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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무기체계는 개발-양산-운용 주기가 통상 수십 년인 장기수명

체계이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상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기술이 진부화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술이 진부화 되면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함으로써 유지되는 국방 전력이 상대적

열세가 되어, 감소분만큼의 전력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전력이

우수한 차세대 무기체계의 요구가 발생하고, 그만큼 이전세대의

무기체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따라서 개발자는 체계개발 시

최대한 진보된 기술을 채택하여 기술의 진부화를 억제하는

전략으로 체계의 기대수명을 보장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중

이미 성숙된 기술은 체계개발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성숙이

되지 않은 기술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숙된

기술의 적용을 계획하여 실제 체계개발 요구시점 전까지 기술이

성숙되지 않으면 체계 개발 일정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한된 개발기간 내에서 성숙도를 고려한 기술대안의

선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기대수명을 최대화

하기 위해, 제한된 개발기간 내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최적의 기술

대안을 선택하는 작전운용성능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

확정시점 결정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기술 성숙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각 의사결정 시점의

체계 기대수명을 도출하고 비교하여 체계 기대수명이 극대화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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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ROC를 확정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술선택에 따른

체계수명 결정에 대해 정의하고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구조화 하여

각 의사결정 시점의 체계 기대수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 성숙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기술성숙도 (Technolo-

gy Readiness Level: TRL)의 시계열 예측 모형을 모델링 하여

특정시점에서 기술이 성숙될 확률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에서 체계의 기대수명이 최대화 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K-9 자주포 체계개발에서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 성숙 사례에 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적용결과 모델에서 제시한 기술선택 의사결정과 실제 의사결정이

동일하게 제시되었고,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TRL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하한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 결정에 유효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는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개발초기에 ROC 선정의 적절성을 상위 단계에서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기술 불확실성, 기술 성숙도, 작전운용성능, 체계 기대수명,

의사결정나무

학  번 : 2015-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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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현대 무기체계의 정밀도와 복잡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소요군의

작전운용성능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 충족에 필요한

기술이 첨단화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는 성숙도가 높아

체계개발에 즉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반면 아직 성숙도가

낮아 개발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기술도 있다. 기술이 체계의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숙도가 낮더라도 체계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채택을 선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체계개발은

기술 불확실성과 작전운용성능 향상의 상충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작전운용성능 (ROC)은 군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과,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ROC는 최초 소요군이 요구하는 사양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개발의 선행연구 단계에서 정립되며, 이후

탐색개발 단계에서 개발자와 소요군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되고, 체계개발 시작 전에 완전히 확정되어야 한다. 이때

ROC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계를 구성하는 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성숙되어야 한다. 즉, 체계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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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술들이 성숙된 상태에 도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탐색개발 기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ROC는 기술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 내 체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절히 선정되어야 한다. 

무기체계는 매우 긴 수명주기를 가진 체계로서 개발기간과

운용기간 동안 진부화가 발생하여 야기되는 전력악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Singh & Sandborn (2006)은 항공 무기체계와 같은

장기수명체계가 수명주기 상의 운용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이미 70% 

이상의 체계 구성 기능이 진부화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진부화 관리는 필수적이며 이미 다양한 관점에서의 관리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Livingston (2000)은 반응적 접근과 선행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한 진부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고, Rojo et al. 

(2010)은 완화전략과 해결적 접근방법으로 진부화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진부화 관리를

도모한다. 체계의 개발 전부터 진부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술선택

의사결정을 통해 발생 가능한 진부화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무기체계의 수명은 체계를 구성하는 기능의 기술 진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대안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가장 성능이 우수한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체계의

진부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진부화가 지연된 만큼의 체계의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의 성능, 체계의 진부화, 

체계의 기대수명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개발초기

시점에서 그 기술대안들이 각기 다른 기술 성숙도를 가지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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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미래에 성숙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한 기술과 현재

성숙되어 있는 열등한 기술 중 어느 기술대안을 채택할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성숙된 우수한 기술을 채택할 경우 미래에 성숙되지 못할 위험과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성숙된 열등 기술을 채택할 경우 체계

진부화 위험이 상충관계를 가지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기술선택의 문제가 체계의 기대수명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무기체계 개발 단계에서 모든

기술대안의 선택이 확정되는 시점인 ROC 확정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무기체계의 기대수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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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성숙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의 기대수명을 최대화 하는 작전운용성능 (ROC) 의

확정시점을 결정하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무기체계

개발은 ROC를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ROC는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성능요구와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무기체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체계 개발의 지연 또는 실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전력공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때 ROC의 확정시점이 체계개발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만약 ROC가 조기에 확정되면 좀 더 향상된 성능을 보장하는

진보된 기술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ROC가 과도하게 지연확정 될

경우에는 ROC를 구현하는 체계개발의 가용시간이 부족해지고

불확실성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기술 대안들의 성숙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최적 ROC 확정시점을 결정함으로써 체계의 기대수명을

최대화 하고자 한다. ROC의 확정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i) 무기체계 개발에 사용될 기술이 결정된 상태

ii) 결정된 모든 기술은 성숙에 도달된 상태

iii) 체계통합이 진행될 수 있음

즉, ROC가 확정되면 무기체계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체계개발에 가중되는 위험이 최소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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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서 개발초기에 각 기술대안에 대한 기술성숙도의

불확실성과 기술의 성능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대안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체계의 개발 시작

시점에서 기술대안의 성숙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량화 시키고 그

불확실성이 반영된 체계의 기대수명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체계 기대수명의 본질을 정의하고 체계의 ROC

결정 시점과 체계를 구성하는 기술 대안들의 성숙도에 대한

불확실성 변동 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미성숙된 기술의 성숙 가능성을 불확실성으로 정의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확률과

결정나무 모형을 통해 모델링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점에서의

체계의 기대수명을 도출함으로써 의사결정자가 기대수명에 기반한

최적 ROC 확정 시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논문의 핵심논리를

구성하기 위한 기존 이론적 접근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기술성숙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의 정의와 현황, 기술

불확실성에 의한 위험 측정과 관리방법, 체계의 사양 확정 (Specifi-

cation freeze)에 관한 연구에 대해 고찰하고 제한된 개발기간 내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최적의 기술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의 정의한다. 

