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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미국의 초도생산제도인 LRIP을 우리나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획득절차 실정에 맞도록 적용한 한국형 

초도생산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초도생산제도는 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운용시험평가와 양산 

단계에서 초도생산품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야전운용시험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초도생산시험 단계에서 충분히 

야전에서의 성능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이후에 안정적으로 후속양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였

다. 또한 초도생산 시험수량을 고가의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 국방 모델링 시뮬레이션에서 반복횟수를 산출하는 t분
포를 이용한 통계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시험수량 산출식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국방 획득체계 개선과 안정적 무기체

계 연구개발을 위한 최적의 초도생산 시험수량 산출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benchmark the United States’ LRIP, the country’s initial production policy, and provide a Korean 
version of such policy which reflects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try’s weapon system research & development(R&D) 
and acquisition procedures. The research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country’s initial production policy in a 
direction that the policy could execute two stage continuously: (1) employment test & evaluation(OT&E), conducted on 
prototypes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and (2) field employment tests(FT), conducted on initial products during the 
production stage. In addition, the research provides an equation calculating the optimal number of initial test products to 
be produced, applying statistical theories of t-distribution. The research aims to be used a reference to calculate the 
optimal number of initial products to be produced for testing in order to improve future national defense acquisition 
systems and the stable R&D of weapon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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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70년대 초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국방능력을 갖추

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

해 국방부는 1971년에 제도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무기획득을 위한 체계

를 최초로 마련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획득체계의 개선 

및 발전이 거듭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보다 효율적인 국

방재원의 관리와 획득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

를 해소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

립 및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주체를 방사청에서 국방부

로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

부개정안 법률이 2015년에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획득체계 개선의 노력과 무기체계 개발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획득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

렀으며, 이들 무기체계 중 K-9 자주포, KT-1 훈련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터키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국방획득체계는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

듭해 왔지만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무기체

계에 대한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

함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에 국방부는 미국의 LRIP 
(Low Rate Initial Production) 제도를 벤치마킹한 전력

화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야전운용시

험으로 제도화하여 전력화되는 모든 무기체계를 대상

으로 시행하고 있다. LRIP 제도는 적정 수량의 초도생

산으로 야전에서 성능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량의 후속양산을 실시하기 위한 초도생산제도(이하 

LRIP을 초도생산으로 표기)이다.
하지만 현행 야전운용시험을 포함한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무기

체계 연구개발 시 개발규격과 양산규격에 차이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K-21 보병전투차량 사고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기관과 생산기관의 보유 설계도

가 불일치 한 점이 무기체계 성능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는 야전운용시험제도의 대상장비, 수
행기간 등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야전운용시험이 일

정기간(약 6개월 이내) 동안 소량을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중대한 결함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후속 양산품 

대상으로 보완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다양한 결함을 식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의 제도와는 달

리 우리나라는 수작업으로 제작된 시제품을 대상으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전투용 적합’을 판정하기 

때문에 시제품과 이후 생산라인에서 양산되는 제품과

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서 발생하는 결함들을 검증하는 절차인 야전운용시험 

제도가 무기체계 양산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지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시험수량 산출 기

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미국의 획득체계와 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 환경은 우

리나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우리나라 실

정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적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초도생산제도를 면밀히 분석해보

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무기체계 획득절차와 야전운용시험 제도를 

중점으로 분석하여 한국형 초도생산제도 적용 방안과 

초도생산품에 대한 시험수량 산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기존연구 현황

미국의 초도생산제도 적용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다. 초도생산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자료[2]와 이를 

적용한 우리나라 국방획득절차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지만[3,4,5], 현재

의 획득절차 중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와 야전운용시험, 
그리고 전력화평가까지 전반적인 시험평가, 분석평가

와 연계한 구체적 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또한 초도생산제도를 적용하였을 때 적정 초도생산 시

