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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Environment test support is urgent for small and medium defense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weapons systems. Also, to reduce the burden of test costs, the voucher 
system must be strengthened. Quality assurance support should be accompanied by budget 
support.
Method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pand infrastructure for test equipment that suffers 
shortages by considering environmental test frequency and waiting periods to reduce the time 
required for environmental tests.
Results: In regard to the environmental test, expansion for test equipment infrastructure, security 
of budget for the test, establishment of test plan, education and consulting support are required to 
resolve some limits of small and medium defense companies. 
Conclusion: Along with the opening of environmental test courses for industry operators, the 
expansion for consulting support projects of the defense industry support system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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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사시 장에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

게 타격을 최 화하기 해서는 고도의 신뢰성이 보

장된 군수품을 획득하여 운용하는 것은 필수 이다

[1-3]. 그러나 최근 7년간(2007. 1. 1~2013. 10. 31)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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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est 
number Test items Test procedure

(number) Order Test 
number Test items Test procedure

(number)

1 505.5 Low pressure
(altitude) 4 16 515.6 Acoustic noise 3

2 501.5 High temperature 2 17 516.6 Shock 8
3 502.5 Low temperature 3 18 517.1 Pyroshock 4
4 503.5 Temperature shock 2 19 518.1 Acidic atmosphere 1

5 504.1 Contamination by 
fluids 1 20 519.6 Gunfire shock 4

6 505.5 Solar radiation
(sunshine) 2 21 520.3 Temperature, Humidity, 

Vibration and Altitude 3

7 506.5 Rain 3 22 521.3 Icing/Freezing rain 1
8 507.5 Humidity 1 23 522.1 Ballistic shock 5

9 508.6 Fungus 1 24 523.3 Vibro-acoustic
/Temperature 1

10 509.5 Salt fog 1 25 524 Freeze/thaw 3

11 510.5 Sand and dust 3 26 525 Time waveform 
replication 2

12 511.5 Explosive atmosphere 1 27 526 Rail impact 1
13 512.5 Immersion 2 28 527 Multi-exciter 2

14 513.6 Acceleration 3 29 528 Mechanical vibration of 
shipboard equipment 1

15 514.6 Vibration 4 - - - -

Table 1 Environmental test items and test procedures

품질원에 제출된 공인기  시험 성 서와 방 산업체 

보  시험 성 서를 상으로 조사(2013. 8. 24~2014. 
3. 10)한 결과에 의하면, 241개 업체에서 2,749건이 

․변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4].
이러한 시험 성 서 ･변조의 원인으로는 품질보

증 활동 범   주기에 한 표 화가 조한  등 

여러 가지 문제 이 제기되었으나, 그  하나로 소 

방산업체의 환경시험 수행 여건이 미비한 측면이 지

된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 방산업체의 

환경시험 수행간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시사 을 도

출하여, 무기체계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한 소 방

산업체의 환경시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환경시험의 종류

2.1 일반 환경시험

일반 환경시험은 MIL-STD-810G[5]에 명시되어 있

으며, 군용장비가 다양한 자연 환경 는 운용상의 환

경에서 정상 동작 확인을 시험하기 한 기 으로 

<Table 1>과 같이 압력, 온도, 습도, 충격 등의 29개 시

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자기 환경시험

자기 환경시험은 MIL-STD-461G[6]에 명시되어 

있으며, 군용 장비에 한 자기 합성을 시험하기 

한 기 으로 <Table 2>와 같이 도성 방사(conducted 
emission), 도성 내성(conducted susceptibility), 복사 

방사(radiated emissions)  복사 내성(radiated suscepti-
bility)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으로 시험방법

에 따라 총 1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중소 방산업체 환경시험 수행 간 제한사항

3.1 방산업체 설문조사 개요

소 방산업체의 환경시험 수행간 제한사항을 도

출  분석하기 해 총 58개 방산 소기업의 5년 이

상 획득분야 유경험자를 상으로 <Table 3>과 같이 



Kyunghwan Hwang․Bohyeon Kim․Jangwook Hur 289

Order Type Test items
1

Conducted 
emission

CE101 Conducted emission with external power
2

CE102 Conducted emission with external power
3 CE106 Conducted emission through antenna terminal
4

Conducted 
susceptibility

CS101 Conducted susceptibility with external power

5 CS103 Conducted susceptibility through antenna terminal
- intermodulation

6 CS104 Conducted susceptibility through antenna terminal
- rejection of undesired signal

7 CS105 Conducted susceptibility through antenna terminal
- cross-modulation

8 CS106 Test for over-response by power induction
9 CS109 Conducted susceptibility by structure of electric current

10 CS114 Conducted susceptibility to injected cable
11 CS115 Conducted susceptibility to injected cable
12 CS116 Conducted susceptibility to electric field induced into cable and power source
13