3장에서는 기술대안 선택에 따른 체계 수명이 결정되는 관계를

정의하고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각 의사결정 시점에 체계의

기대수명이 도출되도록 구조하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미성숙

기술의 성숙 확률을 측정하기 위해 TRL 추세에 대한 시계열 예측

모형을 모델링 한다. 4장에서는 K-9 자주포 체계개발에서 적용된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성숙사례에 대해 본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유효성과 활용성을 입증한다.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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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및 문제정의

본 장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논리를 구성하기 위한 기존 이론적

접근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2.1 장에서는 기술성숙도 (Technolo-

gy Readiness Level: TRL)의 개념과 무기체계 획득과정과정에서의

적용 현황에 대해 고찰한다. 2.2 장에서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기술

성숙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존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밝힌다. 2.3 장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의 사양을

확정하는 기존연구에 대해 고찰하고, 2.4 장에서 이 연구의

문제정의와 의의에 대해 제시한다.

2.1 기술성숙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평가

기술성숙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는 1980 년대 미

NASA 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위험평가를 위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이후 1995 년 Mankins 에 의해 9 단계로 세분화되고, 

2009 년에 미 국방성에서 공식 TRL 지표로 인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9 단계의 TRL 이 통용되고 있다. Mankins 가 정의한 기술성숙도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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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성숙도 (TRL) 정의

단 계 정 의 내 용

TRL 1
기본 원리

이해 단계
순수연구가 응용연구와 개발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단계

TRL 2
개념 및 응용방식

식별 단계

관찰되어진 원리와 성질로 인해

실제적인 개념과 응용 기술이

식별되는 단계

TRL 3 개념적 증명단계

능동적인 연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 TRL 2단계에서 형성된

개념과

응용 기술을 증명, 검증하는 단계

TRL 4
실험실 환경에서

구성품 시현

기술 요소들이 통합되어 함께

작동하는 것을 연구실 환경

수준에서 보이는 단계

TRL 5

체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구성품 시현

기술 요소들이 통합되어 함께

작동하는 것을 체계를 모사한

환경에서 시현하는 단계

TRL 6

체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시제품 시현

제작된 시제품이 체계를 모사한

환경에 결합되어 시현되는 단계

TRL 7 체계에서 시현
실제 체계에 결합되어

시현되는 단계

TRL 8
체계에서

시험평가

최종 형상과 조건에서 작동함이

증명된 기술 단계. 보통 체계

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냄

TRL 9
체계에서

최종 임무 수행
임무 상황 하에서 기술이

최종적으로 적용된 것을 보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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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호 (2013)의 논문에서 확인한 바로 미 국방성에서 이러한

TRL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국방획득사업 실패가 “성숙되지

않은 기술” 이 야기한 문제임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미 회계국

(GAO)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무기체계의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한

사업 중에서 23% 정도만 TRL 수준이 6 이상인 검증된 상태였고, 

그 결과 미성숙 기술에 의해 88%의 사업비용 상승과 62%의

일정지연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고자 1999 년 미

국방성에서 TRL 개념을 받아들였고, 2009 년부터는 TRL 을

기준으로 기술성숙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 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한 국방과학 기술수준 조사에서

TRL 지표를 처음 도입하였고, 2006 년 방위사업관리 규정에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수행조직, 평가기준, 측정방법 등 수행체계가

미비하였다. 이후 기술성숙도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인지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완되어 2012 년에 기술성숙도 평가 업무 지침서를

제정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TRL 을 통한 기술 성숙도 평가는 체계를 구현하는 기술들의

객관적 성숙 수준을 동일한 척도로 평가할 수 있고 각 기술의

비전문가 일지라도 직관적으로 기술의 성숙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TRL 은 현재시점에서의 기술 성숙 수준을 나타낼 뿐 미래에

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어떤 수준까지 도달 할 수 있는지의

불확실성은 제시해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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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 불확실성 관리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군은 개발 선례가

없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비록 이러한 기술의 대부분은

국방력이 강한 선진국에서 이미 보유한 기술이지만 국방과 관련된

기술의 경우 보안문제 및 국방전력 격차유지를 이유로 기술 수입

및 지원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적용을 요하는

무기체계 개발의 경우 기술 성숙 및 성능의 불확실성 관리가

요구된다. 여기서 불확실성의 요소는 기술의 성숙 및 성능이

요구치에 도달되는 기간과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며, 이러한 기술

불확실성 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원하는 개발 기간과 예산 내에서

체계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Mankins (2002)의 연구에서는 특정 기술의 성숙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3RD (Research & Development Degree of 

Difficulty) 5단계를 제시하여 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술의 성능이나 성숙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의 위험은 감소되고 성공가능성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결국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서 기술이

일정수준의 성능이나 성숙도가 달성되어 위험이 완화된 시점에서

연구개발 착수를 판단해야 함을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Bilbro (2008)는 3RD 의 개념을 9단계로 확장하고 개발의 난이도

단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술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정량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가 기술의 성숙도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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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성공가능성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실제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의 적용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Mahafza (2006)는 이러한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진

기술개발 프로젝트에서 기술의 성능과 기술의 난이도와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TPRM (Technology Performance Risk Measure)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술의 성능이 향상될 때 개발 난이도의 변화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좀더 실질적인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연구가 개별 기술의 성능 및 성숙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술의 위험을 측정함으로써 기술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연구라면 그러한 상황하에서 기술의 성능과 성숙의 실제 양상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연구도

있다. Blanchard (1990)가 제시한 기술성과측정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ment)은 기술과 관련된 성과 달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달성도와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여 기술 불확실성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림 1]은

기술성과측정 (TPM) 프로파일과 실제 기술 성과 양상을 도시한

것으로서 실제 측정값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토록 함으로써 위험에 대처 한다. 

이러한 TPM 활동은 사업관리자의 무기체계 개발 프로젝트의

통제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주기적으로 작성되고 관리하게 된다. 

