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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weapon systems are getting more complex in terms of the functionality and also the conditions 

on the environment and range in which they are deployed and used. Therefore, many development 

programs can easily be exposed to a variety of risks, resulting in delayed schedules and cost overrun. 

As such, effective means are necessary to keep the defence budget at an affordable level while 

competitive edges on technological aspects are retained. As one way to meet those need, modeling and 

simulation (M&S) methods have widely been used, particularly in the test and evaluation (T&E) process 

for weapon systems development. The result of M&S-based systems development should be evaluated 

by the 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VV&A) process to assure keeping reliability at a desired 

level.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explosiveness, the weapons systems development naturally requires 

to consider safety issues in both the T&E and operational perio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VV&A process by reflecting the safety requirements therein. To do so, the VV&A process 

has been analyzed and graphically modeled first and then safety elements have been incorporated 

effectively. The use of the improved process in the war ships development has also been discussed. 

Based on the process proposed and the consequent database constructed, the target system can be 

expected to benefit from reducing development risks while assuring system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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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있어 소요군의 요

구 및 시험규격 등 다양한 요구사항(Requirements) 

및 해당 체계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확인 및 제시하는

업무이다[1].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개발기간의 단축을 통해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무기체

계를 보다 빠르게 전략화하기 위해 시험평가에 소요되

는 기간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2].

  이러한 추세에 따라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도구로서  

M&S(Modeling & Simulation)의 효과적인 사용이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M&S의 활용은 M&S의 신뢰성 확보

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VV&A(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를 통해 M&S의 결과를 공

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3]. 하지만 VV&A가 M&S기

반(M&S-based) 무기체계 획득에서 시험평가 역할을 

대체함에 따라 실제 무기체계 운용 시 위험관리 및 안

전성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되고 있다[4].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

로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M&S기반 무기체계 개발이 아닌 기존에 무기체계 개

발에서는 시스템공학(Systems Engineering: SE) 등 

과학적 기법적용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제시가 

없었다[3][5]. 하지만 국외 M&S기반 VV&A 관련 연

구를  살펴보면, Ward(2011), Grello(2011)은 시험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델기반 시스템공학

(Model-based Systems Engineering : MBSE)을 

활용하여 VV&A의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시스템공학 전산 지원도구를 활용

한 접근 등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4]. 국내에서도 김태우(2004), 최석철 외(2004), 

양병희 외(2005), 이필중 외(2011)에서 M&S기반 

VV&A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주로 M&S를 

시험평가에 적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해 연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7][8][9]. 

  [Figure 1]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시 M&S개발 절차

와 이에 대한  검증, 확인 및 인정(VV&A)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VV&A가 위험관리 및 

시스템 안전성 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없고, 

VV&A 수행 시 식별된 오류나 결함에 대하여 단순 수

정 요청 및 소요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BSE를 활용하여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위험관리 및 시스템 안전요건 반영을 

위한 시스템공학 시험평가 프로세스와 VV&A 프로세

스 활동 간의 인터페이스와 수행 활동을 연계한 개선

된 M&S기반 VV&A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제안한 M&S기반 VV&A를 바탕으로 시스템공학 전

산지원 도구를 활용해 M&S기반 VV&A를 구축 및 검

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무기체

계 개발 전 수명주기를 토대로 M&S기반 VV&A가 활

용 및 적용되도록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

의 사회, 기술 및 연구 동향과 M&S기반 획득에서 

VV&A의 개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론에서는 무기

체계 개발 수명주기에 걸친 M&S기반 VV&A 프로세

스의 활동을 시스템공학 시험평가 프로세스의 산출물

과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들을 명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개선된 

M&S기반 획득에서 VV&A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내용

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 및 

요약하였다.

[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M&S-based systems development and VV&A processe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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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정의

2.1 M&S기반 무기체계 개발에서 VV&A의 

적용 배경 및 절차

  M&S기반 획득이란, 즉 M&S를 활용한 합리적인 의

사결정에 의한 효율적 획득관리를 위해서 전 수명주기

에 걸쳐 기간, 비용 및 위험을 줄이고 체계 운용 및 군

수지원 비용을 절감하면서 무기체계의 성능 목표들 달

성하게 하는 것이다[10]. 이러한 M&S기반 획득을 위

한 미 국방부와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 시

험평가에 M&S를 적용하도록 획득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다[10][11][12][13][14][15][16].