Radiated 
emission

RE101 Radiated emission of magnetic field
14 RE102 Radiated emission of electric field
15 RE103 Radiated emission through antenna
16

Radiated
susceptibility

RS101 Radiated emission of magnetic field
17 RS103 Radiated emission of electric field
18 RS105 Over-response electric field radiated emission

Table 2 Electromagnetic environment test items and test procedures

Questionnaire period - 2015. 4. 14~5. 14
Subjects - Experienced practitioner with more than 5 years of career in acquisition

Defense company
- The number of regular staffs: 10~500

Annual sales: 5~50 Billion won
Sector: maneuver, guided weapon, ammunitions, warship and air craft

Table 3 Small and medium defense companies survey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내용은 환경시험 빈도 

측면, 시험기간 측면, 시험비용 측면  문인력 보

유 측면의 4가지 분야를 심으로 하 다.

3.2 방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3.2.1 시험빈도 측면

소 방산업체의 환경시험 여건을 분석하기 한 설

문으로, 먼  환경시험의 빈도를 확인하기 해 과거 수

행실 이 있는 환경시험의 종류에 한 설문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수행실 이 많은 시험의 순서

는 고온시험, 온시험, 충격시험, 진동시험, 염수분무

시험, 습도실험, EMI/EMC 시험 순으로 제시되었다. 

반면에, 화충격시험, 폭발성 기시험, 발포충격

시험은 탄약, 수류탄  연막탄류를 생산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수행되고 있어 시험빈도가 낮게 나타났으

며, 1개 업체도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항목은 소음시

험, 산성 기시험, 결빙․동결․강우시험, 탄도충격

시험, 진동․음향․온도시험, 결빙․해빙시험, 시간

형 복제시험, 철도충격시험, 다 가진시험, 함상 군

수품 기계  진동시험 등 10가지 항목으로 나타났다.

3.2.2 시험기간 측면

소요되는 시험기간을 분석한 내용으로 진동시험의 

소요기간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부분 10∼30
일 정도 기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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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item
Rank

(number of companies)
Test item

Rank
(number of companies)

High temperature test 1 (57) Low pressure(altitude) test 10 (18)
Low temperature test 1 (57) Fungus test 12 (13)
Shock test 3 (52) Sand and dust test 12 (13)
Vibration test 4 (51) Temperature․humidity․vibration test 14 (11)
Salt spray test 5 (42) Acceleration test 14 (11)
Humidity test 6 (39) Solar radiation(sunshine) test 14 (11)
EMI/EMC test 7 (27) Contamination by fluids test 17 (9)
Temperature shock test 8 (24) Ognition impact test 18 (5)
Immersion test 9 (23) Explosive atmosphere test 19 (4)
Rain test 10 (18) Gunfire shock test 19 (4)

Table 4 Frequency of environmental test performance

Item
Test period

Test agent
Waiting Testing

Rectifier body 3 months 1 day KIMM
Rectifier control panels 3 months 1 day KIMM
Rectifier starter 3 months 1 day KIMM
Ship mount 1 months 2 weeks KIMM
Heater assembly 30 days 5 days S&T motive
Rotator 15 days 1 day S&T motive
Transmitter 1 months 1 week Gyeongnam techno park
Auxiliary power unit 1 months 1 week Techno park
Launcher controller 10 days 1 day Changwon university
Ground navigation control indicator 10 days 1 day Changwon university
Remote controller 10 days 1 day Changwon university

Table 5 Time required for the vibration test

부분 1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단지, 정유기 련품

목의 경우, K기 에서 시험품목이 있는 장소로 방문

하여 시험을 수행하는 계로 기기간이 3개월 정도 

많이 요구되고 있다. 
한 충격시험의 소요기간은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분 K기 을 이용하고 있으며, 표에서 

나타낸 품목은 모두 배에 탑재된 장비이고, 보통 2∼3
일 소요되고 있다. 시험 기기간은 1∼6개월이 요구

되고 있으며, 시험품목이 형인 정유기 련 장비는 

장비설치  시험 비기간이 길어 약 6개월이 요구

되고 있다. 
그리고 EMI/EMC 시험기간을 <Tabl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품 수 의 EMI/ EMC 시험의 경우 시험

기시험 항목이 많은 경우 1∼3주가 소요되며, 시험항

목이 기간마다 다소 상이하나, 시험항목이 은 경우

에는 1일, 많은 경우에는 시험가능 기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리

고 체계수  EMI/EMC 시험의 경우 챔버 용량의 한계

로 인해 A기  해미시험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시험기간은 약 3주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기 기간

