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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체계통합기술이 고도로 복잡하게 요구되는 국방기술을 이해하고,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가치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치평가 대상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의 척도, 기술 간의 통합(체계통합기

술)척도, 제조준비 및 성숙도 척도를 측정요소별 항목에 맞추어 측정하여 시스템성숙도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성숙

도를 활용한 핵심기술의 계량적인 가치예측모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기술의 가치를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

려하여 이에 맞는 가치평가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각 분야의 역량있는 기술전문가들에 의해 분야별 기술적인 특

성이 반영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전체 시스템의 완성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성숙도

(SRL)를 활용하여 국방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defense technologies that require the convergence of various technologies and the 
integration of systems, and to propose valuation method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The measure of 
technology level, integration (system integration technology) between technologies, preparation of manufacturing, and 
maturity scale of the weapons system to be valued are measured according to the items of measurement factors to verify 
system performance, and to present a framework for estimating the quantitative values of core technologies using system 
matur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field, the research suggests a proper valuation method. In 
evaluating the value of defense technologies, A proposal is made to evaluate the value of defense technology by 
competent technical experts in each field, using SRL, which can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 
reflect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and to evaluate the completion of the entire system in quantitativ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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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작과 더불어 기술의 분야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국방기술은 기계적인 중공업 기술

과 전기·전자·통신·에너지·무인·로봇 등 초고도의 기술

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기술 간의 체계융합기술 또한 요

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체계통합기술이 

고도로 복잡하게 요구되는 국방기술을 이해하고, 그 특

성이 반영된 기술가치평가 방법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각국이 국내·외에 주요 기술을 이전하고 교류하는 궁

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보
고서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공동연구개발과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목적을 보더라도 핵심기술 이전, 수출증대, 군
수지원 능력 확보, 공동 연구개발 및 공동생산 참여 등

은 자국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유치와 기술획득과 능력

증대 등으로 함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절충교역 등의 기술이전을 통해 선

진 군사기술에 대한 기술자료, 기술교육, 기술지원 및 

장비 등을 제공받고, 방산 부품제작 수출과 더불어 간접 

절충교역을 통한 정부 권장품 수출에 이르는 다양한 목

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이 국내·외의 국방 핵심기

술의 이전은 국방 기술력 향상과 방위력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의 민간 이전 등과 같은 실질적

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가오는 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 각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확보하기 위해 기술의 국내·외 

이전 소요가 급증하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

방연구개발에서도 국제공동연구개발과 절충교역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고, 기술의 수준과 가치가 명확히 

판단되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진입 준비를 위해서라도 국방기술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국방기술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

다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 필요성 및 방법

국방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은 지능정

보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국방기

술개발 투자의 경제성 분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

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된다. 더불어 지능정보사회

로의 구조개편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국방기술의 이

전과 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

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

적이고 논리적인 국방기술 가치평가 시스템구축이 필

수적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국방기술의 가치

평가 방법으로 산업기술의 매매, 현물출자, 기술금융(투
자유치, 담보·보증), 인수·합병, 청산·소송 등 다양한 용

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을 그대로 국방

기술 가치평가에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있고, 체계통합

기술의 입력변수 결정에 요구되는 체계적인 로직을 제

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할 

경우 국제가치 평가 기준에 의하면 시장접근법이 우선

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권고된다. 그러나 국방기술의 

이전거래를 비롯한 평가 활용사례를 수집하기도 어렵

고, 국방기술의 가치평가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

실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기술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여유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합계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수익접근법(기술요소법 : Technology 
Factor Approach)을 활용하여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

석, 시장성 분석 후 사업성 분석과 기술가치산정을 하지

만, 국방기술의 가치산정은 미래현금을 추정하거나, 기
술성과 시장성으로 판단된 경제적 수명 평가표로 판단

하기에 제한된다. 
국방 관련 기술 및 시장의 사업화 환경을 고려하는 경

우, 미래가치까지 반영하는 수익접근법보다는 원가접

근법 기반의 평가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개

발 난이도, 기술수명, 매출액 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

소 등의 핵심변수 결정에 관한 정형화된 로직이 존재하

지 않으며, 대상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 또는 대

체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기술가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국외에서 기술이전 받을 때 투입된 비