  M&S기반 무기체계 개발 시 M&S도구가 사용의도에 

맞게 개발되어 신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M&S결과에대

해 어디까지 신뢰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의 결과로 

VV&A를 적용하게 되었다[13]. M&S기반 무기체계 

VV&A 절차는 V&V 수행기관이 검증 및 확인 활동을 수

행하고 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데이터를 인정 수행기

관이 검토하며 M&S에 대한 인정평가를 수행한다. 작성된 

인정평가는 인정권자를 통해 최종 검토를 받게 된다[13].

2.2 무기체계 시험평가 프로세스와 M&S기반 

VV&A 프로세스간의 연계성 

  M&S기반 시험평가는 개념설계, 체계설계, 시험검증

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시험이 불가

능한 경우에 대안으로 사용함으로써 운용시험평가, 개

발시험평가 및 통합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간 및 비용

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험평가에 

M&S를 적용함으로써 성능평가를 통해 식별된 문제에 

대하여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

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M&S기반 시험평가를 통해 발생되는 정보를 

무기체계 개념설계에 피드백 함으로써 반복적인 설계 

수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결과로 무기체계 획득 수명

주기의 의사결정자에게 시험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M&S의 특성 상 실체계가 아닌 가상의 결과에 

대하여 어디까지 신뢰하고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추가적으로 VV&A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

서 무기체계 시험평가 프로세스와 2.1절에서 설명한 

M&S기반 VV&A 프로세스는 상호간의 매우 유사한 활

동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VV&A는 M&S기반 획득 

시에 사용되는 무기체계 시험평가라고 보는 편이 좋다. 

2.3 무기체계 개발에서 M&S기반 VV&A의 

위험관리 및 안전성 향상의 필요성

  M&S기반 VV&A 수행 시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요

구사항이나 운용 개념, 목표 성능의 변화에 따른 추적

성에 대한 수행결과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즉, 개발 초기에 잘 정의되지 못한 

M&S기반 VV&A 항목이나 방법, 명확하지 않은 성능 

기준, 획득가치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분석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

수들(다른 무기체계와의 연동 및 상호운용성 확인 등)

로 인하여 시스템 안전성에 대해서는 M&S기반 

VV&A 수행 시 불가피하게 일부 요소들은 추측 및 가

정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M&S기반 VV&A가 무기체계의 품질,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신

뢰성 확보 및 안전성 향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3. 시스템 안전요건 반영을 통한 M&S기

반 VV&A 개선 모델 개발

3.1 M&S기반 무기체계 개발에서 VV&A 프

로세스 분석

  M&S기반 VV&A에 대한 결과를 신뢰하기 위한 방

법으로 VV&A 프로세스는 M&S가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현했는지, 개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및 대

상의 특성이나 활동들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

하는 것이다. 또한 대상 시스템 모델의 운용 시나리오

나 예상 환경 구축을 토대로 부정확하거나 중요한 변

수, 또는 상호간의 인터페이스들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수행하기 힘든 가상의 부분까지 소요군의 요구를 충분

히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수행된다.

  VV&A 프로세스는 [Figure 1]에서 보듯이 M&S개

발 수명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M&S개

발 완료 후 실제 운용 후 발생될 수 있는 소요군 요구 

불만족 및 수정, 변경에 비용 및 시간 등의 문제를 줄

일 수 있다. 하지만 VV&A 프로세스 수행방법은 M&S

개발을 통한 결과물들이 실제 시스템에 활용 및 적용 

시 안전문제 등이 발생했을 시에 원인, 위험감소 방법 

등을 찾아 수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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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V&A 프로세스의 시스템개발 위험 완

화 및 시스템 안전요건 반영을 통한 인터페이

스 정의

  VV&A 프로세스는 시스템공학 프로세스의 V-모델

과 비교하여 볼 때 오른쪽 상단 활동과 연계하여 이루

어질 수 있다. V-모델의 기본 개념은 시험평가 영역별

로 체계를 하향식으로 운용개념, 통합체계, 체계, 구성 

요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시험평가는 상향식으로 단위

모듈 시험, 구성품 시험, 기술시험, 운용시험을 순차적

으로 시험평가를 하는 것이다. 상향식 평가에 따라 단

위 모듈시험에서 하위 기술성능척도 요건이 충족 되면, 

구성품을 결합하고, 다시 구성품 시험 요건이 충족되면 

상위 체계를 결합한다. 

  M&S기반 획득에서 주요 요소는 M&S기반 활동, 도

구, 지원환경, 그리고 이해관계자 및 그 역할이 있다.  