Garvey & Cho (2005)는 개별 TPM을 일반화 하여 가중 평균한

위험척도로 기술 위험 지표 (Technical Risk Index)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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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는 체계 기술성과의 예측값과 실제값이 격차를 위험으로

정의하고, 체계 전체의 위험을 측정함으로써 무기체계 개발 시

시간에 따른 기술의 개발 변동성에 의한 체계 개발의 위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 불확실성 관리 방법들은 기술 위험을 측정하고, 

필요 시 대처를 통한 기술 위험 억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술 성숙 및 성능이 요구치에

미달될 경우, 개별 기술개발 실패에 따른 체계 개발 차질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해 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기술성과측정 (TPM)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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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체계 사양 확정시점에 관한 연구

체계의 사양을 확정하는 것은 체계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문적 범위에서 이러한 주제는 사양 확정 (Specification freeze) 또는

설계 확정 (Design freeze)이라는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Eger et al. (2005)이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체계 개발의 단계에 따라 위의 용어들을 구분되어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발 초기에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념개발

이전 단계에서 사양 확정이 진행되고 세부설계 단계에 이르러 설계

확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설계 확정의 연구에서는 주로 설계변경의

파급효과에 대해 다루는 반면 사양 확정은 수요자 및 경쟁자와의

관계와 사양의 변경에 따른 기술선택 등에 대해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사양 확정 문제는 수요자 및 경쟁자와의 관계 등

개발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한 리드타임의 발생을

관리하는 연구로 구체화 되어 주로 사양 확정의 시점 (Timing of 

freeze)을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Bhattacharya et al. (1998)는

동적인 환경, 즉 고객선호의 변동성 및 경쟁사 행동의 변화 등의

[그림 2] 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확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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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양 확정을 유연하게

하도록 하는 실시간 사양정의 (Real-time definition)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고객 선호

변화와 경쟁사의 행동에 따라 개발 제품의 사양과 사양을 구현하는

기술 선택을 달리 함으로서 한정된 시장에서 이익의 최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Bhaskaran & Ramachandran (2011)도

경쟁 환경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개발중인 혁신적인 기술

중 어느 시점에 어떤 기술을 선택하여 사양을 확정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는

기업과 경쟁사가 각각 개발중인 혁신기술의 도입비용과 성능을

고려하여 각 입장에서 최적 제품 출시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획득 사업에서 사양확정과 동일한 개념이 작전운용성능

확정 (ROC freeze)으로서, 이는 무기체계의 종합적 성능, 도입비용 및

개발기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옥규와 강석중

(2012)의 연구에서 ROC 관리에 따른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성공여부

및 개발비용 증감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획득사업의 실패요인 중

약 44% 가 ROC 관리 미흡에 의해 발생하며 이중 약 53% 가 ROC

확정의 오류로 발생됨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2011년 기준

13개의 국방획득 사업이 ROC 관리미흡으로 최초계획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ROC 확정의

의사결정이 국방획득 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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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문제정의

본 논문은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기대수명을 최대화

하기 위해, 제한된 개발기간 내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최적의 기술

대안을 선택하는 작전운용성능 (ROC) 확정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차세대 무기체계의 개발 요구는 군의 전력수준 유지를 위해

야기된다. 적국 또는 우방국의 군사전력 추이에 따라 우리군의

전력도 동일한 수준에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무기체계는 도태되고, 차세대 무기체계가

도입되어 군에 요구되는 전력 수준을 유지시킨다. [그림 3] 에서는

무기체계의 세대변화와 전력수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 세대의 무기체계 전력이 일정시점이 지나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는 무기체계의 진부화가 심화되어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 시점 전에 차세대 무기체계가 개발되어 이전

[그림 3] 무기체계 세대변화와 전력수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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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역할을 대리하는 세대교체 활동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균전력이 군의 요구전력 이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 개발 시 체계의 기대수명은 이러한 전력유지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체계의 전력은 체계의 작전운용성능 (ROC)에 의해 결정된다. 

ROC 는 군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과,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체계의 사양 (System Specification)의 정의와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ROC 를 구현하기 위해서 체계를

구성하는 많은 기능들이 각각 ROC 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림 4]는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추진중인 KF-X 사업의 차세대 전투기의 주요 ROC 와 핵심기능을

나열한 것이다. 체계를 구성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들이 대응되어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 ROC 의 충족은

그 체계를 구현하는 기술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ROC 는 체계의 전력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체계를 구현하는

기술과 그 체계의 기대수명 또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그림 4] 한국형 전투기 (KF-X) 작전운용성능 (ROC) 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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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5]는 이러한 연관관계를 도식한 것이다. 기술들에 의해

기능이 구현되고, 그 기능이 ROC 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관계에 의해서 기술에 의한 체계의 기대수명 도출

근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 개발 시 적용기술 대안의 선택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만약 하나의 기능에 대한 여러 개의 기술대안이

있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가장 진보된 기술을 체계에

적용함으로써 체계의 기대수명을 극대화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술이 아직 미성숙한 기술이라면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된 기술에 의해 보장되는 체계의 기대수명 효용이

크다면 그 기술의 적용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개발자는 정해진 체계개발 요구시점 이점에 진보된 기술이 성숙될

수 있는지 예측하여, 가능하다면 기술의 성숙을 기다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림 6] 은 현재 국방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도식한 것으로서 최초 탐색개발 초기에 ROC 가 선정된 후

[그림 5] ROC, 체계의 기능, 기술의 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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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개발완료 요구시점 이전까지 ROC 를 조정 및 변경하게 된다. 

이는 어떤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ROC 의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즉, 이 기간 동안 진보된 미성숙 기술이 성숙될 여지가

있으면 이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언제까지 이 기술의 성숙을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량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준 없이 진보된 기술의 성숙을

기다렸을 때, 미래의 실제 개발완료 요구시점에서도 그 기술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무기체계의 개발지연 및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술 성숙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체계의

기대수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기술대안의 선택과 그 의사결정

최적시점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체계의 진부화를 억제하고, 

세대별 전력수준 유지기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 6] 국방 무기체계 획득절차와 ROC 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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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링

본 장에서는 기대수명 관점에서 기술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모델에 대해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술에 의한 체계의

기대수명 결정 함수를 제시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의한 체계의

기대수명 변화를 결정나무 모형으로 구조화 하여 의사결정 시점에

따른 체계 기대수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기술의 성숙

불확실성을 확률 값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술성숙의 추세함수를

모델링 하여 체계의 기대수명을 최대화하는 최적 ROC 확정 시점을

결정한다.

