으로써 기술정보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었다.즉 통합관리 기반이 되는 각종 기술정보들의 표준이 미흡

하여기관별로보유하고있는국방기술정보관련체계들의연계가어려운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 획득기획국과 함께 2006년 12월에는 국방기술정보 통합관리 발전 방안 정

책용역 과제를 수행 완료하고, 2007년에는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

(ISP/ITA)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대한 구현은 국방 과학기술

정보의활용성및중요성, 예산등을고려하여3단계로추진하였다.

국방기술정보 통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방망 서비스는 국방기술기획, 국방연구개발, 무기

체계구매, 국방기술현황, 군수품정보, 국방기술인력, 해외종합정보및간행물서비스등총

8개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서비스들은 국방 획득업무 단계들과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된다.현재, 2007년정보화전략계획수립시파악된총 266종의기술정보가탑재되었으며, 기

술정보 보유기관이 관리해야 할 표준 항목을 제시하고, 모든 정보들을 표준 체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있다.

특히국방연구개발및무기체계구매를통한과제식별과성과물을탑재하여사료관으로서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2,725만 5,510건의 기술정보를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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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과학기술정보,그가치는체계적인관리에서나온다

수요자중심의정보메카

국방획득업무는 최초 소요제기 단계부터 시작하여 기획, 계획, 연구개발·구매, 평가, 양산·

배치, 운영유지 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

여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국방과학기술 정보 역시

획득업무와같이원활하게통합관리해야할필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국방과학기술 정보 관리’는 획득제도 개선 이전에는 국과연 주관으로 획득정보 관리기관에

서 자체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리하도록 임무를 수행하다가 2006년부터 기품원

에서담당하고있다.

기품원은‘국방분야 유일의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기관’으로서 무기체계 전 순기 기술정보

에 대한 지식자산관리와 정보표준화를 기반으로 국방정책, 소요기획, 연구개발, 운영 그리고

민간과학기술정보와의교류창구로서그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필요한국방정보한자리에모아!

‘국방기술정보 통합서비스’는 국방 관련기관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관련 정

국방기술품질원은신뢰성있는정보관리와용어표준화,

지식재산권관리등을추진하면서‘수요자중심의정보메카’로서

그역할을수행하고국방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



제
2장

제
1장

제
3장

제
4장

제
5장

제
6장

3
2

9

◀

[그림 26]

제2회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

발전세미나(2007. 12. 12)

국방과학기술용어표준화, 사용자가더편리하도록!

‘국방과학기술용어표준화사업’은국방과학기술분야의전문용어를광범위하게수집·통일

하여 각 분야·기관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의 혼란을 없애고, 인쇄형 사전뿐만 아니라 웹

기반서비스를제공하여국방과학기술전문용어에대한접근성을높임으로써사용자의활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국방과학기술 정보분석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국방과학기술 용어 표준화를 위해 용어사전을 발간하는데, 발간 주기는 3년이다.먼저 용어

수집팀이 대상용어를 수집하여 용어선정팀에 제공한다. 국방·군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용어선정팀에서 용어를 선정한다. 이후 사전구축팀은 선정한 용어를 대상으로 용어사전을

구축한다.

기품원은2008년에 1차용어사전(약 8,000단어수록)을발간하였다.

2010년에 1차 사전발간 사업 경험을 토대로 국방과학기술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개념 연구

를수행하여전문용어표준화에대한표준프로세스를수립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의개념연구를바탕으로기존형태의용어사전발간과아울러전자사전을

발간하여활용도를더욱증대시켜나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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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23개 기관 40개 정보체계와 자동으로 정보를 연계하는 안정적인 정보수집 기반을 구

축하였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서는 국방획득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적기에찾아서활용할수있는원스톱서비스를구현하고있다.상호연관성이있는기

술정보들의 관계를 복원·관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탐색하고 비교,

분석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는것이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의 연계체계 구축은 2008년 연구개

발 평가위원 정보 상호 연계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국가R&D 표준정보 전반과 일부 필요기

능연계로확대되고있다.

특히, 2009년 2월 국방망서비스 개통 이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사용자의 자료이용 현황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DTiMS 체계 성능 개선 및 홍보로 인해 사용실적이

2009년대비 417%신장세를보이고있다.또지속적으로신규사용자들이증가하고있으며약

600명이 1일 2회이상(2011년 3월말기준)방문하여업무에활용하고있다.

▶

[그림 24]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개통(2009. 2. 26)

▶

[그림 25]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메인화면



획득업무종사자에게해외최신무기체계와기술개발에대한정보를적기에제공하고자했다.