험수량에 대해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 명시된 

전체물량의 10% 이내 수량 기준 외에는 구체적 산출방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평가 수량 산출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항확률분

포의 누적확률 값으로 신뢰수준을 산출하는 수식 등을 

제시하였다[6,7]. 하지만 이는 정밀유도무기에 한하여 

비용을 고려한 시험사격 수량 산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

며, 명중률을 판정하는 수량 산출 수식으로 전반적인 무

기체계 시험평가 수량에 적용하기에는 제한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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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미국의 초도생산제도

를 적용하면서 초도생산 되는 일반적인 무기체계에 대

한 적정 시험수량을 산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미국의 초도생산제도 현황

미국의 획득체계는 체계개발이 완료되고 양산이 시

작되기 전에 초도생산 단계를 시행하여 생산 준비와 무

기체계 성능 구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가를 검증

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는 이

유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기체계 성능을 만족시키는 

장비를 개발 및 획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초도생

산의 목적은 개발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주요 결함을 

발견하여 조치하고, 소량 생산된 체계의 성능과 품질을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검증하며, 생산계획과 공정관리

를 점검하여 생산준비상태를 검증하는 것이다[2].

Fig. 1 USA weapon acquisition framework [8]

미국의 획득관리체계는 그림1에서와 같이 크게 5단
계로 이루어지며, 이 단계의 중간에는 주요한 의사결정 

시점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3개의 중요 의사결정 지점

을 Milestone이라고 부르며 Milestone 전환에 대한 승인

은 MDA(Milestone Decision Authority)에 의하여 이루

어지고 있다. 획득관리체계의 가장 첫 단계는 Material 
Solution Analysis로 우리의 선행연구 단계로 볼 수 있

다. 이 단계에서는 소요기획 단계에서 올라온 초기능력

문서인 ICD(Initial Capability Document)를 바탕으로 

요구 성능을 분석하고 획득방안에 대한 대안분석을 실

시하게 되는데,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수명주기 비용을 

예측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MDA는 이 단계가 종료

되면 기술개발전략(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과 관련된 문서를 검토한 후 Technology Maturation & 
Risk Reduction 단계로의 진입을 승인한다. MDA는 두 

번째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획득전략을 

검토하고 제조기술개발 단계로의 진입을 승인하게 되

며, 이때까지를 사전획득단계로 본다. 초도생산 생산 수

량은 이 시점에서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Development 단계로서 우리나라의 

체계개발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무기

체계 시제품을 제작하며,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 Evaluation)와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를 수행하게 된다. 미국의 획득관리체계에

서는 이 단계까지를 무기체계 개발단계로 보고 있다.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Development가 완료되

면 Milestone C에서 LRIP을 승인하고, 초도생산 종료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무기체계의 개발이 완료되면 다

음은 Production and Deployment 단계이다. 이 단계는 

양산단계로 양산 초기에 소량만 생산·배치하여 운영하

는 초도생산 단계와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FRP(Full 
Rate Production)로 나누어진다. FRP는 초도생산이 제

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에만 진행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Operations & Support는 무기체계가 양산·배치

된 이후 운영유지를 하는 단계를 말한다[9].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실시되

는 시험평가는 그림1과 같이 이루어진다[10]. 여기서 주

목할 점은 운용시험평가를 초도생산 단계를 포함한 초

도운용시험평가(IOT&E)와 후속운용시험평가(FOT&E)로 
구분하여 진행한다는 것이며, 이를 우리나라의 체계와 

비교해보면 운용시험평가, 야전운용시험, 그리고 전력

화평가가 한 개의 단계 속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미 의회는 미국방부가 OT&E를 성공

적으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양의 무기체계

가 양산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초도생산의 정의와 

생산량의 제한을 법안에 명시하게 된다. 법안에서는 초

도생산을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

한의 생산량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OT&E를 위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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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초기 생산기반을 건설하는 