3.1 기술선택에 의한 체계 기대수명 결정

무기체계의 수명은 요구되는 전력수준 유지 가능여부에 의해

결정이 되고 전력수준은 ROC에 의해 결정된다. 즉, 무기체계가

개발될 당시 확정된 ROC에 의해 그 체계의 수명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ROC를 구현하는 기술대안들의 수명이 체계의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의 수명도 마찬가지로

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각각의 ROC가 요구 전력 수준을 언제까지

보장하느냐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림 7]은 ROC 별 구현기술 대안의

수명으로서 동일한 ROC를 충족시키는 기술이라도 기술 수명이

다를 수 있으며, ROC 별 기술 수명도 다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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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렇게 기술의 수명은 각 기술이 구현하는 ROC의

전력수준에 따라 각기 달리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기술의 수명을 측정하였을 때, 그 기술

수명에 의해 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 번째는 그 기술을 체계에 통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다. 기술이 체계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체계

환경에서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Gove (2007)에 의해 정의된 통합성숙도 (Inte-

gration Readiness Level)의 개념으로 정량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소요 시간에 비례하여 체계의 기대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두 번째

요소는 기술 대안의 선택이 확정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는

무기체계의 개발이 시작되고 일정기간 동안 ROC의 조정, 변경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ROC를 확정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며, 

학문적으로 사양 확정 (Specification Freeze) 의 개념과 유사하다. 

(Eger et al., 2005)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ROC가 확정되고 난 후에

체계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의

[그림 7] ROC별 구현기술의 수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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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을 TL , 기술의 체계통합 소요시간을 Td , ROC 확정시점을 t 라

정의하면, 체계의 기대수명 S 는 식 (3.1)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T TS L t d= - +                       (3.1)

즉, 체계의 기대수명은 기술의 수명에서 기술의 체계통합 소요

시간과 ROC 확정까지 대기한 시간만큼 차감한 기간이 된다. 따라서

기술의 수명이 길수록 체계 기대수명도 늘어나는 반면 기술의 체계

통합 소요시간과 ROC 확정시점이 늦어질수록 체계의 기대수명도

줄어드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함수는 체계가 단일

기능으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체계는 다수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복합된 결합체이기 때문에 다수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대안들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의 기대수명을 도출해야

한다. 식 (3.2)는 다수 기능으로 구성된 체계의 기대수명 도출식이다.

min ( max )
i iT T

i i
S L t d= - +                 (3.2)

{ }: , , ,i A B CÎ L기능

식에서 i 는 체계를 구성하는 기능이며, 이때 체계의 기대수명은

많은 기능들을 구현하는 기술들 중 가장 수명이 짧은 기술의

수명에서 체계 통합 소요기간이 가장 긴 기술의 체계 통합

소요시간과 체계의 ROC 확정까지 대기한 시간을 차감한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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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그림 8]은 이렇게 정의된 체계 수명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실제 무기체계 개발-운용 프로세스의

현실문제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짧은 기술수명 min
iT

i
L 을 기준으로

기술수명을 측정하여 진부화가 없는 상태의 체계수명을 측정하고, 

가장 긴 통합 소요시간 max
iT

i
d 이후에 체계 통합이 완료되어

전력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8] 복수기능의 체계 기대수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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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사결정나무 모형: 체계 기대수명 최대화

본 절에서는 정해진 개발기간 내에서 무기체계의 기대수명을

최대화 하기 위한 최적 ROC 확정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각

의사결정 시점에서 체계의 기대수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도입하여 모델링 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어느 대안이 선택될 것인가라는 것과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 중에서 어떤 것이 실현되는가라는

것에 의해 여러 결과가 생긴다는 상황을 나뭇가지 모양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의사결정나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나무의 골격이

되는 대안과 불확실한 상황, 결과로서의 이익 또는 손실, 불확실한

상황과 결과가 생기는 확률이 있다. 이들의 요소가 결정노드 (Deci-

sion Node)와 사건노드 (Event Node)로 결합되어 의사결정나무를

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서의 불확실성은

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이 미성숙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 결정노드에는 기술의

성숙을 기다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되고, 사건노드에서는

기술의 성숙을 기다렸을 때 실제로 성숙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가지가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각 노드의 가장 마지막 가지에서는

특정 의사결정 시점에서의 체계의 기대수명이 도출되게 된다.  

[그림 9]는 이러한 구조의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도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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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체계가 단일 기능으로 구성되었을 때 체계의 기대수명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으로, A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대안이 두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1A 은 성숙기술, 2A 는 미성숙 기술일 경우

각 시점마다 의사결정과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수에 따라

3.1절에서 정의된 체계 기대수명을 도출할 수 있다. 이때 미성숙

기술 2A 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노드에서 바로

기대수명을 구할 수 있지만 성숙을 기다린 경우에는 사건노드에서

2A 가 성숙할 확률에 의해 성숙할 경우와 성숙하지 못할 경우로

나눠지게 되므로 각 경우의 체계 기대수명에서 성숙 확률을 곱하여

합한 값이 그 시점에서의 체계 기대수명이 된다. 예를 들어

0t 시점에서는 2A 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고 성숙된 1A 을 적용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체계의 기대수명은
0 1 0 1( )t A AS L t d= - +

이고, 1t 시점에서는 성숙 확률에 의해 2A 의 성숙을 기다려 실제로

성숙되거나 성숙되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므로 이때의

[그림 9] 기대 수명 관점의 의사결정 나무모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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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수명은 ( ){ } ( ){ }
1 1 12 2 1 1(1 )t A t A A t AS P L t d P L t d= - + + - - + 이 된다.

이때 무기체계는 개발완료 요구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만 가지가 뻗어나가는 한정된 나무모형이 된다.

무기체계의 최대 기대수명을 구하고 그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의사결정 시점에서의 기대수명을 비교해야 한다. 식

(3.3)은 각 의사결정 시점의 기대수명을 비교하여 무기체계의 최대

기대수명을 구하고 그 의사결정 시점을 도출하는 식이다.

