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5 pp. 117-121,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5.117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117

국방기술 기획전문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도헌
국방기술품질원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efense Technology PD System

DoeHun Kim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요  약  기술발 의 가속화와 기술융합의 시 로 패러다임이 바 면서, 국방 분야는 국방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 으로 

발 하기 해 투자 확 와 더불어 선택과 집 에 의한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양상에 부합하는 신개념 첨단

무기  핵심기술에 집 인 투자와 함께 제한된 산범  내 투자 략도 수립 에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R&D 정책의 
성과 극 화와 기획· 리의 문성  책임성 제고를 하여 PD제도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도 과제기획역량 강화  민간기술 활용 활성화의 목 으로 국방기술기획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하에 문성을 갖

춘 국방기술PD 제도를 추진 에 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일 된 기술지원과 개방형 기술기획 제도 개선  민·군 간 
기술 연계성 확 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국방 분야의 PD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국방기술PD 제도 도입  운  방안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기술PD 제도에 한 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Abstract  As the paradigm shifts in the era of accelerate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convergence,
the defense sector is pursuing national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investments to develop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highest possible level. In addition
to investing heavily in cutting-edge weapons and core technologi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future, the defense
sector is also developing investment strategies within a limited budget. In the private sector, the PD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maximize the performance of R&D policy an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and responsibility
of planning &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in the field of defense, the PD system of defense 
technology with specialization is being promo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task planning capacity and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private technology. Considering the need for coherent technical support for the core technology 
developed by R&D, the improvement of open technology planning systems and expansion of inter-civil & technical
linkage, the use of the PD system in the defense field is indispensable. In this study, we review similar cases abroad
and at home to examine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D system for defense technology. This study is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the defense technology PD system that is being pursued.

Keywords : PD(Program Director), Defense Technology PD, Defense Science Technology, Defens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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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방 분야는 국방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 으

로 발 하기 해 투자 확 와 더불어 선택과 집 에 의

한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화· 연결이 
가시화되는 4차 산업 명에 돌입함으로써, 국방 분야는 
인공지능, IoT 등의 기술 신을 바탕으로 단기 ·소모  

연구에서 벗어나 창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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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고 있다. 한, 4차 산업 명 응을 해 기 원

천  핵심기술에 한 략  투자와 신기술·신산업 발
굴  육성을 통하여 국방기술 고도화에 련된 정책과 

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 R&D 는 무기체계 획득 차인 방 력개선사업 

업무 차에 따라 추진되며, 최종 수요자가 군이라는 특
수성과 함께 시간  장기성과 복잡성의 특성이 존재한

다. 국방 R&D 산규모는 2.9조원(’18) 수 이며, 무기
체계 개발 심의 사업과 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 국방기술 R&D 는 4054억원(’18) 규모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첨단·고도화 기술  외국의 기술이  통

제 등으로 자체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연구하며 기 연

구, 핵심기술개발, 민군기술 력, 핵심부품SW/ACTD 
이 포함된다[1].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BD 략’ 등에서 제

시된 장기 R&D 방향  목표와 연계한 과제기획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 한 R&D 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성을 갖춘 민간 문가가 기획·평
가· 리·기술이 ·사업화 등 R&D  주기를 체계 ·효
율 으로 리하는 제도인 PD(Program Director)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가속화와 R&D 문성 제고를 하여 PD와 유사
한 제도를 도입  활용 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방 분야도 기획 역량강화  

민간기술 활용 활성화의 목 으로 문성을 갖춘 기획

문가 제도(Program Director)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고
등기술원은 창의·도  신기술 개발을 해 국방기술 

연구과제 리자(Program Manager)를 채용하여 활용 
에 있지만, 기술 분야별 R&D 기획-평가- 리 등 

R&D  주기를 상시 책임  운 하는 PD제도는 아직 
추진된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 운 되고 있

는 PD제도 유사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국방 분야 PD제
도 도입 방안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방기술기획 정의 및 절차