것, 셋째 OT&E의 완료 후에 대량생산 과정으로의 생산

량 증가를 허가하는 것이다. 이때 전체 계획된 획득수량

의 상당부분이 초도생산에서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도생산 수량을 총생산수량의 일정비율을 넘

지 않도록 법안에 규정하였으나, 함정이나 위성 획득사

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함정이나 위성의 경우 생

산 복잡성과 높은 양산단가, 적은 생산수량 및 긴 수명

과 같은 특징을 가진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

기체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사업관리 감독을 강

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여 별도의 사업관리를 수행하

도록 하였다[11].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초도생산 단계에서 생산 중에 발생할 수 있

는 규격 불일치와 같은 결함 여부를 점검하고, 야전에서

의 충분한 성능 검증으로 대량 생산 이전에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획득체계와 

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 실정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부분

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초도생산제도를 그대로 적용한

다는 것은 제한된다. 현재 시행중인 야전운용시험이 미

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개선 및 보완사항을 식별하였다. 따
라서 초도생산제도의 원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고 이

를 우리나라의 획득체계 환경과 실정에 부합되도록 보

완과정을 거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초도생산제도 중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초도생산 대

상 무기체계를 주요 국방획득사업(MDAPs, Major 
Defense Acquisition Program)과 주요 무기체계(Major 
system)로 국한하는 이유는 저비용으로 획득하는 무기

체계와 수량이 많지 않은 무기체계 등은 초도생산을 생

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대상 무기체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초도생산 수량은 

기본적으로 초기운용시험평가(IOT&E)를 수행하기 위

한 최소한의 필요한 양으로 생산한다. 초도생산의 수량

과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전력화가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도생산은 모든 방위사업 

체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요 국방획득사업(MDAPs)
과 주요 무기체계(Major system)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

상 마다 수량과 수행기간을 달리 하고 있다. 미 의회에

서는 이러한 초도생산 수량을 총 생산량의 10% 내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초도생산의 적정 수량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초도생산 대상 

무기체계 선정 및 수량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제기

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관련제도를 적

용 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분석되고 결

정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야전운용성능 검증 측면에서 초도생산은 단

계별로 야전운용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이 기간 중에는 

별도로 실 사격 시험평가(LFT&E)를 실시하게 된다. 미
국의 경우 LFT&E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철저한 성능검증을 위해 M&S(Modeling and Simulation) 
등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한다. LFT&E는 시스템 개발 

이후 초도생산 단계에서 실무장 피격시험을 통해 개발

된 무기체계의 치명성과 취약성에 대해 평가하여 실 전

투상황에서의 회복성 및 전투손상 시 수리능력 등을 총

체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렇게 초도생산 단계에서 식

별된 문제점들은 철저히 보완되어 후속물량 생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초도생산의 종료는 Full Rate Production 
Decision Review(FRPDR)이라는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

게 되며, 승인 여부는 MDA가 결정하게 된다. FRPDR에

서 MDA가 양산단계로 전환 여부를 승인하면 해당 체

계는 양산 계약 이후 후속 생산에 착수하는 단계가 진행

된다. 
연구개발의 종료 시점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이한 

데에는 획득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미
국의 경우 초도생산은 운용시험평가(OT&E) 단계에 포

함되며, 개발이 완료되고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

행된다. 그리고 초도생산에서는 시제품이 아닌 양산과

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후속양

산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작되는 생산품을 대상으

로 초기운용능력시험평가(IOT&E)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제품과 생산품의 차이로 인한 결함발생을 제도적으

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초도생산 제

도는 개발 기관에서 제작한 시제품을 검증하는 것이 아

니라 개발이 종료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독립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제품을 대

상으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규격화가 완료된 이후 최소 전술

단위 수량만큼의 초도물량을 대상으로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따라서 초도생산제도와 가장 크게 대별되는 

부분이 바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대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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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양산 단계에서 야전운용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제도와 비

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제도에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이후 초도생산제도와 유사