기품원은이를위해국내ㆍ외기술정보획득및분석전파, 국방과학기술정보지발간, 국방기

술정보획득방안연구, 수시대외기술정보조사분석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각언어별담당자와무기체계담당전문위원이인터넷에서수집한무기체계와기술관련정보

를 어학요원이 번역하여 등록한다.무기체계 담당 전문위원은 정보의 등재 필요 여부 판단과

번역 정보를 검토·교정·수정하며, 보다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해 무기체계 담

당부서에검토의뢰하여의견을받아반영하기도한다.

완성된 국방과학기술정보는 온라인으로 DTiMS에 등재하여 국방망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격

월간의국방과학기술정보지, 월간의최신해외무기개발동향지, 일일의Global Defense News

에관련정보를수록하여, 군·국방관계기관, 관련업체, 학계, 연구소등에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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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정보를편리한형태로실시간으로제공하라

국방기술정보제공의실질적인허브

2006년 기품원은 기술기획업무 이관과 병행하여 국방기술정보지 발간 업무를 비롯한 국방과

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확보, 유통, 관리 업무까지 이관 받아 방사청을 지원하여

기술정보 관련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기술정보 배포 관련 업무는 2005년 말까지 국과연에

서수행하던것이다.

기술정보 관련 업무를 맡은 기품원은 기존의 국과연에서 수행하던 국방기술정보지, 시장에

나와 있는 민간 잡지, 국방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 등에 게재된 무기체계 동향 등에 대한

내용과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획득업무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두기로하였다.

먼저다양한형태로구성하되최신의해외기술정보위주로구성하고, 정보검색요원이수집한

정보, 해외정보관련기관에서수집한기술정보, 해외국방기술정보간행물, 전문가기고등기

술정보원을 다양화했다.그리고, 여러 언어권의 어학요원을 확보하여 국방기술정보 검색으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품원 기술정보팀의 기술정보 전담

요원뿐아니라연구부서의연구원과협력하여보다신뢰성있고충실한정보를생산하고국내

국방과학기술정보를온라인상의DTiMS에등재하여제공하고

유용한정보를따로선별하여정기간행물로발간하는한편,

실시간정보서비스등을통해국방기술정보를신속정확하게제공하고있다.

◀

[그림 27]

해외국방과학기술정보공개

DTiMS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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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Global Defense News

기에이르렀다.

최근 2010년 12월에「최신 해외무기 개발동향」지 3호에 게재된‘북한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

한 신형무기’에 대한 기사를 신문, TV를 비롯한 모든 매체에서 보도하고 상세정보를 요청한

바가 있었다.이는 기품원의 국방과학기술 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사례라고할수있다.

Global Defense News, 매일매일최신정보를

「최신 해외무기 개발동향」지는 월간,「국방과학기술정보」지는 격월간으로 발간되고 있으나

중요하고 시사성 있는 기술정보와 무기체계 개발내용을 국방관련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전달

하기가곤란한실정이다.

이에 기품원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실시간 일일 정보서비스‘Global Defense News’를 시작

했다.인터넷과 기타 관련 매체상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관련 해외뉴스를 일별로 정리

하여 국방관련 주요 보직자에게 매일 국방이메일로 전송하고, 동시에 DTiMS에 게재하여 모

든국방망사용자가볼수있게해주는서비스이다.

1단계로 기품원 직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냈으며, 2차로 국방망을 통해 방사청, 국방정보본

부, 해군 등의 보직자 등에게 메일 서비스를 실시했다. 2단계로 매일의 뉴스를 국방망을 사용

하는모든국방획득관련사용자가이용할수있도록DTiMS에등재하여공개하였다.

Global Defense News는모든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함으로써사용자들에게큰호응을얻고

있으며, 특히방사청으로부터정보의유용성과효용성에대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또

한 DTiMS에 게재된 정보에대한 클릭 건수가 점차적으로증가하는 한편, 추가상세정보에 대

한문의가날로빈번해지고있다.

기품원은업무의전문성을유지하는한편해외기술정보의가공방안을연구하여최적의정보

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국방 분야의 기술정보 제

공의메카’로발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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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국방과학기술정보」지

「국방과학기술정보」지, 단순기술정보부터심층분석까지

「국방과학기술정보」지는 2006년 기품원 개원 당시 기술정보 생산 관련 담당인력 미확보와

Jane’s 출판물 저작권 문제로 국과연에 연이어 발간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06년 9월 1일, 해외 기술정보 획득인력 확보로 기술정보팀이 신설됨으로써 2006년 12월부

터격월로발간되고있다.

초기에는 단순기사 성격의 정보 전달에서 시작하여 세부적인 기술 및 무기체계 분석내용을

포함한 정보지로 진화하고 있으며, 2010년 말을 기준으로 1만여 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였

다.모든정보는DTiMS를통해국방망의모든사용자에게제공하였고, 이들정보중유용하거

나 전달할 가치가 높은 정보는 선별, 가공하여 격월로 발행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지에 수록

하여배포한다.