용을 판단하기 어렵고, 우리가 기술을 이전할 때는 상대

국과의 기술가치산정 결과가 다를 것이다. 개발 원가를 

근간으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 및 적용하기에도 분명 한

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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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재의 국방기술 가치평가방법의 제한점을 

이해하고, 기술가치 산정시 국내·외 기술 동향, 기술 수

준 분석, 기술완성도 분석, 기술 모방 난이도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성숙도(SRL)의 평가결과를 활

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기술(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

타격, 특수/에너지, 무인·로봇 등)의 연구개발과 양산단

계 진입시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각각의 성숙도

(Readiness Level) 결과를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을 도출

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치평가 대상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의 척도, 기술 간의 통합(체계통합기술)척도, 제조

준비 및 성숙도 척도를 측정요소별 항목에 맞추어 명확

히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 시스템성숙도는 개발 

무기체계의 시스템성숙도뿐만 아니라, system과 subsystem
의 기술의 가치를 가장 잘 확인해 줄 수 있는 평가지표

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와 관련된 개념과 기존의 방

법론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 핵심기술의 새

로운 계량적이고, 경제학적인 기술가치 예측모형의 기

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 핵심기술의 가치평가는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국방 핵심기술 분야별 기술의 가치를 특성

과 활용목적에 맞게 정의하고, 이에 맞는 가치평가방법

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Ⅱ. 기존 가치평가방법론 고찰

2.1. 원가접근법(Cost Approach)

원가접근법은 대상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 비용

을 기초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거나(Historical Cost 
Approach, 역사적원가법),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

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Replacement Cost Approach, 
대체원가법),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

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Reproduction Cost 
Approach, 재생산원가법)으로 구분[1]할 수 있으며, 평
가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원가접근법은 대상 자산을 생산하는 데에 투입된 비

용 총계로 평가 시점까지 대상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의 합을 의미한다. 다른 접근법과 비교할 때 주관적 요

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가치 산정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미래의 경제적 예상 이익 및 

기타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직접적으

로 반영되지 못하고, 재생산비용 또는 대체비용을 추정

하는 것도 완전히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제한이 있다. 또
한, 기술을 실제로 개발한 시점과 평가 시점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진부화

(obsolescence)를 정량화하는 것이 어렵고 기회비용을 

다루는 방식이 평가자마다 상이하여서 시장접근법이나 

수익접근법과는 달리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하여 사용이 권장되는 가치평가방법은 아니다. 시장접

근법이나 수익접근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제한적

으로 사용하거나 여타 방법론 적용 후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원가접근법을 이용하여 산

정된 기술가치는 기술이전·거래시 기술개발 비용 보전

의 차원에서 받아야 할 최소 금액으로 받아들여지는 경

우도 있다.
따라서, 원가접근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

인 경우는 평가 대상기술 분야가 공익적 특성이 크고, 
평가 대상기술이 적용되는 시장이 수요독점 시장이며, 
도입기 초기 또는 쇠퇴기 기술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불가능하고,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기술은 무형자산이므로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을 

얻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어 투자한 원가만

큼도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또한, 과거

에 지출된 원가에 근거를 두고 있어 미래수익의 잠재력

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대체기술이 존재하거나 미성숙한 기술의 가치평가에 

원가접근법이 주로 활용된다.
국방기술의 가치평가시, 원가접근법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여 장래의 기대수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방법론보다는 적용하기에 용이하

므로 주로 사용하는 평가방법이다. 