하게 야전운용시험 시 시제품과 생산품의 차이로 인한 

결함을 최대한 식별하고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야 한

다. 또한 이러한 보완조치가 완료된 시점까지를 개발단

계로 보고 안정적으로 후속 양산에 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현재 국방획득절차 현황

3.1. 무기체계 연구개발 획득절차

Fig. 2 Weapon system R&D acquisition procedure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는 그림2와 같이 크게 탐색

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로 구분하며, 무기체

계에 필요한 기술수준, 무기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한 절차로 수행할 수 있다.
탐색개발 단계에서 연구개발 기관은 탐색개발 실행

계획서를 근거로 탐색개발을 실시하고, 방사청은 탐색

개발 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이때 합참은 

탐색개발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안)을 작

성하고, 방사청은 기술적ž부수적성능(안)을 작성한다. 
합참은 작전운용성능(안)을 구체화하여 합동전략회의

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작전운용성능을 근거로 방사청

은 기술적ž부수적성능을 확정한다. 체계개발 단계가 되

면 방사청은 탐색개발 완료 후에 작전운용성능 및 전력

화지원요소, 시험평가, 목표비용, 안전기준 등을 포함하

는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여 합참 및 소요군과 합의 

후 공동서명을 하고 체계개발에 착수한다. 체계개발 단

계에서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무기체계의 성능을 검증

하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여 운용

시험평가 후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국방규격이 제정된다. 
양산 단계에서는 방사청이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군 및 기품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위사업추진위

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산계획을 확정한

다. 이때 무기체계의 배치,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계획 등이 양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전력화평가 후

에는 개발 관련 자료를 소요군에게 제공한다.
앞서 제시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획득 절차에 

대한 시험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체계개발 기간 동안

에는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 목

표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개발시험평가를 수행

한다. 개발시험평가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에서 수행하

며, 수행결과를 제출하여 ‘기준충족’ 또는 ‘기준미달’로 

판정을 받게 된다. 시제 제작이 완료되면 운용시험평가

를 수행하며, 실제 운용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운용범위 내의 극한 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장비의 특성

에 따라 혹한기와 혹서기에 성능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한

다. 운용시험평가는 소요군 주관으로 수행하며, 운용시

험평가가 완료되면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작

성하여 합참으로 제출한다. 소요군이 제출한 운용시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서는 무기체계의 ‘전투

용 적합 판정’ 또는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현
재는 시험평가 수행기능을 국방부가 합참으로 위임하

여 시행중이며, 국방부는 최종판정 및 승인을 한다. 연
구개발 주관 기관은 전투용 적합 판정 후 국방규격 제정 

절차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국방규격 관리

기관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기술검토, 조정회의 등 심의

를 거쳐 방사청으로 규격서안을 제출하면, 방위사업기

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이 제정되고 규

격이 확정되며 이때 연구개발 절차는 완료된다[12]. 

3.2. 야전운용시험과 전력화평가

야전운용시험은 후속물량 생산 이전 무기체계에 대

한 야전에서의 실질적인 성능검증이라는 점에서 양산

절차 중 중요한 단계를 차지한다. 
야전운용시험의 시행배경은 전력화평가와 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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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추진되었다. 전력화평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로 정착

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신규 전력화된 모든 무기체계는 

반드시 전력화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전력

화평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개발된 K계열 장

비의 결함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방부에서는 획득업무 

추진 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연

구하였으며, 2011년 10월부터 전력화평가 수행방법의 

개선으로 ‘양산 이전 전력화평가 제도’를 추진하였다. 
이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이전에 소량으로 초도생산하여 야전에서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 및 확

인을 하는 제도이다.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미국의 초

도생산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국산 무기체계의 품

질개선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야전

에서의 운용성에 대한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

기 위한 전력화평가 제도가 기존의 전력화평가와 용어

가 혼재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전력

화평가를 전력화평가(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로, 야전운용 적합성 검증을 위한 것은 야전운용시험