2010년말기준으로 2006년부터

1만여 건 이상의 정보를 획득하

였고,「국방과학기술정보」지 창

간 이래 약 6만 부를 발간하여

국방부, 각 군, 합참, 방사청, 국

과연 등의 국방 관련기관, 방산

업체, 연구소 및 학계에 배포하

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국민의

무기체계와 방위산업에 대한 정

보획득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국방과학기술 정보지에 게재한 정보에 대한 문의와 추가 정보

를요구하는사례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2010년 8월,「국방과학기술정보」지 23호 내용 중에 북한의‘폭풍호’주력전차 개발동향에 대

한기사가신문, 방송, 인터넷등의모든매체에서활발하게보도된바있다.이는기품원의국

방과학기술정보공급역할에대한인식과이미지를대폭홍보하는계기가되었다.

최신해외무기개발동향지, 해외국방정보를한눈에

「국방과학기술정보」지는 해외 기술단신과 무기체계 개발동향, 주제별 특집기사로 구성된 단

순 정보제공형의 간행물로서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와 수집정보 전파를 위한 충분한

지면제공이곤란했다.또발간주기가격월이다보니신속성, 적시성확보가곤란하고기술정

보팀의 어학능력을 활용한 해외 군사 간행물 번역기사 등의 개별 원고를 게재할 공간이 필요

했다.

2010년 10월 기품원은 해외 무

기체계 개발동향 기사를「국방

과학기술정보」지에서 분리하고

해외 무기체계 개발동향과 해외

간행물에서 획득한 주변국 국방

정책 및 군사정보를 적시에 게

재하기 위해 월간으로「최신 해

외무기 개발동향」지를 발간하

▶

[그림 29]

「최신해외무기개발동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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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라,미래는꿈꾸는자의것이다

미래국방은어디로가야하는가?그것은국방기술품질원이어디로가야하는가에대한답과그궤를같

이한다.최근국제안보환경의급변에따라최첨단무기체계의독자개발과이에필요한국방과학기술

력확보가시급한과제로등장했다.국방기술품질원의책임과역할이더욱막중해지는대목이다.

지난 30년 동안 국방기술품질원은 우리나라 국방품질경영을 이끌어오는 동시에 국방기술기획의 길

을 개척해 왔다.경제적 마인드로 무장한 국방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군수품의 성능 보장과 총수명주

기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선진 국방력 건설은 물론 국가경제에 기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개방형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국방연구개발에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연구경쟁력을 강화

하고민·군통합의국가적차원의과학기술력향상에도총력을기울여온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국가 방위력 증진을 위해 기술공헌을 실현한다!”는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그 미션을 향해, 국방품질경영과 국방기술기획 업무를 새롭게 정비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우리 국민의 미래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는 국

가방위력을확고히하기위해미래를향한행보에더욱박차를가해야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미래 국방의 갈 길을 생각하면서‘세계 일류의 국방기술경영 전문 연구기관’이라

는‘비전 2020’을 설계했다.세계를 향한 도약은 우리 국방기술품질원이 반드시 가야할 길인 동시에

국가의미래국방을지키기위한유일한길이될것이다.

국방품질경영, 5년후를바라보고Ready Action!

국방품질경영부문은창설초기부터이끌어온핵심사업이다. 30년의역사동안추진해온만큼국방기술

품질원은국방품질경영부문에대해풍부한양산노하우를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획득전단계에걸

쳐업무를수행하는유일한기관이다.그렇기에앞으로국방품질경영부문의발전가능성을더욱크게열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그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국방 획득 · 군수정책 연구

전문기관’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국방기술품질원이‘세계 일류의 국방기술경영 전문 연구기

관’으로도약하기위해국방품질경영부문에서이뤄야하는목표가된다.국방기술품질원은그러한목표

를위한행동을개시했다.5년후를바라보고국방품질경영분야발전계획을제시, 추진하고있는것이다.

첫째, 국방품질경영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여 품질경영의 가치를 제고한다. 30년의 역사 동안 국방품질

경영은계속해서새롭게진화해왔다.그러나보다전문적이고세계적인품질경영을구현하기위해품질

경영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은‘양산 단계 위주의 품질보증’

에서‘평가·인증·분석중심의품질경영’으로업무의중심을전환해나갈것이다.이를위해국방품

질경영 역량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집결시켜 국가 품질로 확대하고, 품질보증의 인증 전환, BQM 위상

제고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둘째, 고부가가치의새로운업무를창출하여국방획득정책의방향을선도한다.국방력증진에기여할수

있는고부가가치의업무를창출해야한다.총수명주기업무를주도하여국방예산절감에기여하고,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획득 정책 연구에 기여하고, 방산 수출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면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것이다.이러한사업을통해국방획득정책연구기관으로서발전해나간다는전략이다.