2.2.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의 

거래가치에 근거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이다.[2]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사례에 근거하여 대상기

술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독립적인 제3자의 입

장에서 공정한 거래로서 비교할 수 있거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술의 거래를 의미한다.
이 평가방법은 시장에서 이미 거래된 유사(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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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산의 가격 사례를 참조하여 조정하는 등 다른 사

례로부터 미래편익(future benefit)의 현재가치를 산정

하는 방법이다. 공평한 거래를 가정한 후 시장의 가치를 

산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실제 거래 데이터와 당시 시

장 상황 및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

존 거래와 비교하여 산정한다. 원가접근법은 기술가치

평가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접근법

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자료(actual market transaction 
data)를 사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므로 가치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empirical evidence of value)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접근법은 부동산 시장처럼 상호비교 가능한 자

산 교환을 매개로 하므로 평가의 대상인 기술과 유사한 

기술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의 방법으로는 최적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방기술의 유사한 기술의 거래 전례는 발견하기 어려

우며, 거래가 일어나도 거래조건이 비공개인 경우가 많

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 시장접근법을 적용

할 때 가장 곤란한 것이 비교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거래된 기술의 평가 목적, 기술의 목적, 기술의 규모, 기
술의 성숙도 및 기술의 내용상 차이 등을 기존에 거래된 

전례와 비교하여 적용 가능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비교가 가능한 동일한 기술을 찾아내기 어려운 국방

핵심기술의 가치평가는 유사한 업종에서 거래되는 기

술 사례를 활용해야 하므로 기술의 적용대상 및 산업의 

특성을 잘 비교하여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
히, 국제적인 국방기술 이전은 기술력과 정치적인 영향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의 환경과 산업 주기에 따

라 기술의 가치는 크게 차이가 나므로 비교 대상인 기술

거래사례가 일어난 시기의 경제적인 환경을 기술가치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국방기술 가치평가의 시장접근법 활용은 전문기술 

분야별 이전 평가사례를 수집하기도 제한되고, 적용할 

만한 평가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3.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수익접근법은 기술요소법 기반의 가치산정 방법으

로,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에 기술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

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3]
미래 기술이 창출하는 기대수익의 순현가(NPV; Net 

Present Value)를 기술의 가치로 평가하는 기술평가방

법이다. 이 접근법은 가치(value)의 정의, 즉 ‘제공하는 

효용의 합으로 가치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가치의 정의

에 직접적으로 부합된다. 원가접근법이나 시장접근법

은 가치가 반영되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리변

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가치의 정의에 간접적으로 부

합한다. 자산에 대한 수요자 기준으로 자산을 보유함으

로써 발생하는 미래의 효용 총계로서 기업 미래 이익의 

25%를 기술대가로 수취하는 관행법, 사업이익에서 기

술이 기여한 부분을 분리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증분법, 
실시기업 미래 이익에서 비 기술가치가 기여를 제외한 

잔액을 활용하는 잔여법, 실시기업 미래 이익과 기술기

여도로 산출한 기술기여도법이 있다.
수익이란 통상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증가된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수익접근법은 수익을 활용하여 절대

적 가치를 평가하며, 투자와 관련된 미래의 경제적 수익

을 예상하고 이러한 예상된 수익의 흐름을 적절한 할인

율에 의해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것인데, 현금흐름할

인(DCF; Discounted Cash Flow)법을 주로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현재의 가치를 평가한다.

기술의가치
  






×기술기여도
  년수
  기술의경제적수명
  여유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사업가치중기술이기여하는비율

수익접근법을 적용할 때 난점은 매년 마다의 수익 및 

현금 흐름(Cash Flow)의 크기, 할인율의 크기(r), 수익이 

발생하는 시간(t)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금 흐름(Cash Flow)의 산정을 위해서 기술수명, 시장

의 수요, 시장경쟁의 정도, 기술의 진부화, 시장점유율

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더욱이 가치 평가된 기술이 

실제 제품에 내재되어 있거나 가공(process) 기술인 경

우 또는 전체기술이 아닌 부분기술이라면 장래에 기술

이 미치는 영향도를 평가하여 산정된 수익에서 일정 비

율을 반영하여야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 우수성, 권리 

범위와 같은 기술의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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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방기술 가치평가 방법 및 절차

국방기술 이전의 대표적인 사례는 절충교역이며, 이
를 위해 기술가치 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국외업체에서 