(FT, Field Test)으로 제도를 구분하였다. 그림3에서는 

야전운용시험 전ž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3 FT before and after comparison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제도를 비교해 보면 야

전운용시험은 야전에 배치하는 전력의 완전성을 향상

하기 위해 소요군 주관으로 초도물량을 대상으로 야전

운용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보완하여 후

속물량 생산 및 구매 시 반영토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야전운용시험의 책임은 소요군에게 있으며, 소요군이 

계획수립 및 시험 수행, 시험 결과보고를 한다. 야전운

용시험 결과는 우선조치사항과 성능개선 또는 성능개

량시 반영할 사항으로 구분하고, 우선조치사항은 형상

변경·구매계획 수정 등을 통해 보완한 후에 후속물량 생

산과 후속구매를 추진하고, 성능개선 또는 성능개량 사

항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전력화평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야전운용시험 제도는 초도물량에 대

한 성능 검증으로 그 결과를 후속물량 생산에 반영하여 

무기체계의 야전운용 적합성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의 배치 후 1년 이내에 운용

개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 

부대임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분석평가를 수행

함으로써 해당전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전력에 

반영을 지원하며 전력 발휘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다. 전력화평가는 소요군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군은 합참·방사청 그리고 기품원과 생산업체 

등 인원을 포함한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방사청

은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

과를 국방부 및 소요군으로 보고·통보하며, 전력화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 후속사업 및 유

사 사업 추진에 반영한다. 또한 소요군의 교리, 조직, 훈
련체계, 정비체계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하여 전력

화평가를 실시하며, 무기체계 성능에 관한 사항은 소요

군이 수행한 야전운용시험 수행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표1에서는 야전운용시험과 전력화평가를 종합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Field Testing IOC assessment

Con-cept

⦁Conducted on initial 
productions and weapons 
systems to be purchased
⦁Test results applied to 

subse-quent production 
and purchases

⦁Conducted on equipments 
to be filded
⦁Test results applied to 

future weapons systems 
to be fielded

Tim
e

-line

⦁After functions requiring 
the weapons system 
acquires first productions

⦁Within 1 year after 
adopting weapons system

Test A
reas

⦁Field employment capability 
of weapons system, mission 
execution capabilities in 
tactical levels, support 
requirements for fielding, 
etc.

⦁Weapons system capabilities, 
requirements for combat 
development, comprehensive 
logistics support requirements, 
etc. 

M
eth-od

⦁Planned by functions that 
requires the system, test 
conducted by field units.

⦁Test lead by functions 
that require the system, 
evaluation team comprised 
of relevant organizations

Table. 1 Compare FT with IOC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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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4.1. 한국형 초도생산제 적용 방안

Fig. 4 Improvement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cedure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문

제점을 개선하도록 미국의 초도생산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한 개선된 절차를 그림4에서 제시하

였다. 
개선된 절차에서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개발 및 운용

시험평가를 완료하면 잠정 ‘전투용 적합’을 판정하고 

임시 규격을 제정한다. 이때 초도생산시험 여부와 적정 

시험 수량을 결정한다. 초도생산시험 여부가 결정되면 

생산업체에는 개발업체의 임시 규격화된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초도생산시험 계획에 의거 단계별 적정 수량

을 생산한다. 이후 현재의 야전운용시험평가의 방법을 

준용하여 초도생산시험을 단계별로 수행하고 시험 결

과에 따라 최종 ‘전투용 적합’을 판정한다. 또한 시험 간 

식별된 결함과 보완사항을 조치한 후 후속양산 여부를 

승인함과 동시에 최종 규격을 제정하며, 연구개발 단계

를 완료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환경과 획득체계가 상이하므로 미국의 초도생산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된다. 미국은 대부분의 무

기체계 개발과 생산이 업체 위주로 이루어지며, 초도생

산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동일 업체에서 개발

과 초도생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치가 원활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K계열 무기체계와 같