이 15개월로 원하는 시험 시기로부터 약 1년 에 시

험을 신청하여야 시험이 가능하고, 만약 시험결과 불

합격으로 정시에는 수정보완을 한 설계변경 후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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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est cost Test agent
Rectifier body 4 million won KIMM
Rectifier control panels 9.2 million won KIMM
Rectifier starter 9.2 million won KIMM
Warship mount 10 million won KIMM
Heater assembly 0.5 million won S&T motive
Rotator 0.5 million won S&T motive
Transmitter 0.7 million won Gyeongnam techno park
Auxiliary power unit 4 million won Gyeongnam techno park
Launcher controller 0.9 million won Changwon university
Ground navigation control indicator 0.9 million won Changwon university
Remote controller 0.3 million won Changwon university

Table 8 Cost required for the vibration test

Item
Test period

Test agent
Waiting Testing

BTMS system 3 months 2 weeks ADD
Rectifier body 6 months 2 days KIMM
Rectifier control panels 6 months 2 days KIMM
Rectifier starter 6 months 2 days KIMM
Warship mount 1 month 3 days KIMM
Rectifier body(retest) 6 months 2 days KIMM
Rectifier control panels(retest) 6 months 2 days KIMM
Rectifier starter(retest) 6 months 2 days KIMM

Table 6 Time required for the impact test

Classification Item
Test period

Test periodWaiting Testing

EMI/EMC
(component level)

Central control unit 5 months 3 weeks KOMERI
Heater assembly 2 months 1 day DMI
Rotator 1 month 1 day KOMERI
Ggenerator for engine 1 month 1 week Busan techno park
Auxiliary power unit 1 month 1 week KOMERI
Launcher controller 10 days 3 Days Gyeongnam techno park
Ground navigation control indicator 10 days 3 days Gyeongnam techno park
Remote controller 10 days 3 days Gyeongnam techno park

EMI/EMC
(system level)

BTMS system 15 months 3 weeks ADD

Table 7 Time required for the EMI/EMC test

3.2.3 시험비용 측면

소요되는 시험비용을 분석한 내용으로 진동시험 

소요비용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시험비용은 약 

30∼1,000만원 수 이며, K기 에서 수행한 품목이 

다른 기 에서 실시한 품목보다 형이기 때문에 시

험비용이 약간 고액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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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est cost Test agent
BTMS system 15 million won ADD
Rectifier body 4 million won KIMM
Rectifier control panels 4 million won KIMM
Rectifier starter 4 million won KIMM
Warship mount 10 million won KIMM
Rectifier body (retest) 4 million won KIMM
Rectifier control panels (retest) 4 million won KIMM
Rectifier starter (retest) 4 million won KIMM

Table 9 Cost required for the impact test

Classification Item Test cost(won) Test agent

EMI/EMC
(compoment level)

Central control unit 20 million wonn KOMERI
Heater assembly 1.6 million wonn DMI
Rotator 3.1 million won KOMERI
Generator for engine 3.3 million won Busan techno park
Auxiliary power unit 10 million won KOMERI

EMI/EMC(system level) BTMS system 45 million won ADD

Table 10 Cost required for the EMI/EMC test

Fig. 1 Current professional manpower for 

environmental test

한, 충격시험 소요비용은 <Table 9>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약 400∼1,500만 원 수 이며, 시험품목의 형

상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나타낸 품목은 모두 선박용 탑재장비이기 때문에 K
기 에서 출장에 의한 시험으로 진행되어 시험비용

이 다소 비싸게 제시되었다.
그리고 EMI/EMC 시험 소요비용은 <Table 10>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단품 수 의 시험비용은 약 150
∼300만 원이며, 이는 시험항목의 많고 음에 기인

한 것으로 시험기간과 한 련이 있다. 그리고 체

계의 EMI/EMC 시험의 경우에는 4,500만 원이 소요

되어 군수업체의 비용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3.2.4 문인력 측면

환경시험 련 시험일정, 시험방법, 시험결과 정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문인력이 소 방산업체에 반

드시 필요하나, 이러한 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

업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58개의 소 방산

업체  약 50% 정도이고, 약 30% 업체는 문인력이 

없어 시험계획 수립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보여 진다. 즉, 시험계획 수립 등의 분야에 해 

문인력을 미보유한 업체는 체계업체나 시험  문

기 의 의견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신규 기술개발의 한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3 환경시험 제한사항

소 방산업체들이 환경시험 수행간 주요 제한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Table 11>에 나타내었으

며, 고가의 시험비용, 장기간의 시험 기 기간, 시험장

소의 분산, 이용 차의 복잡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 시험항목에 한 시험기간과 소요비용을 <Table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체계수 의 EMI/EMC 시험