제안한 무형의 기술(Technology)을 대상으로 기술가치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경제성, 전력 증강성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이를 정량적 금액(또는 등급 및 점수)으
로 표시하는 평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절충교역 가치

인정기준을 기초로 국외업체 제안기술에 대하여 기검

증된 가치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4]
절충교역시 국방기술 가치평가 방법은 원가접근법으

로 재생산비용 또는 대체비용을 사용하여 가치를 추정

하고, 시장접근법으로 시장거래사례를 이용하여 가치

를 평가한다. 하지만, 원가접근법은 미래수익을 고려하

는제 제한되고, 시장접근법은 유사자산이 있어야 적용 

가능하여 국방 분야의 시장이나 가격조사에 어렵다.
국방기술 가치평가 절차는 기술 분야별 평가지표(연

구개발, 부품제작, 창정비, 성능개량)를 반영하여 1단계

는 기술가치평가 대상을 선정, 2단계 평가 대상기술 내

용 검토, 3단계 현장전문가 평가 준비, 4단계 현장방문 

및 전문가평가 실시, 5단계 결과분석 및 종합, 6단계 최

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국방기술 가치평가 프로세스는 절충교역 기술가치평

가 모델(DOV : Defense Offset Valuation model)을 활용

하여 원가접근법으로 전문가평가(Delphi, AHP)를 시행

하고 순현재가치(NPV) 조정요소를 반영 후 가치평가 

초안을 작성한다. 그리고 시장접근법에 따라 DB를 분

석하여 사례분석으로 최종 평가가치를 산정하며 업무

절차는 국외업체의 기술제안을 시작으로 방위사업청에

서 추진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기술가치평가 및 협

상지원 등을 수행하여 추진한다.

Ⅲ. 성숙도(Readiness Level) 평가를 활용한 
기술가치평가

3.1. 기술성숙도(TRL), 통합성숙도(IRL), 시스템성숙도

(SRL)의 개념 및 발전

1990년대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개발 중인 기술

의 성숙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9단계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이라 불리는 이 측정 지표

는 성숙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술을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5] 미 국방부도 실용적으로 기술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TRL을 채택하였고, TRL 지표

는 정부 기관과 해당 계약업체에게 개발 중인 기술의 준

비 상태를 표 1의 지표로 설명을 제공하였다. 

Table. 1 Technology Readiness Level Definitions[6]

TRL Definitions

9 Actual System Proven Through Successful Mission 
Operations

8 Actual System Completed and Qualified Through Test 
and Demonstration

7 System Prototype Demonstrations in Relevant Environment

6 System/Subsystem Model or Prototype Demonstration 
in Relevant Environment

5 Component and/or Breadboard Validation in Relevant 
Environment

4 Component and/or Breadboard Validation in Laboratory 
Environment 

3 Analytical and Experimental Critical Function and/or 
Characteristic Proof-of-Concept

2 Technology Concept and/or Application Formulated

1 Basic Principals Observed and Reported

그러나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또는 하위 시스템 간

의 통합된 기술을 측정하고, 완전히 표현 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기술의 통합 요소의 성숙도 측정 필

요가 증가 되었고, 항공우주 및 방위 관련 문헌을 철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수준의 통합 메트릭스에서 

이후 표 2에 기술된 9단계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IRL은 

다양한 기술의 호환과 상호작용의 인터페이스를 체계적

으로 측정하고, 통합 지점 간의 성숙도를 일관되게 비교

한다. 그리고 통합 준비도 척도상의 어디에 있는지를 파

악하여 기술 간 통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기술성숙도(TRL)가 개발 중인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듯이, 통합성숙도(IRL)는 기술

의 통합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Table. 2 Integration Readiness Level Definitions[7]

IRL  Definitions

9 Integration is Mission Proven through successful 
mission operations

8
Actual integration completed and Mission Qualified 
through test and demonstration, in the syste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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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기술과 관계되는 기술 간의 통합 수준이 객

관적인 수치 척도에 의해 평가되고 매핑 될 수 있기때문

에, 개발 중인 전체 시스템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또 다른 과제가 대두되었다. Sauser, 
et al. (Sauser, Ramirez -Marquez, Henry et al. 2009) [7]
는 개발 중인 모든 시스템에 대해 TRL과 IRL의 정규화