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개발 시 설계도면

을 바탕으로 업체에서 초도 생산 및 후속 양산을 할 경

우 시험평가에서 결함이 발생 시 설계에서 발생한 문제

인지 아니면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인지에 대한 책

임소재가 다소 모호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종료시점을 조정할 필

요성이 생긴다. 위 그림과 같이 현재의 연구개발 종료시

점(규격화 완료 시)을 야전운용시험 이후로 조정한다면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양산절차에서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운용시험평가를 한 

결과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전운용

시험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함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시점을 초도생산시험 이후로 조

정하고 운용시험평가와 야전운용시험까지의 단계를 연

계성 있게 시행한다면 이러한 결함발생률을 줄이고 결

함이 발생하더라도 좀 더 원활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M&S 등으로 무기체계 성능을 검증한 결과 야전운용

시험을 대표적으로 적용한 K-21경구난차의 경우 운용

시험평가 간 식별하지 못한 결함사항을 야전운용시험 

간 다수 발견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표2에서와 같이 동

일 결함이 발생했을 때 야전운용시험에서 보완하는 것

이 전력화평가 및 이후 보완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양산 단계 이전

에 각종 결함 및 보완사항을 조치하는 것이 이후에 식별

되는 결함을 조치하는 것 보다 경제적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Table. 2 Result application of FT [14]

Quan-
tity

Required cost Re-
markscost Improving Total

IOC 00 1,800
thousand won

131,200
thousand won

133,000
thousand won 1

FT 0 56,600
thousand won

8,280
thousand won

64,880
thousand won 0.49

제시한 절차와 같이 연구개발 시점을 조정할 경우 다

음과 같은 제한사항들을 예상할 수 있다. 개발기관(업
체)에서는 야전운용시험 단계에서 발생하는 결함까지 

개발자 위주로 조치를 해야 하므로 부담감이 커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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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현재의 양산절차 단계 보다는 결함 관련 조치

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무기체계 양산절차에서 발생하

는 결함 발생률을 줄이고, 개발기관(업체)은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 및 양산단계 이전까지 노력하게 된다는 점

에서 상기 제한 사항들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2. 초도생산 시험수량 산출 방안

초도생산시험 대상 무기체계는 미국의 초도생산제도

와 같이 모든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

용대 효과 측면 등을 고려 주요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수

행해야 한다. 무기체계별 특성에 따라 선행연구 단계에

서부터 초도생산시험 여부와 시험수량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다. 
미국의 초도생산제도에서는 총 생산 계획수량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초도생산 수량을 정한다. 이
러한 초도생산 수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바로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단위당 생

산비용은 생산수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특성이 있

다. 대표적으로 단위비용 산정에 사용되는 누적평균단

위비용 모델(CAUC, Cumulative Aver-age Unit Model)
에 따라 생산수량과 단위 제작비용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림5와 같이 볼 수 있다.

Fig. 5 Correlation with Production cost and quantity

미국 유도탄방위사령부(MDA, Missile Defense Agency)
는 공대공, 공대지, 지대공, 지대지 등 정밀유도무기에 

대해 개발단계에서 양산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의 생산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개발단계의 생산비용 

자료와 생산 및 배치 단계의 제작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유도무기에 대한 생산비용 모델 연구를 수행하였

다. 위 연구는 대표적 비용모델인 CAUC 모델, UT(Unit 
Theory) 모델 및 Rate 모델과 실제 소요비용 자료를 활

용하여 정밀유도무기 비용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Learning Curve 및 Step Facor 값을 계산하였고 CAUC 
모델에 적용한 결과가 실제와 가장 가까운 결과를 가져

왔음을 보여주었다[15].
앞에서 제시한 한국형 초도생산제도를 적용했을 때 

초도생산품의 적정 시험수량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 

최소한의 수량으로 시험하여 최대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시험수량으로 산출해야 한다. 국방 모델링 시뮬레