셋째, 인적 자원 운영을 최적화한다.업무 효율성의 혁신 및 선진화는 시대적인 요구이다.이를 위해 국

방기술품질원은 단순업무를외부로아웃소싱하여 업무량증가에대처하는동시에고부가가치업무수

행을 위한 아웃소싱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동시에‘전략적 고객관리’를 병행할 계

획이다.

국방기술기획,세계국방을설계하다

2006년부터추진해온국방기술기획업무는새로운업무전환기에도래해있다.이제까지의과정이국방

기술기획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이를 심화하여 더욱 차원 높은 국방기술기획으로 발전해

나가야한다.국방기술품질원은‘세계적수준의국방기술기획을선도하는전문연구기관’이라는목표를

▶

[그림 1]

미국DCMA일행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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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했다. 이것은 국방기술품질원이‘세계 일류의 국방기술경영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

방기술기획 부문에서 이뤄야 하는 목표가 된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국방기술품질원은‘국방 획득체계

선진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방기술기획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구체적인 발전 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첫째,‘국방기술기획’의정의를새롭게재정립한다.소요군이요구하는미래국방전력목표달성을위해,

기존 협의의‘국방기술기획’을‘국방기술기획 관리’개념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즉,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할국방핵심전력및기술을합리적인조사·분석기법을활용하여식별하고, 국내민·군자

원뿐만아니라국제협력등을총체적으로활용하여핵심전력및기술을획득하기위한전략을제시하며,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의 실행 및 성과를 추적 관리하여 핵심기술을 재식별하고 획득전략을 재

설계하는활동까지포괄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

둘째, 국방기술기획 업무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기술기획

부문의업무발전을위한기본방침을설정하고그에따른단기및중기추진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

다.우선국방기술기획부문의발전을위한기본방침은‘고객맞춤형서비스, 차별화·브랜드기술기획,

전문핵심역량강화’로설정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사전기술기획 연구, 경제성을 고려

한 선택과 집중의 기술기획, 그리고 산학연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개방형

기술기획등을바탕으로, 기술기획·분석·평가, 정보의개방화, 통합·융합화, 고도화전략을추진해나

갈방침이다.

국방정책, 전력기획, 기술기획의상호연계및지원체계를강화하고, 개방형기술혁신체계를구축하여국

가과학기술을선도하며, 궁극적으로미래국방전력목표달성및국가경제발전에기여해나갈것이다.

세계로가라,세계일류만이살아남는다!

세계화는 국방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생존전략이자 발전전략이다. 국방기술품질원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국방품질경영 부문이나 국방기술기획 부문은 모두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세계일류연구기관’으로서의비전을바라보고있기때문이다.

첫째,‘세계일류의국방기술경영전문연구기관’을향해세계화전략을추진한다.

2011년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세계화를 향한 포석을 확실하게 다진 시기였다. 21개 국가와 국제품질보증

협정을완료하고국제국방품질컨퍼런스를성공적으로개최했기때문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제품질보증협정의 물꼬를 튼 것은 1984년이었다.캐나다와 첫 국제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의 수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시작으로 국방기술품질

원은 국제협력에 꾸준히 노력하여 2011년 5월까지 캐나다를 비롯하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터키, 뉴질랜드, 그리스, 체

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등 21개국가와품질보증협정을체결한상태다.

우리의 품질관리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방품질경영 제도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 강화

가 절실한 시점이다.국방기술품질원은 21개 국가와 맺은 국제품질보증협정을 더욱 확대해 우방국 간의

품질경영네트워크를탄탄히구축하고국제협력을다변화해나감으로써한국방위산업의경쟁력을강화

해나갈것이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2011년 4월 15일에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28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국방품질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는 나토(NATO) 국가 중심으로 유럽에서 개최하던‘DCMA

Host Nation Conference'를한국에유치하여개최한것이다.

‘국제국방품질 컨퍼런스’는 국방품질보증협정 체결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국내 산학연

유관기관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국방품질경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로서 한국의 국방품질

경영수준을세계에알리고국제적인신뢰도를향상시키는실질적인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받았다.국

방기술품질원은 이 컨퍼런스를 정례화하여 참가국 간의 국방품질경영 정책 및 제도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발전방향을공동으로모색해나갈방침이다.