된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시스템 성숙도(SRL) 측정을 발

표하였고, 
시스템의 성숙도와 개발 수명 주기 내의 상태를 결정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표 3은 SRL의 다양한 수준의 

정의와 미 국방획득프로세스의 수명 주기에 대한 SRL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Table. 3 System Readiness Level Definitions[7] 

그림 1은 무기체계 시스템의 현재 또는 미래의 성숙

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법으로 TRL과 IRL의 상호작용

을 통해 SRL을 측정하여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시스템

성숙도(SRL)를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Fig. 1 SRL Mapping to Defense Acquisition[7] 

무기체계 주요구성품의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통합성숙도(IRL: Integration Readness 
Level), 시스템성숙도(SRL: System Readiness Level)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각각의 성숙도가 누

적되어 향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계의 연구개발 과정

에서 개발된 기술과 주변 기술 간의 통합과 관련한 위험

을 평가하고 체계통합기술을 발전시켜서 무기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3.2. 시스템성숙도(System Readiness Level)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과 시스템의 성숙도를 체계

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최종 시스템이 요구성능을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간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통합성, 적합성, 복잡성의 성숙도를 평가하여 정량화를 

통한 리스크를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

사결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System 또는 subsystem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식별하고, 개발 프로세스

IRL  Definitions

7 The integration of technologies has been Verified and 
Validated with sufficient detail to be actionable.

6 The integrating technologies can Accept, Translate, and 
Structure Information for its intended application.

5
There is sufficient Control between technologies 
necessary to establish, manage, and terminate the 
integration. 

4 There is sufficient detail in the Quality and Assurance 
of the integration between technologies

3
There is Compatibility (i.e. common language) between 
technologies to orderly and efficiently integrate and 
interac

2
There is some level of specificity to characterize the 
Interaction (i.e. ability to influence) between technologies 
through their interface. 

1
An Interface between technologies has been identified 
with sufficient detail to allow characterization of the 
relationship

SRL Acquisition 
Phase Definitions

0.90 
to 1.00 

Operations 
& Support 

Execute a support program that meets 
operational support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sustains the system 
in the most cost-effective manner over 
its total life cycle. 

0.80 
to 0.89 Production Achieve operational capability that 

satisfies mission needs.

0.60
to 0.79

System 
Development

& 
Demonstration

Develop system capability or (increments 
thereof); reduce integration and 
manufacturing risk; ensure operational 
supportability; reduce logistics footprint; 
implement human systems integration; 

SRL Acquisition 
Phase Definitions

0.60
to 0.79

System 
Development

& 
Demonstration

design for production; ensure affordability 
and protection of critical program 
information; and demonstrate system 
integration, interoperability, safety and 
utility. 

0.40 
to 0.59

Technology 
Development

Reduce technology risks and determine 
appropriate set of technologies to 
integrate into a full system. 

0.10 
to 0.39

Concept 
Refinement

Refine initial concept; Develop system/ 
technolog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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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성숙도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구성품 

간의 인터페이스 식별과 정의한 후 그림2와 같이 TRL
과 IRL을 평가하여 구성기술 간의 통합, 상호작용 관계

는 IRL Materix로 체계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체계

성숙도의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기술의 수준과 기술

의 가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8]

Fig. 2 System Readiness Level calculation formula[8]

시스템성숙도는 복잡한 무기체계의 특정 기술의 성

숙도와 그 기술과 subsystem들 간의 통합 성숙도를 평가

하여 체계성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간 평가

하는 기술성숙도(TRL), 기술 간의 통합에 따른 성숙도

(IRL)의 평가를 위한 연구와 명확한 성숙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4와 같이 시스템성

숙도를 9단계로 구분하여 TRL과 IRL을 활용한 기술의 

통합관리 방법은 기존의 TRL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시

스템 통합 차원의 시스템성숙도평가에 따른 위험요소 

기술의 식별, 기술의 연구성과관리 제한을 보완하기 위

한 관리기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Table. 4 System Readiness Level descriptions[9]