( )

( ){ }
1 1

2 2
2 1 2 1

,
max

(1 )

A n A

n A A
n A n A n n

L t d
S

P L t d P S+ +

- +é ù
= ê ú

- + + -ê úë û

       (3.3)

즉, n 번째 시점에서의 체계의 최대 기대수명은 n 번째 시점에

미성숙한 기술 2A 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성숙된 1A 을

적용한 시스템의 기대수명과 2A 의 성숙을 기다려서 1n+ 시점에

성숙될 경우 기대수명에 미성숙 할 경우 개발완료 요구시점까지

나무모형의 뻗어나간 모든 가지의 기대수명을 합한 값을 비교하여

큰 값이 된다. 이렇게 점화식 형태로 표현이 되는 이유는 실제

무기체계의 기대수명을 측정하는 시점은 현재이고, 불확실한 미래의

체계 수명의 기대 값은 가지가 끝까지 전개되었을 때의 수명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대수명의 계산 시 나무모형

가지의 가장 끝에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기대수명의 효용값을

비교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최대 기대수명과 그때의 시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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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의 각 의사결정 시점에 따른

기대수명도 단일기능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나무 모형으로 구조화

할 수 있다. 다만 복수기능일 경우 각 기능을 구현하는 결정 기술이

다수 이므로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각 미성숙 기술이 성숙될

확률도 다수가 존재하게 된다. [그림 10]은 두 개의 기능을 가진

체계의 각 의사결정 시점에 따른 기대수명을 도출하는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다. 기능 ,A B 의 성숙기술 1, 1A B 과 미성숙 기술

2, 2A B 가 존재할 때 나무 모형의 가지는 i) 2, 2A B 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와 2, 2A B 의 성숙을 기다렸을 때 ii) 2, 2A B

모두 성숙되는 경우, iii) 2A 만 성숙되는 경우, iv) 2B 만 성숙되는

경우, v) 2, 2A B 모두 성숙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지게 된다. 이때

[그림 10] 복수기능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나무모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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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최대 기대수명과 의사결정 시점은 식 (3.4)와 같이

도출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1

2 2
2 2 1 2 2

2 2
2 1 1 2 1

2 2
1 2 1 1 2

2 2
1

min , max , ,

min , max ,

max 1 min , max ,

1 min , max ,

1 1

A B n A B
i i

A B
n n A B n A B

i i

A B
n n n A B n A B

i i

A B
n n A B n A B

i i

A B
n n n

L L t d d

P P L L t d d

S P P L L t d d

P P L L t d d

P P S

+

+

+

+

é ù- +
ê ú
ê ú

é ù- +ê úê úë ûê
ê é ù= + - - +ê ê úë û
ê

é ùê+ - - +ê úë ûê
ê+ - -
êë û

ú
ú
ú
ú
ú
ú
ú
ú

(3.4)

복수기능에 의한 체계의 최대 기대수명도 단일기능과 마찬가지로 n

시점에 이미 성숙된 기술을 적용할 때의 체계 기대수명과 1n+

시점까지 기다려서 확률에 의한 성숙 또는 미성숙의 경우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체계의 기대수명을 비교하여 최대값을 선택하는

점화식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다수 기능이라도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체계의 최대 기대수명과 그 때의 ROC 확정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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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술성숙 불확실성 모델링

본 장에서는 기술의 성숙도를 추정하여 미성숙한 기술의 성숙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모델링 한다. 이를 통해

3.2 장에서 다룬 의사결정 나무모형의 사건노드에서 실제 미성숙한

기술이 각 의사결정시점에 성숙될 확률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기술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상용 기술이나 표준화된 기술도 많은 반면 무기체계에만 특화되고

고도의 개발 난이도를 요구하는 기술도 있다. 주로 체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은 무기체계의 특화된 첨단 기술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무기체계의 성능과 관련된 핵심기술은

국가에서 비밀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고,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기술의 획득은

방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다루어진다. 우리나라는

보통 방위력 선도국의 첨단기술을 시간의 격차를 두고 도입 및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따라갈 경우 기술 도입 및 개발이 용이하고, 검증된

전력에 한해서만 도입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기술의 성숙도를 추정하는 모델을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선도국의 기술 개발 연혁과 추세를 근거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의 성숙도 측정지표는

TRL 지표 이다. TRL 지표는 총 9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1단계에서

9단계로 갈수록 성숙도의 향상을 나타낸다. 현업에서 기술의 성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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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TRL 단계는 7단계이다. 이 단계는 기술이 실제 체계에

결합되어 시현되는 단계로서 기술에 대한 시험평가가 검증된

단계이다. 따라서 기술의 성숙도가 TRL 7단계에 도달하면 기술이

성숙되어 기술개발 실패의 위험성이 상당히 해소된 상태로

인정받게 되며 그대로 체계통합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관리 시 이러한 TRL 지표를 통해 기술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 TRL 지표를

통해서는 당면시점에 해당 기술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

미래시점의 기술 성숙도를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의

미래성숙을 가정하고 그 기술 적용을 확정하는 ROC 확정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된다. 현업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한 기술 로드맵 (Technology Roadmap)이나 위험성 평가를 통해

미래 기술 성숙을 가늠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성적인 측면이 강하고, 

근본적으로 포인트 추정 (Point estimation)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여 오차 및 상황 변경 등에 취약하다. [그림 11]은

레이더 기술의 포인트 추정을 통한 기술 로드맵을 도식한 것이다.

기술 대안에 대한 로드맵과 그에 따른 TRL 을 전문가의 의해

작성하게 되고, 언제 이 기술이 성숙될 것인가를 추정하게 된다. 

[그림 11] 레이더 기술에 대한 기술 로드맵과 TRL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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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통해 도출된 기술성숙 시기가 도래했을 때 실제로

성숙이 되지 않는다면 체계의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시점에 이 기술의 성숙여부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더 유연한 의사결정과 대처방안을 가질 수 있다.

시간 흐름에 따른 기술 성숙수준의 추세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함수 (Logistic function)를 도입한다. 로지스틱 함수는

기술의 성장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함수로서, 성장의 상한선이

존재하고 성장의 추세가 선형이 아닌 시그모이드 곡선 (Sigmoid 

curve)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기술의 성장을 나타내는데

유용하다. (Martino, 1993) 식 (3.5)는 로지스틱 함수를 응용한 TRL 

추세곡선 함수이다.