M&S기반 활동은 획득관리 프레임워크 상에서 단계별

로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품정보와 분석 

활동의 결과는 전 수명주기 간에 상호 공유 되고 협업

을 지원한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기체계 획득 프로

세스와 M&S개발 프로세스간의 활동을 비교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공학 검증 프로세스의 주요 산출물 기준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S기반 소요창출에서는 

소요를 도출하고, M&S기반 체계분석에서는 도출된 소

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대안을 분석하여, 최적  대

안을 설정한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획득방안과 최

종 작전요구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을 설정한다. M&S기반 설계에서는 솔루션을 개

발하고, M&S기반 시험평가에서는 개발된 솔루션에 대

한 가상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M&S기반 제조 및 생산

에서는  설계 산출물을 바탕으로 가상 제조 및 체계를 

생산한다. M&S기반 활동이 전 수명주기에 걸쳐 상호 

협업이 되도록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고 M&S 도구를 

저장 관리한다.

  M&S기반 활동들은 획득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공학과 접하게 연계된다. 시스템공학은 무기체계 개

발에서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에서는 체계분석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M&S기반 체계분석이 적용된

다. 체계개발에서는 체계설계 및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M&S기반 설계와 M&S기반 시험평가가 적용된

다. 그리고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는 M&S기반 제

조 및 생산이 적용된다.

[Figure 2] Interrelationships between systems acquisition process and M&S-based development process 

obtained by analyzing the artifacts of systems verification & val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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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안전요건 반영을 통한 M&S기반  

VV&A 개선 모델의 구축

  본 연구의 M&S기반 VV&A 프로세스 모델은 2.3절

에서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무기체계의 시스템 안전 확

보를 중심으로 활동 절차와 도출되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모델을 구축하였다.

  [Figure 3]에 기존의 VV&A 프로세스와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시스템안전요건 반영한 VV&A 프로세스

를 나타내었다. VV&A 프로세스는 M&S를 활용한 소

요창출이 발생한 후 무기체계 시스템에 대한 개념 및 

기본 설계에 대한 사항을 정의한다. 기존의 VV&A 프

로세스와 본 연구의 VV&A 프로세스의 차별성은 

M&S기반 설계 이후부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무

기체계 시스템에 대한 위험원 및 위험 분석을 선행하

게 된다. 선행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상 무기체계 시

스템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해낸다. 시스템 요

구사항에는 앞에서 행한 위험원 및 위험 분석 결과가 

반영된 안전 요구사항 또한 도출이 된다. 이를 토대로 

VV&A를 하는 목적을 설정하게 되며, 전체 안전 계획

과 안전주기, 기타 기술과 외부 리스크 감소시설에 대

한 기능 분석의 입력의 아이템으로서 적용된다. 

  대상 시스템의 VV&A에 대한 외부평가 요소가 분석

이 완료된 후에는 사전 분석 평가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사전 분석 설정은 안전 요소 식별을 가능하게 

해주며, 식별된 요소들의 속성을 명확하게 분류함으로

써 정제된 안전 요구사항을 얻을 수 있다. 또한 VV&A

가 필요한 요소들의 안전 요소들까지 식별해냄으로써 

시스템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 

후 수명주기를 고려한 대상 무기체계 시스템의 절차와 

기타 기능 및 기술 등과 더불어 외부 안전 위험에 대

한 기기 및 장비 시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설 및 기능에 대한 분석이 끝나

게 되면, 데이터들의 통합을 위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

게 된다. 기존의 VV&A 프로세스에서는 M&S기반 시

험평가 이후 바로 M&S기반 생산으로 들어간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Figure 3]의 17번 이후부터의 프

로세스 활동을 살펴보면 M&S기반 VV&A 프로세스에

서는 앞서 [Figure 2]에서 식별한 산출물 프로세스간

의 인터페이스를 반영함에 따라 단순히 점검 및 확인 

단계에서 검출할 수 없는 기능 요소들에 대한 모든 데

이터를 검토할 수 있으며, 시험 및 평가 요소까지 고려

함으로써 앞선 단계에서 고려한 프로세스 일정까지 포

함한다. 전체 안전 확인 단계 후에 전체 안전 검증 단

계를 추가함으로써 통합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평가 

부분들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함으로써 보완사항을 발

견할 수 있으며, 안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

  이후에 VV&A 후 통합적인 결과 및 예측을 비교하

고 검토함으로써 최종 시험결과를 보고 하게 된다. 이 

때 최종 시험결과 보고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이상 상

태에 따라 M&S 목적단계인지, M&S 수행 단계인지 

등에 따라 다시 M&S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점까지 

완벽하게 수행되었을 때 VV&A 프로세스의 단계를 마

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VV&A와의 결과를 합쳐 

M&S기반 무기체계 개발단계에서의 VV&A를 마치게 

된다. M&S기반 무기체계 개발단계에서 VV&A의 결과

를 토대로 무기체계 시험평가, 운용 및 양산 단계로 넘

어갈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료로서 제공하게 된다.