둘째,‘세계적수준의국방기술기획을선도하는전문연구기관’을향해세계화전략을추진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부터세계의국방기술의수준을조사하는등세계적수준의국방기술기획을실

현하기위해포석을깔았으며, 앞으로도관련정책의방향설정이나인력조성시에도세계화라는목표를

전제한사업들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구체적인내용을보자면, 우선세계적수준의선진기술기획능력확보를위해‘국방핵심기술및연구개

발로드맵’작성시세계주요기술보유업체의기술수준을식별하고중점무기체계개발가능일정을제

시해 나갈 것이다.또한‘세계 방산시장에 대한 연구 분석’등을 통해 각국 무기획득 소요를 예측 및 분

석하여 방산정책 수립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국제 방산협력, 기술교류, 수출지원 정책 등의 연구’에

서 세계적 기술수준 달성을 위한 국제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국제 세미나 공동개최,

인적교류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 전략을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은‘한국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국방품질경영 부문뿐만 아니라 국방기술기획을 포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모든 사업 추진은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진정한 국방력을 갖출 수 없고 진정한 안보도 존재

할수없다.

국방기술품질원이걸어온30년을돌아보면역사의어느한순간도정체된시기가없었다.시련의

시기조차도약을위한준비기간이었을뿐이다.그러한30년을탄탄한발판삼아국방기술품질원

은새로운도약을준비하고있다.세계일류연구기관이라는비전을향한도약,그것을위해‘국

방품질경영과국방기술기획’이라는양날개를활짝펼쳐나갈것이다.

▶

[그림 2]

DCMA Host Nation

Conference

(2011. 4. 12)

▶▶

[그림 3]

한국-프랑스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수정제1호,

201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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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기관장현황

초대 성 명 이병간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32. 5. 25

병 과 보병

재직기간 1981. 7. 1~1982. 7. 23 (1년 23일)

비 고 육사 12기

2대 성 명 이갑준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32. 6. 1

병 과 포병

재직기간 1982. 7. 27~1983. 11. 15 (1년 3개월 20일)

비 고 육사 13기

3대 성 명 이창구

계 급 육군준장

생년월일 1934. 12. 24

병 과 병기

재직기간 1984. 1. 27~1984. 12. 26 (11개월)

비 고 육사 13기

4대 성 명 김세민

계 급 육군준장

생년월일 1935. 8. 22

병 과 공병

재직기간 1984. 12. 26~1987. 1. 20 (2년 26일)

비 고 육사 14기

5대 성 명 이주성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34. 8. 5

병 과 보병

재직기간 1987. 1. 20~1987. 12. 31 (11개월 12일)

비 고 육사 15기

6대 성 명 김일수

계 급 육군준장

생년월일 1941.12. 1

병 과 보병

재직기간 1988. 1. 8~1989. 1. 5 (11개월 29일)

비 고 갑종 180기

7대 성 명 양현두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37.11. 5

병 과 병기

재직기간 1989. 1. 5~1990. 7. 9 (1년 6개월 4일)

비 고 육사 16기

8대 성 명 성백관

계 급 육군준장

생년월일 1940. 8. 3

병 과 보병

재직기간 1990. 7. 9~1991. 7. 4 (11개월 25일)

비 고 육사 1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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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기관장현황

9대 성 명 최수웅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43. 3. 2

병 과 보병

재직기간 1991. 7. 4~1993. 10. 28 (2년 3개월 24일)

비 고 육사 21기

10대 성 명 유경희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43. 9. 26

병 과 보병

재직기간 1993.10. 28~1995. 4. 19 (1년 5개월 23일)

비 고 육사 22기

11대 성 명 박호철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39. 9. 1

병 과 보병

재직기간 1995. 4. 20~1996. 11. 14 (1년 6개월 24일)

비 고 갑종 165기

12대 성 명 김영갑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41. 1. 7

병 과 보병

재직기간 1996. 11. 14~1998. 4. 14 (1년 4개월 1일)

비 고 갑종 170기

13대 성 명 박기준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44. 11. 23

병 과 보병

재직기간 1998. 4. 14~1998. 10. 26 (6개월 13일)

비 고 학군 5기

14대 성 명 유홍모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46. 10. 1

병 과 보병

재직기간 1998. 10. 26~2000. 5. 17 (1년 6개월 22일)

비 고 육사 24기

15대 성 명 오치운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48. 6. 6

병 과 보병

재직기간 2000. 5. 17~2001. 5. 17 (1년 1일)

비 고 육사 25기

16대 성 명 이원형

계 급 육군소장

생년월일 1946. 3. 5

병 과 보병

재직기간 2001. 5. 17~2001. 10. 21 (5개월 5일)

비 고 육사 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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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기관장현황 주요간부진소개

17대 성 명 이원형

계 급 예)육군소장

생년월일 1946. 3. 5

병 과 보병

재직기간 2001. 10. 22~2003. 11. 4 (2년 14일)