은 기기간이 1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소요비용

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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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Name of test equipment Rank Name of test equipment
1 EMI/EMC 11 Physical property(chemical constituent)
2 Shock 12 Rain
3 Vibration 13 Low pressure(altitude)
4 High/Low temperature 14 Contamination by fluids
5 Temperature shock 15 Explosive atmosphere
6 Salt spray 16 Immersion
7 Humidity 17 Life prediction
8 Sand and dust 18 Solar radiation(sunshine)
9 Acceleration 19 Fungus

10 Temperature/humidity/vibration 20 Ignition shock․acidic atmosphere․gunfire shock

Table 13 Reliability test equipment types that require building

Rank Constraints Number of companies(%)
1  Psychological burden caused by expensive fees 34(36.5)
2  Delay of test analysis and waiting time 25(26.8)
3  Inconvenience due to scattered necessary units 15(16.1)
4  Complexity of use procedure  9(9.6)
5  Lack of required environmental test equipment  7(7.5)
6  Lack of necessary environmental test equipment in korea  2(2.2)
7  Inconclusive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1(1.3)

Table 11 Restrictions when using professional environmental test agencies

Classification
Test period

Test cost
Waiting Testing

EMI/EMC(system level) 15 months 3 weeks 4.5 million won
EMI/EMC(Component Level) 10 days~5 months 1 day~2 weeks 1.6~20 million won
Vibration Test 1 month~3 months 1 Day~2 weeks 0.5~10 million won
Shock Test 1 month~6 months 3 days~2 weeks 4~15 million won

Table 12 Environmental test periods and costs for main test items

한,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문인력이 없

어 시험계획 수립 능력이 부족한 약 30%의 업체에 

해서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환경시험 

수행간 불합격이 발생하 을 경우 고장분석 등을 통

한 원인 악과 해결방안 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4. 중소 방산업체 환경시험 지원방안

환경시험과 련하여 소 방산업체의 제안사항으

로는 장기간의 시험 기와 고가의 시험비용  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계획수립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1 시험장비 인 라 확충

기업뿐만 아니라 소 방산업체의 경우 환경시험

을 해 장기간 기하는 문제의 개선이 시 한 실정

이다. 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험빈도와 시험

기 기간을 고려하여 추가 인 구축이 필요한 환경

시험 장비를 <Table 13>에 나타내었다[7]. 이러한 시험

장비 구축은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테크노센터

를 보강하거나, 신뢰성 시험 련 정부출연기 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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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련 기 의 시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다. 

4.2 시험비용 지원

소 방산업체의 시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해

서는 정부의 소업체 시험비용 지원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즉, 소기업청에서 운 인 ｢연구장비공

동활용지원사업｣[8] (일명 “바우처” 제도)의 연간 지

원규모는 2016년 187억 원이며, 업체경력이 7년 이하

인 경우는 70%, 업체경력이 7년을 과하는 업체는 

60%를 최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
원 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자본  80억 

원 이하 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3가지 조건 

에서 어느 1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를 방산 소기업들이 극 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연간 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

고 있으므로, 국방품질 련 기 에서 품질보증 지원 

산의 추가 인 확보에 의한 지원방안의 검토가 요

구된다.

4.3 시험계획 수립  분석 교육과 컨설  지원

소 방산업체의 경우 시험장비를 부분 외부 기

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독자 으로 시험계

획을 수립할 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간 고장이

나 불량이 발생하 을 경우 조치능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 방산업체를 상으로 구체

인 환경시험 기 , 차, 방법 등과 함께 고장분석을 

할 수 있는 체계 인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업체 

담당자들이 문가  소양과 자질을 겸비할 수 있도

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험결과 불합격 정 시 후속조치 방향 정

립  고장원인 분석을 한 컨설 을 요청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방 산업 

지원제도[9]에서 시행되는 컨설  지원사업의 경우 

융부분과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방안  수출

마 , 법률자문, 행정 차 상담 등에 한정되어 있으

므로, 소 방산업체의 신뢰성 능력 향상을 해 환경

시험 련 문 인 컨설  지원이 가능토록 확 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해서는 소 방산업체

의 환경시험 등 열악한 제반 여건에 한 지원이 시

한 실정이다. 이를 해 소 방산업체의 환경시험 수

행간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 으며,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시험 소요기간의 단축을 해 환경시험 

빈도와 기기간을 고려하여 부족한 시험장비 인

라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시험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해 바우처 제

도 활용의 홍보를 강화하고, 품질보증 지원 산 확보

에 의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업체 담당자를 상으로 한 환경시험 교육과

정 개설과 함께, 방 산업 지원제도의 컨설  지원사

업의 확 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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