* Developed by NSA; derived from the DoD Integrated Defense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Life Cycle 

3.3. 시스템성숙도(System Readiness Level)활용 예시

그림3은 두 개의 모듈로 배열된 10개의 구성요소(A
에서 J까지)가 있는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

준다. 각 구성요소의 측정된 TRL 수준을 노드에 기록하

고, 두 구성요소 사이의 IRL은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된

다. 의존성이 있는 구성요소의 측정된 IRL 수준은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판단되며 이중 화살표에 표시된다. 
이 예에서 첫 번째 subsystem의 일부 구성요소는 두 번

째 subsystem의 구성요소와 인터페이스가 있다.

Fig. 3 The block diagram for a system with two modules 
and 10 components The double arrows indicate the 
interfaces between connected components

그림3과 같은 시스템의 10개의 구성요소가 있는 시

SRL descriptions

9 System has achieved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and 
can satisfy mission objectives

8 System interoperability should have been demonstrated 
in an operational environment

7
System threshold capability should have been 
demonstrated at operational performance level using 
operational interfaces

SRL descriptions

6 System component integrability should have been 
validated

5
System high-risk component technology development 
should have been complete; low-risk system components 
identified

4
System performance specifications and constraints 
should have been defined and the baseline has been 
allocated

3 System high-risk immature technologies should have 
been identified and prototyped

2 System materiel solution should have been identified

1 System alternative materiel solutions should have been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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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다이어그램의 TRL과 각 기술 간의 IRL을 메트릭

스로 구조화하여 연산하며, 그 방법은 그림 4와 같이 제

시할 수 있다. 이 다이어그램의 시스템성숙도Composite 
SRL은 0.61로 SRL6 수준 정도로 외부시스템 모의시험

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모의 운용시험 환경에서 시

스템이 시현된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Fig. 4 Composite SRL Calculation Result Table

무기체계는 주요기능과 핵심기술에 따라 subsystem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많은 핵심기술과 기술 간의 

체계통합과 연동으로 system의 능력이 구현된다. 체계

는 작업분해구조 WBS(Work Breakdown Structure)에 

의해 각 subsystem으로 분류하여 개발되고 성숙도를 관

리한 후 다시 체계를 통합하여 성숙도를 관리하기 때문

에 TRL, IRL, SRL의 결과가 각 무기체계의 기술수준과 

완성도이며, 기술가치평가의 참고지표가 될 수 있다.

Ⅳ. 시스템성숙도(System Readiness Level)를 
활용한 기술가치평가 방안

4.1. 시스템성숙도(SRL) 관리를 통한 가치평가관리 연계 

방안

TRL수준과 각 기술 간의 IRL수준으로 평가한 SRL
은 양산과 운용유지단계를 고려하기보다는 연구개발과

정에서의 TRL을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인 반면에 MRL
은 양산과 운용유지단계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향상

과 운용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과정에서부터 

제조 및 운영유지 관련 평가요소를 확인하여 위험을 완

화하고, 실제 운용환경에서의 체계성숙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 모형과 방법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

다. 국내에서는 실제적인 TRL, IRL 의 성숙도 측정결과

가 없기 때문에 Robotic Servicing Mission For The 
Hubble Space Telescope[10]의 성숙도 측정결과를 활용

하여 MSRLs의 향상수준에 따른 목표 일정과 예산과 연

계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5의 시스템 개념 다

이어그램의 TRL, IRL의 수준에 따라 SRL을 측정할 수 

있고,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반영한 기술

가치 평가 모형 연구함으로써 그림6과 같이 연도별 목

표 MSRLs을 정하여 지속적인 Feedback과정을 통해서 

목표성숙도관리와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가치평가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Fig. 5 Robotic Servicing Mission For The Hubble Space 
Telescope

사업관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

을 내리기 위해서 그림7과 같이 MSRLs을 활용하여 목

표성숙도와 목표 비용과 예산을 연계하여 기술의 가치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Fig. 6 Example of annual Readiness Management by SRL