비 고 육사 26기

18대 성 명 한광문

계 급 예)육군소장

생년월일 1948. 8. 8

병 과 보병

재직기간 2004. 2. 17~2006. 1. 16

비 고 육사 27기

19대 성 명 김철환

계 급 예)육군대령

생년월일 1947. 8. 25

병 과 병기

재직기간 2006. 2. 2~2008. 5. 31

비 고 육사 26기

20대 성 명 정재원

계 급 최초 민간인 원장

생년월일 1952. 12. 25

병 과 -

재직기간 2008. 7. 16~ 2011. 6. 30 현재

비 고 -

원본부간부진

2줄좌로부터정보체계실장김재우, 인사교육실장최석구, 재무관리실장송경록, 보안근무실장윤춘달, 대외협력실장박영창

1줄좌로부터정책기획실장허환, 기획조정부장이재화, 감사실장김용섭, 행정지원부장이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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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간부진소개

기술기획본부간부진

2줄좌로부터기술정보센터장홍문희, 항공우주전력팀장당병규, 상호운용성/SW팀장권경용, 기술평가팀장서우택, 기획총괄팀장김찬수

1줄좌로부터유도감시통신연구부장최성린, 분석평가부장심인보, 기술기획본부장고홍석, 기획총괄부장홍현의, 기반체계연구부장임종춘

품질경영본부간부진

2줄좌로부터국산화벤처센터장전재영, 창원센터장최규창, 서울센터장유길상, 품질총괄부장우순

1줄좌로부터대구센터장최재승, 부산센터장홍현수, 품질경영본부장백승호, 사천센터장홍영준, 대전센터장이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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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7. 1. 국방품질검사소창설

12. 11. '81 군수품평가회개최

7. 26. 제 2대소장취임 : 육군소장이갑준

12. 17. '82 군수품품질평가회개최(조달본부대회의실)

11.10.~23. 조본지역에서홍릉지역으로이동

1. 27. 제 3대소장취임 : 육군준장이창구

11. 8. 한·캐나다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

12. 26. 제 4대소장취임 : 육군준장김세민

1. 20. 제 5대소장취임 : 육군소장이주성

3. 17. 한·프랑스품질보증협정체결

1. 8. 제 6대소장취임: 육군준장김일수

3. 28. 한·영국품질보증협정체결

1. 5. 제 7대소장취임 : 육군소장양현두

8. 31. 소명칭변경 : 국방품질검사소→국방품질관리소

9. 26. 한·이태리품질보증협정체결

7. 9. 제 8대소장취임 : 육군준장성백관

8. 21. 한·스위스품질보증협정체결

7. 4. 제 9대소장취임 : 육군소장최수웅

10. 24. 한·미국상호품질지원협정체결

8. 3. 한·미국품질보증협정체결

9. 13. 한·네덜란드품질보증협정체결

9. 15. 한·벨기에품질보증협정체결

10. 28. 제 10대소장취임 : 육군소장유경희

11. 15. 한·스페인품질보증협정체결

7. 1. 「國防品質」지창간

10. 13. 한·덴마크품질보증협정체결

1981

1982

1983

1984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 3. 항공분소창설

3. 15.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 지정

4. 20. 제 11대소장취임: 육군소장박호철

1. 1. 조함실및조함분소신설

1. 13. 양산품형상관리업무인수(국과연→품관소)

10. 1. 소명칭변경 : 국방품질관리소→국방품질연구소

11. 14. 제 12대소장취임 : 육군소장김영갑

6. 30. 소명칭변경 : 국방품질연구소→국방품질관리연구소

7. 26. 한·필리핀군수품품질보증협정체결

4. 14. 제 13대소장취임 : 육군소장박기준

10. 1. 소명칭변경 : 국방품질관리연구소→국방품질관리소(시행)

10. 26. 제 14대소장취임 : 육군소장유홍모

1. 18. 국방품질관리소홈페이지개통(www.dqaa.go.kr)

3. 16. 한·이스라엘품질보증협정체결

4. 10. 국방품질시스템인증업무시행

6. 29. 제1호국방품질시스템인증서수여

9. 30. 한·터키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

10. 7. 한·인도네시아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

11. 12. 함정업무품보업무인수

5. 12. 제 15대소장취임 : 육군소장오치운

5. 17. 제 16대소장취임 : 육군소장이원형

6. 30. 창설 20주년기념행사

10. 22. 제 17대소장취임 : 이원형

11. 22. 한·뉴질랜드품질보증협정체결

4. 17. 품관소-동양대학교학연기술협약체결

9. 5. 한·그리스정부품질보증협정체결

9. 5. 서울국방벤처센터개소

2. 17. 제 18대소장취임 : 한광문(예육군소장)

10. 8. 인천국방벤처센터개소

10. 28. 한·프랑스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

12. 2. 제1회국방품질상시상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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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6. 24. 공공기관지방이전확정 : 경남진주혁신도시

2. 2. 국방기술품질원개원 (초대김철환원장취임)