9
( ) 0

1 bt
Y t t

ae-
= ³

+
               (3.5)

식에서 분자의 9는 TRL의 상한선을 의미하고, ,a b 는 모수로서

a 는 TRL의 초기등급, b 는 기술성숙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현실문제에서 TRL의 초기등급이 최소 3이상 (개념적 증명단계)에서

결정되고, 그 후 성숙이 급격히 진행되다가 성숙 상한선인 9단계로

수렴하는 형태를 잘 표현해 준다. 초기등급이 최소 3이상인 이유는

선도국가의 기술개발 사례를 토대로 기술개념의 유효성과 구체적

구조를 파악한 상태에서 개발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이며, 성숙초기에

급격한 성숙이 진행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선도국가 기술개발의

개략적인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숙 후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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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속도가 정체되는 것은 구성품 시현 및 시제품 등의 개발과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자원과 노력의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지스틱 함수를 응용한 TRL의 추세 모델링은 이러한

현실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2]는

로지스틱 함수의 기본모형과 이를 응용한 TRL 추세를 도식한

것이다. 왼쪽 곡선이 로지스틱 함수의 기본모형이고, 오른쪽 곡선이

모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도식된 TRL 추세선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기술 TRL의 초기등급, 성숙속도를 실제 예측 값에

적합 시켜 표현할 수 있다.

기술 성숙의 불확실성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TRL 추세에

불규칙 변동 (Random variable)을 더하는 가법모형 (Additive model)을

적용하였다. 먼저 추세를 가지는 시계열 예측 함수를 식 (3.6)와

같다.

( ) t tY t m e= +                      (3.6)

식에서 tm 는 추세, te 는 불규칙 변동이며, tm 에 TRL 추세함수를

[그림 12] 로지스틱 함수를 응용한 TRL 추세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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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하면 식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 ) 0

1
tbt

Y t t
ae

e
-

= + ³
+

              (3.7)

즉, TRL 추세에 불규칙 변동인 te 을 더하는 방법으로 시간에 따른

TRL 발전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이때, te 는 시간에 따라 분산이

변동되는 정규분포로 ( )20,N tsé ùë û 가정한다. 이는 실제 TRL 추세를

예측할 때 최초 예측시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측의 오차가

커지는 현실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예측시점에는

당시 도달된 TRL과 최신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 오차가

누적되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te 의 분산을 예측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지는 형태로 모델링 하였다. [그림 13]은

이러한 불규칙 변동 te 이 더해진 TRL 추세를 도식한 것이다.

[그림 13] TRL 추세에 대한 시계열 예측 모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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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0t 는 최초 예측시점이고 이 시점 예측 값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산 ( )2 ts 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최초 예측시점 이후에 또 다른 마일스톤 (Milestone)을

지정하여 실제 성숙 추세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면 그

시점의 정보 최신화를 통해서 TRL 시계열 예측 함수가 변경되고, 

불규칙 변동 te 의 시간에 따른 분산이 ( )2 0s 부터 다시 적용되게

되어 새로운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앞에서 도출한 TRL 시계열 예측 모델로부터 특정 기술이 각

시점에서 성숙될 확률을 구해야 한다. 이때 각 시점은 3.2 절에서

다룬 체계 기대수명 관점 의사결정나무의 각 의사결정 시점이며, 각

시점간에 조건이 존재한다. 우선 nX 을 n 시점에서 기술이 성숙

또는 미성숙 될 사건이라 하면, )i 기술이 성숙될 확률과

)ii 미성숙될 확률은 식 (3.8) 과 같이 조건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 )
( )

1

1

)

)

n n

n n

i P X X

ii P X X

+

+

= =

= =

성숙 미성숙

미성숙 미성숙
            (3.8)

즉, 기술이 1n+ 시점에 성숙할 확률은 n 시점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건 중에서 1n+ 시점에 성숙하게 되는 사건의 확률이고, 기술이

1n+ 시점에서 미성숙할 확률은 n 시점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건

중에서 1n+ 시점에서도 성숙하지 못하는 사건의 확률이 된다. 

따라서 기술이 성숙될 확률은 TRL 시계열 예측 모델에서 각 시점에

정규분포 ( )29
,

1 bt
N t

ae
s

-

é ù
ê ú+ë û

을 따르는 확률밀도 함수의 면적을

계산하여 조건부확률을 구함으로서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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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연구: K-9 자주포 체계 개발

본 장에서는 K-9 자주포 개발 자료를 기초로 체계의

기대수명을 최대화하는 ROC 확정시점 결정모델을 적용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사례에

대한 문제정의를 하고, 사례 기술인 유기압식 현수장치의 TRL 

예측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의한

체계의 기대수명을 측정하여 실제 개발 진행 흐름과 비교한다. 또한

체계 개발간 추가 정보획득 시나리오를 산정하여 기대수명을

측정함으로써 개발 중 획득한 추가정보를 반영 시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하여 본 연구가 실제 무기체계 개발

의사결정의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한다.

4.1 문제상황 정의

K-9 자주포는 북한에 대한 대포병 전력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80년대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선행연구 후 1989년 소요제기가

되고 1999년까지 약 11년간 개발이 진행되었던 무기체계이다. 그

당시 소요군이 제기했던 ROC는 미국과 독일 등의 국방 선도국의

최신예 자주포와 비등한 수준이었고, 일부 ROC는 그것의 능가를

요구했다. <표 2>는 K-9 자주포와 당시 해외 최신 자주포 전력의

제원을 비교한 것으로서 그 당시 국방 선도국의 최신 자주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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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과 비교 시 K-9 자주포의 요구 전력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9 개발 추진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그

당시 아직 국산화가 되지 못한 기술들이 체계에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외기술 도입 및 자체개발 등의 가용한 방법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기술 중 K-9 자주포의 초탄

발사속도 및 사격명중률, 그리고 기동충격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궤도용 유·기압식 현수장치 (Hydropneumatic Suspension Unit: 