Fig. 7 example of annual budget and valuation management 
by 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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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가치평가시 시스템성숙도(SRL)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

며, “기술가치평가”는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사업화

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

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

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으

로 기술의 가치는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

에 평가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을 적

용하여 추정하여야 한다.[11] 
기술가치평가에서 시스템성숙도(System Readiness 

Level)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 

전체를 작업분해구조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기술의 성숙도, 구성기술 간의 상호연관성, 각 기술

관계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기술이 동일한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핵심기술의 중

요성에 대해 가중치 반영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동

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술의 수준을 기초로 대상기술을 개발하는 데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

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

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

치를 산정하는 등 원가접근법이나 시장접근법은 가치

가 반영되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리변수에 의

존하는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은 기술개

발을 선행한 후 기술의 국외이전 시에 적용 가능하다.
국외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적용하기에는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기술의 가치를 정

확히 판단하여 국외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다면, 상호 신

뢰를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주관기관 간의 우수한 특

정 기술에 대해 거래가 활성화되어 최종적으로 기술개

발비용을 절감하고 연구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제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접근법에서 시스템성숙도(System Readiness Level)

를 활용하여 기술가치를 판단하기에는 각각 변수(수익 

및 현금 흐름(Cash Flow)의 크기, 할인율의 크기(r), 수
익이 발생하는 시간(t), 현금 흐름(Cash Flow)의 산정을 

위해서 기술수명, 시장의 수요, 시장경쟁의 정도, 기술

의 진부화, 시장점유율에 대한 예측)와 성숙도 간의 관

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방기술의 권리는 정부 소유가 대부분이

며, 이 권리성 분석의 결과에 따라, 기술수명 영향요인에 

영향을 미쳐 “기술의 경제적 수명”이 변할 수 있고, 기술

사업화 위험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쳐 “할인율”이 변할 

수 있으며, 개별 기술 강도에 영향을 미쳐 “기술기여도”
가 변함에 따라 기술가치 평가금액이 현저히 낮게 될 것

으로 예측되어 수익접근법의 활용은 제한 될 것이다.

Ⅴ. 결  론

국방기술의 다양성, 복잡성, 체계 전문성, 고 신뢰성 

때문에 평가모형의 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론적

으로 정립되어있는 가치평가의 개념을 활용하여 무기

체계의 기술가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 또한 어려운 과제이다. 학문적 탐구뿐만 아니라, 측
정 기술적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것

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개발된 모형이 부족한 환경에

서 완벽한 모형의 개발보다는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국방 핵심기술의 성숙도(Readiness Level)평가를 적

용한 기술가치평가 방안은 시스템성숙도(SRL) 이론에 

근거하여, 시스템이나 구성품에 적용된 주요 핵심기술

의 성숙도와 체계통합기술의 상대적 변수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간·변수간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기

술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무기체계 시스템의 평

균 가치로서 추정된 시스템성숙도(SRL)를 활용한 기술

가치평가는 국방핵심기술의 특성을 반영하고, 체계의 

주요 구성품의 핵심기술 개별성을 감안한 기술가치라

는 점에서 통상적인 기술거래나 기술개발투자 결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준가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특정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방위산업 기

술 분야의 미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 활용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기술이전 사업을 통해 획득되는 기술유형을 기준으

로 획득의 필요성과 이로부터 파급되는 기대효과를 살

펴보면 공군의 KF-16 전투기 기술도입생산 사업 시 절

충교역으로 KTX-2 고등훈련기 개발 및 항공전자 분야 

비행운용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다수의 원천 핵심기술

을 획득하여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보더라도 국방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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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기술이전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국방기술 가치평가 모형은 하나

의 완성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로서, 기술 간의 체

계통합과 융·복합화 특성을 반영하여 국방분야 국제공

동연구개발과 절충교역 관련 국내외 기술 이전시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된 다

양한 분야의 핵심기술의 현실적인 가치평가를 위해서

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모델의 수정·보완이 필요하

며 완성품을 만들어 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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