3. 7. 창립이사회개최

4. 1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협약체결

6. 16. CI 선포식

6.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약체결

6. 20.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 1차구축

8. 10. 동양대학교와기술협약체결

9. 28.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발전방향세미나개최

12. 11. 「국방품질경영」지창간

12. 15. 「국방과학기술정보」창간

12. 20. 2차정기이사회개최

1. 12. 원기관지「기술로품질로」창간

3. 30. 국방벤처기술협력체계구축및활성화세미나개최

4. 6. 군수품부품국산화업무발전세미나개최

5. 1. 국방기술품질원홈페이지오픈

5. 3. 제3차정기이사회개최

5. 23. 제1회무기체계상호운용성발전세미나개최

6. 5.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협약체결

7. 5. 2007 국방품질경영발전세미나개최

7. 10. 경기도구리시양촌마을과「농촌사랑 1사1촌자매결연」

10. 9. 제1회획득M&S발전세미나개최

10. 18. 2007 벤처기업대상대통령표창(유공자부문, 단체표창) 수상

11. 1. 제1회절충교역발전세미나개최

11. 9. 제1회국방신뢰성발전세미나개최

12. 12. 제2회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발전세미나개최

2. 4. 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시스템구축

3. 31. 한-체코품질보증협정체결

4.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협정체결

6. 27. 국방M&S분야발전방안세미나개최

7. 15. 국산화업무발전세미나개최

7. 16. 제2대정재원원장취임

9. 9. 제2회국방신뢰성세미나개최

9. 26. 국방품질경영발전세미나개최

10. 24. 기품원·ADD·KIDA 국방정부출연기관협의회협약식

11. 28.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발간

12. 4. 제2회절충교역발전세미나개최

12. 19. 부산국방벤처센터개소

2005

2006

2007

2008

2. 4. 산학연핵심기술참여확대기술교류회

2. 5. 제1회감항인증제도발전세미나개최

3. 19. 산학연의국방R&D사업참여확대를위한세미나개최

3. 26. 정책자문위원위촉식겸조찬간담회

3. 27. 비무기체계발전컨퍼런스개최

4. 23. 제3회국방신뢰성발전세미나개최

4. 24. 방산분야체계-협력업체간상생촉진대회개최

5. 24. 기품원-한양대국방신뢰성분야협약체결

5. 27. 제3회국방상호운용성발전세미나개최

6. 23. 2009 국방품질정책발전세미나개최

9. 21. 경남국방벤처센터개소

9. 22. 한-슬로바키아품보협정체결

9. 29. 전주국방벤처센터개소

9. 30. 기품원-국립국어원협약체결

10. 20. 제3회부품국산화세미나개최

10. 22. 제3회국제획득회의

11. 11. 제3회절충교역발전세미나개최

12. 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협약체결

1. 28. 국방벤처전진대회개최

2. 17. 한국특허정보원과협약체결

2. 23. 제2회수출항공기감항인증발전세미나개최

3. 31. DTiMS 2단계구축체계국방망및인터넷오픈

4. 7. 국방분야부품국산화촉진전시회참가

5. 11. 제2회비무기체계발전컨퍼런스개최

5. 13. 제4회국방신뢰성세미나개최

7. 16. 미래국방유망기술발표회개최

7. 29. 서화 ASRP시험시설준공식 (강원도인제군)

8. 17. 국방핵심기술평가분야 ISO 9001 인증획득

9. 16. 2010 국방M&S발전세미나개최

9. 17. 공군과협력합의서체결

11. 4. 국방기술정보심포지엄세미나개최

11. 24. 제4회국방상호운용성세미나개최

11. 25. 교통안전공단과협약체결

12. 1. 2010 일하기좋은 30대한국기업수상

12. 3. 「2010 국방과학기술조사서」발간

12. 21. 제10차정기이사회개최

3. 3. 스웨덴과국방품질보증협정체결

3. 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협약체결

4. 6. 해군과협력합의서체결

4. 8. 기술기획본부이전현판식 (중림동한국경제신문사)

4. 15. 국제국방품질경영컨퍼런스개최

2009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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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협약현황

국제품질보증협정

순서 국가명 체결일자

1 캐나다 ’84.11.08.

2 프랑스 ’87.03.17.

3 영국 ’88.03.28.

4 이탈리아 ’89.09.26.

5 스위스 ’90.08.21.

6 미국 ’93.08.03.

7 네덜란드 ’93.09.13.

8 스페인 ’93.11.15.

9 덴마크 ’94.10.13.

10 호주 ’95.08.02.

11 필리핀 ’97.07.26.

순서 국가명 체결일자

12 독일 ’98.11.23.

13 이스라엘 ’99.03.16.

14 터키 ’99.09.30.

15 인도네시아 ’99.10.07.

16 뉴질랜드 ’01.11.22.