HSU) 기술도 국산화 되지 못한 기술이었다. [그림 14]는 유·기압식

<표 2> K-9 및 당시 국방 선도국가 최신 전력 제원 비교

ROC K-9(한국) PzH2000(독일) M109A6(미국)

무 장 155mm 52구경장 155mm 52구경장 155mm 39구경장

최대 사거리 40km 40km 30km

최대발사 속도 분당 6~8발 분당 8발 분당 6발

급속사격 속도 15초당 3발 10초당 3발 15초당 3발

초탄 발사시간 30초 30초 60초 이상

엔진 출력 1000마력 986마력 440마력

최고 속도 67km/h 60km/h 65km/h

항속 거리 360km 420km 283km

포탄적재량 48 60 39

[그림 14] 유·기압식 현수장치 (HSU)의 역할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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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장치의 역할과 구조이다. 이 기술은 그림과 같이 전차 및

자주포의 자세 및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체계에

적용될 경우 승차감 향상 및 자세제어의 용이함으로 사격명중률과

초탄 발사속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토션바 스프링식 현수장치 기술이

있지만 열등하여 상대적으로 진부화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표 3>은 토션바 스프링식 현수장치와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비교한 것이다. 핵심적인 두 기술의 차이는

자주포의 초탄 발사속도에 대한 ROC 이다. 초탄 발사속도는 적의

공격원점에 대한 초기대응 시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ROC 중 하나이다. 기존 토션바 스프링식의 경우 초탄 사격 시

스페이드를 전투병력에 의해 설치해야 한다. 이는 최소 60초 이상

소요되고 지형적 요건과 계절의 상태에 따라 수분이상 걸릴 수도

있다. 반면 유·기압식 현수장치는 스페이드 설치 필요 없이 자동

자세제어로 바로 사격이 가능하여 상시 30초의 초탄 발사속도를

보장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차이로 인해 예상되는 기술의

<표 3> 궤도용 현수장치 비교

구  분 토션바 스프링식 유·기압식

기 능 (공통) 기동충격완화, 사격 명중률 향상, 사격속도 영향

초탄 발사속도
수 분

(스페이드 설치 필요)

정지상태 30초

기동상태 60초

(스페이드 필요 없음)

T R L 9 (상용화 완료) 3 (개념적 증명)

기술가용 수명 20○○ 이후 도태 20○○ 이후 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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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수명도 토션바 스프링식에 비해 유·기압식 현수장치가

월등하다. 하지만 유·기압식 현수장치의 경우 TRL이 3단계로서

개발요구 시점인 1996년도까지 성숙이 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술대안을 선택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체계의 기대수명을 최대화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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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기압식 현수장치 TRL 예측모델 도출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 성숙의 시계열 예측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이 기술의 TRL 추세를 추정하였다. 추세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영국 Air-Log 社의 유

유·기압식 현수장치 개발연혁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Air-Log 社와

기술협력을 추진한 후 진행된 추이를 토대로 하였다. 차후 실제

체계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해외 개발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으로

이러한 추세를 추정할 것이므로 이러한 추정 방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수를 추정한 결과 식 (4.1)과 같은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TRL 추세 함수가 도출되었다.

0.3244

9
( ) 0

1 2 t
Y t t

e-
= ³

+
               (4.1)

즉, K-9 자주포 개발 시작 시점인 1989년에 TRL 3단계의 성숙도를

나타내고, 향후 6년내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이 식 (4.1) 같은 추세로 성숙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림 15]는 이를 도식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추세에 불확실 변동 te 을 가법모형으로 더하여

기술의 불확실성을 표현해야 한다. 이때 불확실 변동은 분산이

( )20.4 n k nt t+ - 인 정규분포 ( )20,0.4 n k nN t t+
é ù-ë û 로 가정하였다. 이는

최초 TRL 예측시점인 1989년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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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TRL 값 변동성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가정한 이유는 시간 흐름에 따라 TRL이 감소할 수는 없으므로

변동성으로 인해 TRL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예측 모형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최대를 가정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5] 유·기압식 현수장치 TRL 추세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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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은 K-9 체계 개발시작 시점인 1989년부터 개발완료

요구시점인 1996년까지를 의사결정 범위로 두고 이 사이 구간에서

체계의 기대수명을 최대로 하는 ROC 확정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제상황을 의사결정나무로 구조화 시켜 각 마지막

노드에서 토션바 스프링식 현가장치를 사용할 것인지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쓸 것인지에 따라 기대수명이 도출되도록 하고, 이때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 성숙여부에 대한 확률은 4.2 절에서

도출한 기술 성숙의 시계열 예측 모형을 통해 각 의사결정 시점

별로 구하여 계산하였다. 이후 도출된 각 시점별 체계의 기대수명을

비교하여 기대수명을 최대화 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6]은 실험결과를 도식한 것으로 점선은 의사결정나무에서

[그림 16] 현수장치 기술 선택에 의한 체계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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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고 토션바

스프링식 현가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ROC를 확정 하였을 때

체계의 기대수명이고, 실선은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성숙을

기다리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체계의 기대수명이다. 실험결과

모든 가용시점에서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성숙을 기다리는

의사결정이 성숙을 기다리지 않고 토션바 스프링식 현가장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보다 높은 체계 기대수명을 보장하는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유·기압식

현수장치의 체계 적용이 토션바 스프링식 보다 기대수명 관점에서

체계에 주는 효용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모델의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의 실험에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산정하였다. 1989년 최초 TRL의 예측 후 개발을

진행하면서 일년마다 마일스톤 (Milestone)을 지정하여 실제 TRL 

추세를 확인하는 정보 최신화를 하였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 기대수명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실험하였다. 이때 추가 정보는

매 일년마다 기대했던 TRL 추세보다 실제 TRL 이 0.3만큼 부진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7]은 마일스톤에서 획득된 추가정보를

반영하였을 때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TRL 추세이다.