4. 개선된 M&S기반 VV&A 모델의 무기

체계 시스템 적용에 대한 검증 

4.1 무기체계 시스템의 특징 및 범위

  함정전투체계는 적표적(함정, 항공기, 미사일, 잠수함 

등)을 탐지, 식별하여 함정 탑정 무장을 효율적으로 통

제, 할당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함정전투체계는 탐색레

이더, 추적레이더, 전자광학 추적장비, 어뢰음향 대항체

계, 기타 무장체계를 보유한다. 함정전투체계는 함 성

능을 좌우하는 핵심 무기체계로 가격이 총 함 건조가

의 25∼50%에 이르는 고 부가 가치 무기체계이다. 함

정은 함정무기체계 특성상 해군의 작전 형태에 따라 

다종 소량으로 획득하며, 바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조하여 실전에 배치, 운용해야 한다. 따라

서 함정전투체계에서 M&S에 대한 소요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함정 1척 건조 과정이 10-15년

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건조 시점에 따라 

탑재 장비와 무기체계 일부를 변경하거나, 개량된 신형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운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므로 함정전투체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17]. 따라서 개발자가 M&S기반 VV&A에 대한 

이해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다.

4.2 무기체계 시스템의 적용 결과

  무기체계 함정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 다양한 하부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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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proved VV&A process with systems safety incorp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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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환경적, 기술적 제약사항으로 인해 시험평가가 어

려운 부분을 M&S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한다. 이

를 통해 함정 설계의 운용자의 실수 및 오류를 줄여 전

력화 배치에 대한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위 수준의 함정전투체계의 요구사항과 관련

된 기능들을 도출하여 체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교

전 M&S, 체계 시험기, 체계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환경 분석과 시험목적을 정의 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

이 끝나게 되면 무기체계 VV&A 모델 구현을 위해 

VV&A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능과 안전 요구사항간

의 인터페이스를 설정하였다. 인터페이스 설정 결과를 

토대로 M&S 검증과 시스템공학기반으로 개발된 

VV&A 프로세스 모델의 상세활동 결과를 토대로 함정

전투체계와의 추적성 연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합한다. 이러한 결과를 [Figure 4]에 표시하였다.

  이렇게 통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함정전투체계 추가

개발 및 성능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선행연구와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정을 통해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시스템 안전성까지 고려한 M&S 

결과를 개발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또한 함정전투체계

의 수명주기에서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부터 운용성 확

인까지 진행하는 시스템공학적 방법에 대한 내용이 

M&S를 통해 VV&A 활동까지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함정전투체계의 효용을 극대화 및 함정의 안전 설계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VV&A 프로세스를 적용한 

결과를 [Figure 5]에 표시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시스템 안전 활동을 구성 및 수행함으로

써 VV&A 프로세스의 개선을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무

기체계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기존의 VV&A 프로세스와 시스템공학 프로세스의 

확인, 검증 관련 요소들을 식별하였다. 식별된 관련 요

소들을 무기체계 획득과 M&S 개발 간의 관계를 파악

하여 추적성을 확보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인터페이스에 시스템 안전요건을 반영하

여 개선된 VV&A 프로세스를 시스템공학 전산 지원 

도구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검토하였다. 

[Figure 4] A result of the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process model to the 

M&S-based development of war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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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pplication of the studied VV&A process in the M&S-based development of war ships.

  구축된 VV&A 프로세스는 안전 요구사항이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구조화 될 수 있도록 하여, M&S기반 

VV&A 활동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였다.  

이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시스템공학 기법을 활용함으

로써 M&S기반 VV&A 데이터의 관리 및 추적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VV&A 기간의 단축 및 비용을 절

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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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천 

현 아주대학교 시스템공학과 정

교수.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서 공학사, KAIST 전기 및 전

자공학과에서 공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 미국 MIT (Mass 

achusetts Institute of Techno 

logy)에서 Post-Doc을 수행하

였으며, 미국 Univ. of Califo 

rnia (Santa Barbara)에서 초빙연구원, 캐나다 Univ. 

of Victoria (BC)에서 방문교수, KIST에서 책임연구

원 재직. 이 후 미국 Stanford Univ. 방문교수 역임. 

현재 연구 및 교육 관심분야는 시스템공학, 모델기반 

시스템공학 (MBSE),  Systems Safety, Systems 

T&E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응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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