17 그리스 ’02.09.05.

18 체코 ’08.03.31.

19 슬로바키아 ’09.09.22.

20 폴란드 ’09.12.29.

21 스웨덴 ’11.03.03.

대외기관과의협약

순서 기관명 협약일자 비고

1 서울시 ’03.02.05. 국방벤처센터공동운영

2 인천시·인천송도TP ’04.07.29. 국방벤처센터공동운영

3 서울산업대학교 ’04.10.06.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06.04.19.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06.06.20.

6 동양대학교 ’06.08.10.

7 한양대학교 ’06.12.28.

8 국회도서관 ’07.05.08.

9 매일경제신문 ’07.05.16. 협약(’04.6.28)/해지(’09.5)

10 안보경영연구원(SMI) ’07.05.17.

11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07.06.05. ’09.8.24 기관통폐합

12 경상대학교 ’07.06.12.

13 인하대학교 ’07.09.12.

14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07.10.11. ’09.5.4 기관통폐합

순서 기관명 협약일자 비고

15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KMAC) ’07.11.20. ’09.5.4 기관통폐합

16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07.12.11. 국방벤처센터공동운영

17 부산광역시·부산은행 ’07.12.17. 국방벤처센터공동운영

18 호원대학교 ’08.03.18.

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08.04.03.

20 국방대도서관 ’08.07.11. 정보관리센터-국방대도서관

21
국방과학연구소(ADD)

’08.10.24. 국방분야 3개기관협약
한국국방연구원(KIDA)

22 전주시·전북대TIC ’08.11.24. 국방벤처센터공동운영

23 경상남도·경남TP ’08.12.16. 국방벤처센터공동운영

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09.02.11.

25 한국심사자격인증원 ’09.03.20. 품경본부-한국심사자격인증원

26 한양대신뢰성분석연구센터 ’09.05.21. 품경본부-한양대신뢰성분석연구센터

2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09.07.07.

28 국립국어원 ’09.09.30.

29 해양대수중운동체특화연구센터 ’09.11.09. 함정센터-해양대수중운동체특화연구센터

3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09.12.09.

31 한국특허정보원(KIPI) ’10.02.17.

32 국방해양과학기술군관산학연협력단 ’10.08.13. 부산센터-군관산학연협력단

33 대한민국공군 ’10.09.17.

34 교통안전공단 ’10.11.25.

3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03.29.

36 대한민국해군 ’11.04.06.

37 육군군수사령부 ’11.04.06.

38 기품원-대전시청-대덕특구 ’11.04.19. 국방벤처센터공동운영

39 기품원-산업기술평가원-KOTRA ’11.04.25.

40 전략물자관리원 ’11.04.26.

※ 은협약해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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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든 이 들

국방기술품질원(DTaQ) 30년사의편찬작업은 2011년 1월부터약 6개월에걸쳐추진되었습니다. 6개월은품질경영

과 국방기술기획을 이끌어온 국방기술품질원의 모든 역사를 담아내기에 충분치 못한 시간이었기에, 편찬위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어떤 방향으로 30년사를 만들 것인가, 자료는 어떻

게모을것인가, 원고는누가어떤식으로작성할것인가등에대해머리를맞대고함께고민하고밤을지새우며 30

년전국방품질검사소를새로창설할때선배들이겪었을열정과수고를생각하기도했습니다.

우리는두가지를바라보았습니다.첫째, 흐름을보여주는역사를만들자는것이었습니다.창설부터지금까지기관

의 명칭 변경에서부터 업무 영역의 변화 등 녹록지 않은 역사를 가진 국방기술품질원이기에세세한 사업 내용보다

는우리나라국방분야의거시적흐름속에서우리가걸어온길의흐름을보여주는데주력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역사를 만든 사람들의 생생한 소리를 담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역사는 사람이 만

들어 온 이야기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역사도 그 안의 사람들이 만든 결과이며,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체입니

다. 그렇기에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국방기술품질원의 과거를 주도한 사람들, 현재를 함께 나누고

있는사람들, 미래비전을제시하는사람들의육성을녹여내었습니다.

이 30년사가지난 30년간의주요발전과정, 조직체계의변화, 사업의성과를체계적으로정리하면서과거를돌아보

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30년사의 자료 발굴과내용 자문에 적극적으로도와주신편찬위원님들, 그리고 사업 담당자분들께이 자리를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DTaQ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모든사람들께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국방기술품질원 30년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박영창책임연구원

편찬위원

곽태진책임관리원

양경우책임연구원

김우식책임연구원

석광호선임기술원

심현호선임관리원

간사

김성일선임관리원

도움주신분들

디자인멘토제작

박은몽작가

권형준기획·진행

이영미아트디렉터

정찬섭포토디렉터

(주)예인미술출력·인쇄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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