국방기술기획이란, 우리 군의 미래 니즈(Needs)를 충
족시키기 해 군 요구능력과 미래 소요 무기체계, 국방
과학기술 R&D 환경을 분석하고 장기 기술개발이 필

요한 핵심기술을 식별하여 한정된 자원의 투자 효과를 

극 화시키기 한 선택과 집 의 기술개발 략을 수립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한정된 자원의 투자효과를 극
화시키는 기술개발 략은 미래 소요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에 요구되는 핵심기술 확보에 목 이 있다.
국방기술기획은 기획  연구개발단계로서, 국내·외 

기술 측  수 조사를 하는 사 기획과 기 기획 과제 

 과제화가 필요한 무기체계 소요 핵심기술을 결정하여 

핵심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 연구개발 략수립, 그리고 
수요자와 개발자가 소요제기를 하는 기술주도형의 과제

기획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국방 기계획에 편성되어 

매년 기술검토를 통해 최신화된 과제를 선별하여 산에 

반 하고 있다[2].

3. 국내·외 PD제도 운영현황

3.1 국내 PD 유사제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업기술 R&D 정책의 성과 
극 화와 효율  운 을 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 리

원과 한국에 지기술평가원에 PD제도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  PD의 역할은 기획
단계에서 정책지원, R&BD 략 수립, 기획 상과제 발

굴과 과제기획 등 ·장기과제 기획을 주도하며, 수행단
계에서는 평가에 여하지 않으나 선정 평가시 과제기획 

진도 검 등을 통해 R&D 수행활동을 지원한다. 성과확
산단계에서는 기술매칭, 포럼 운 , 문지식 공유 등 기
술개발에 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산업부의 경우 
산업기술 23개, 에 지 8개 등 총 31개 분야에서 운  

이며, 담당 기술범 가 넓고 산이 많은 분야의 경우 

복수 PD를 운  이다.
PD제도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와 단기간 동안의 운

으로 기획 몰입도가 낮은 ‘기획 원회’ 방식을 극복할 
수 있고, 기존의 성공률이 높은 과제 심에서 High 
Lisk & High Return으로의 성과창출을 한 R&BD 패
러다임 환을 추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PD의 임기
는 기본 3년에 2년 단 로 최  3회 연장 가능하며, 연
임 여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통한 성과평가로 결정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 인 한국연구재단에

서는 PM(Project Manager)제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에서는 CP(Creative Planner)제도를 도입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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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 public 
Institution KEIT, KETEP NRF IITP KHIDI KAIA

Official Title PD
(Program Director)

PM
(Project Manager)

CP
(Creative Planner)

PM
(Project Manager)

PD
(Project Director)

Term three years two years two years two years two years

Role Business Planning 
and Evaluation Management Planning and Evaluation Business Planning and 

Evaluation Management
Business Planning and 

Evaluation Management Planning and Evaluation

Employment Contract worker or 
Dispatched worker

Contract worker or 
Dispatched worker

Contract worker or 
Dispatched worker Contract worker Contract worker

Table 1. Other Departments PD Similar System

평가 등 사업 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
하기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PM제도를 운  

이며, 국토해양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도 사업
기획  평가업무 역할로 PD제도를 활용하고 있다[3]. 

3.2 해외 PD 유사제도 현황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PD 유사제도를 이미 운용 
에 있다. 미국에서는 DOE, DARPA, NSF 등 국가 R&D
의 략  추진을 해 PD/PM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이다. 독일의 연구재단(DFG)는 Bottom-up 방식의 연구
지원 강화를 해 PD제도를 도입하 다. 국의 공학 

 자연과학 연구 의회(EPSRC)는 로그램 기획  

정책개발 목 으로 PM제도를 운용 이며, 일본은 국내
와 유사한 기획/평가 문성 강화를 해 제도를 활용 
에 있다. PO는 정부정책  연구동향에 한 설문조
사  연구수행, 로그램  운 에 한 제언업무 등 

기획 업무를 지원한다[4]. 