이션(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에서는 모델링 

과정이나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변
수들이 일반적으로 난수값을 갖기 때문에 확률 통계학 

이론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시뮬레이션 횟수로 최대한

의 신뢰성을 갖는 시뮬레이션 반복 횟수를 산출하고 있

다[16]. 무기체계는 고가의 생산비용으로 적정 시험수

량은 소량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으며, 모델링과 시뮬레

이션에서도 비용과 수행시간을 고려하여 반복 횟수를 

최소화해야하기 때문에 국방 모델링 시뮬레이션에서 

반복횟수를 구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초도생산 

시험수량 산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N을 초도생산 시험수량이라고 할 때 N개의 시험에 

의한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해보

면 표본오차는 식 (1)과 같으며, (1—α) 신뢰구간은 식 

(2)로 얻어진다.

표본오차    
 (1)

  표본의표준편차
신뢰구간           (2)
  모집단평균값→시험수량이무한번인경우
  표본집단평균값→시험수량이인경우

식 (1)에서 표본오차 W는 시험수량 N이 커짐에 따라 

감소되어 정확도가 향상되지만 N이 커지면 비용이 증

가하게 된다. (1—α) 신뢰구간의 식으로부터 시험수량

에 의한 결과값에 대한 표본오차를 일정한 범위 내로 유

지하기 위한 최소 시험수량 N을 구하면 식 (3)으로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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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가일정범위이내일확률이가되기
위한시험수량  ≤≥ 
즉   


≤을만족하는

값을구하는식으로구하고자하는최소시험수량은

 ≥ 
    ∙ 



(3)

식 (3)에서 변수 N은 부등식 좌, 우측에 포함되어 있

어 N을 일정 간격으로 증가시켜 반복적으로 표본에 의

한 값을 계산해 나간다.
표3은 제시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초도생산 최소 시

험수량을 구하는 예시이다.

Table. 3 Example calculation for minimum testing 
quantity N [16]

N(minimum number) žžžž 13 14 15

t 0.025,R-1 žžžž 2.18 2.16 2.14

formula (3) result žžžž 15.39 15.10 14.83

유의수준(α)이 주어진 경우에 표본오차(w1)가 일정

한 값 이하가 되는 시험수량 N을 구하는 예로서 α가 

0.05, W ≤ 0.04를 만족하는 수를 구하기로 한다. 먼저 

임의의 시험수량 N0을 4개로 수행했을 때 얻은 값(N02)
은 0.00518이며, 계산을 통해 얻은 N의 초기값은 13이
다. N의 값을 증가시키면서 식 (3)을 만족하는 최종 N값

을 구하면 15가 된다. 따라서 표본오차(w1)가 ± 0.04로 

확률이 0.95 이상이 될 최소 시험수량 N의 값은 15이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해당 무기체계를 초도생산품 4대로 

시험해본 결과 값을 가지고 제시한 최소 시험수량 산출

방안 수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15대까지 시험을 했

을 때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초도생산제도 적용방안과 초도

생산품에 대한 시험수량을 산출하는 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획득체계를 

비교ㆍ분석해 보고 미국의 초도생산제도를 벤치마킹 

한 야전운용시험 제도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

는 점과 야전운용시험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우리나

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무기체계 연구개발 획득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
한 현재의 야전운용시험 수량은 비용을 고려해서 적절

한 산출근거 없이 총 수량의 10% 내에서 소량을 산출하

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무기체계의 특성과 t분포를 적

용한 모델링 시뮬레이션 반복횟수 산출방식을 적용한 

시험수량 산출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산출방안이 

모든 무기체계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없

었던 무기체계 초도생산품에 대한 시험수량 산출에 하

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한 방안은 일반적인 무기체계에 대해 공통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시험수량 산출식이지만, 향후에는 제

시한 산출식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표본오차에 대해 작

전운용성능을 포함한 무기체계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적절한 시험수량이 산출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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