마일스톤 마다 부진한 TRL 실제 추세를 반영하고 그 시점부터 다시

불확실 변동 te 가 가중되어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의사결정나무에서 각 시점의 기대수명을 도출하여 도식한

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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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마일스톤 정보 최신화 시 TRL 추세 곡선

[그림 18] 마일스톤 정보 최신화 시 체계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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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개발시작 시점인 1989년부터 1994년까지는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성숙을 기다리는 것이 성숙을 기다리지 않고

토션바 스프링식 현수장치를 적용하여 체계를 개발하는 것 보다

높은 체계수명을 보장하지만 1994년을 기점으로 역전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지속적인 TRL의 부진으로

인해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성숙확률이 낮아져 성숙을

기다리는 의사결정 시점에 조합된 체계의 기대수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발자 입장에서

1994년 이후에는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고 토션바 스프링식 현수장치를 체계에 적용하는 ROC 확정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실험을 통해 K-9 자주포 체계가 개발될 당시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의사결정 시점 별 TRL의 하한 임계

선을 [그림 19]과 같이 도출하였다. TRL의 하한 임계선은 각 시기에

[그림 19] 하한 임계선, 실제 성숙도, 예측 성숙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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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이 도달해야 할 최소 TRL을 나타낸

것으로서, 각 의사결정 시점에 즉시 개발하는 경우와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성숙을 기다리는 경우의 체계 기대수명이

교차되는 TRL 을 도출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적색 점선이 하한

임계선이고, 실선이 예측 TRL, 그리고 흑색 점선이 실제 프로젝트

진행 간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TRL을 도식한 것이다. 

실험결과 실제 프로젝트 진행 간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TRL이 예측 TRL과 하한 임계선 사이에서 성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분석하면 실제 TRL 추세가 하한 임계선 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의 성숙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기대수명을 보장하는 의사결정이라 판단할 수 있다. 실제 K-9 

자주포에는 유·기압식 현수장치 기술이 1996년도에 적용확정 되어

통합되었으며, 이는 성공적인 기술 개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다만

예상 TRL 보다 실제 TRL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다양한

TRL의 부진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시계열 예측 모형에서 불확실 변동 te 로 반영된다면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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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무기체계 개발은 작전운용성능 (ROC)을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ROC는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성능요구와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 성숙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우수한 무기체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의 ROC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의 기대수명 관점에서 ROC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하였다. 즉,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기대수명을 최대화 하기 위해, 제한된 개발기간 내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최적의 기술 대안을 선택하는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기술 성숙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각

의사결정 시점에 이를 반영한 체계 기대수명을 도출하고 비교하여

향상된 체계 기대수명을 보장하려는 전략이다.

본 연구결과 기대수명 관점에서 기술성숙 불확실성을 고려한

기술대안 선택은 다음과 같은 현업 의사결정 상황에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첫째,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적용검토 시 정량적인 불확실성을 측정할 수 있다.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경우 일정과 예산의 유연성이 없는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관리자가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 연구방법은 이러한 미보유 기술의

획득 불확실성을 정량화 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인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체계의 기대수명 측정을 통해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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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관리 및 중장기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방획득

중장기 계획은 통상 동시에 두 개 이상 세대의 전력수준과 수명을

예측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때 현 세대와 차세대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운용-폐기의 수명주기를 조율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수명에 의한 체계 기대수명을 도출함으로써 국방획득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무기체계 개발추진 간 기술대안의 선택문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최초 결정된 적용기술의 개발

차질 발생시 대안기술과의 기대수명관점에서 비교하도록 하여 최초

결정을 고수하거나 전환하는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향후 연구 과제로는 아래의 두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각 입력 모수의 합리적인

추정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미성숙한 기술의 TRL 예측을 위한

시계열 모형 입력 모수, 기술대안 선택에 따른 체계 기대수명 결정

관계에서 입력되는 모수가 결과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이러한 모수의 추정은 쉽지

않을뿐더러 정책 결정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의도에 의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모수 추정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본 논문의 사례연구에서 적합사례 발견이 제한되어 단일 기능에

대한 방법론 적용을 시행하였으나, 다수기능이 복합된 체계에서 이

방법의 적용 및 확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추후 연구되어 반영된다면, 실제 무기체계

개발에 현실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연구의 가치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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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tion of the ROC freeze 
timing for maximizing lifetime of 

weapon system 

HyunSeok Bae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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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apon system usually deals with long-term lifespan in which the 

average length of the product life cycle is several decades. Due to the long life 

cycle of the system, the technologies that constitute the system face obsoles-

cence during its lifetime. Technological obsolescence generates military infe-

riority due to continuity of operations in its life cycle. This causes the demand 

of next generation weapon system to become superior in order to mend the 

deterioration and thus shortens the life cycle of the previous generation weap-

on system. To prevent such occurrence, a strategy to suppress the obsoles-

cence of the technology is implemented at the system development stage to 

guarantee the life expectancy of the system by adopting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up to date. The mature technology can be readily applied to sys-

tem development; however, immature technology cannot. If the immature 

technology does not meet the technology readiness level requirement by the 

actual planned system development demand point, the system development 

schedule suffers a major setbac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lect an alter-

native technology considering the maturity within a limited development pe-

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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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 method of determining the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 decision point to maximize the life expectancy of the 

weapon system to be acquired by selecting the optimal technology alternatives 

that constitute the system within the limited development period. The pro-

posed strategy is to determine the ROC at the time that maximizes the system 

life expectancy by deriving and comparing the system life expectancy at each 

decision point by taking account the uncertainty of technological maturity 

which varies in time. We defined the life cycle of the system according to the 

technology selection and the decision tree structure was used in order to de-

rive the system life expectancy at each decision point. The uncertainty of 

technology maturity is modeled as the time series prediction of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to obtain the probability of technological maturity at 

each time point. The decision tree structure shows the time point that maxim-

izes the life expectancy of the system. The result shows the time point that 

maximizes the life expectancy of the system in the decision tree structure.

The proposed research methodology verifies validity by applying the

technological maturity of Hydropneumatic Suspension Unit (HSU) in K-9 

self-propelled artillery system development projec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technology selection coincides with the actual decision made.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can be proved due to the fact that the TRL of the me-

teorological suspension technology does not reach the lower limit threshold as 

presented in the model. This case study suggests that it is effective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ROC selection at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for the 

next generation weapon system to be developed.

Keywords : Technology uncertainty, Technology readiness level,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System life expectancy, Decision tree

Student Number : 2015-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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