3.3 국방기술PD 도입배경

최근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 인 민간

기술 력이 두되고 민간 신기술의 기하 수  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 신개념 무기체계 도입 지
연  핵심기술 기획 역량이 정체되고 있고, 지속  개방

형 기술기획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수행을 한 

략수립  기획지원 체계 부재, 민․군 력 사업과 연
계한 기술기획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국방 내․
외부의 기술기획 역량 확충 요구  업무량 증가에도 기

술기획 련 인력/ 산의 정체도 큰 문제 이 되고 있다. 
한, 기술기획  성과분석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
하고 기계획  산편성, 연구개발 등은 국방과학연
구소에서 수행하는 이원화체제로 구분되어 있어 핵심기

술 연구개발  순기의 일 성 있는 리가 필요한 시

이다.
국방 기술기획 패러다임의 환기를 맞이하여 무기체

계로부터의 핵심기술을 신기술 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획

득과, 연구자의 기술 소요제기로 략․정책 기반의 기
술 소요를 도출하고, 력화 목표의 기술개발을 통해 자
주국방에 더한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에, 2017
년 PD제도를 국방기술품질원에 도입하기 하여 과제
기획역량 강화  민간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한 논의

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방 사업추진 원회에서 

심의의결 되었고, 국방 무인·로  분야 PD 신설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5].

재 국방기술기획은 무기체계를 기 으로 소요기술

을 과제화하여 기술기획체계를 구축하는 사 기획연구 

기반의 하향식 기술기획체계(Top-Down)와 핵심기술과
제를 공모하여 민간 기술력을 활용하는 상향식 기획체계

(Bottom-Up)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획과정에서 민
간 문가 참여는 수동  검토 수 에 머무르고 있고, 기
술기획 업무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핵심기술

기획서 뿐만 아니라 정책서  정책 략 수립, 우주 로드
맵 등 업무량 증   산 증액으로 인하여 국방기술기

획의 문성과 효율성에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재 

국방 분야도 문가 토론회 방식으로 기획-평가· 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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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Planning

DAPA(DTaQ)

↓

Mid-term Plan

DAPA(ADD)

↓

Budgeting

DAPA(ADD)

↓

Agency Selection

DAPA(DTaQ)

↓

Contract

ADD

↓

Research Development

ADD

↓

Performance Evaluation

DAPA(DTaQ)

Fig. 1. Defense Core Technology R&D Procedures

과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가 토론회 방식은 여
러 문가들의 의견교류를 통해 합리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책임 분담에 따른 책임성의 부재로 인해 충실
한 과제기획이 힘들다는 단 이 존재한다. 한, 간사 주
도의 행정 리 심 하에 기획이 이루어짐으로써 당  

의도한 기획방향으로 과제가 진행되는지의 여부와 기술·
시장의 변화로 인한 개발내용 변경여부를 능동 으로 

응하기가 어렵다는 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방기
술PD제도를 도입하고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개선시
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국방기술PD 도입 및 운영방안

4.1 국방기술PD 정의 및 임무/기능

국방기술 기획 문가(Defense Technology Program 
Director)는 미래 장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효과가 큰 핵심기술 등의 기획을 하여 략투자 분

야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가로서, 국방 기술
기획을 체계 ‧효율 으로 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PD
의 임무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국방 R&D 략  

로드맵 수립  핵심기술 소요제기와 핵심기술 과제기획 

 정책‧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한, 핵심기술 기

계획 요구서(안)  산편성(안) 검토를 지원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 제안서평가  성과평가에 참여하며, 핵
심기술 연구개발 성과분석  추 조사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4.2 국방기술PD 도입 중점방향

첨단기술을 통한 군 우 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 우

선 도입하기 해 ‘17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의
거, 무인·로  분야를 우선 선정하고 국방기술 PD제도를 
도입하 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기타 등 8  무기체계 분야와 센

서, 정보통신, 제어 자, 탄약/에 지, 추진, 화생방, 소
재, 랫폼/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국방기술표 분류를 

기 으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4차 산업 명  신개

념 무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망기술 등을 고려하여 

향후 PD 분야를 선정하 는데, 18년 이후로 인공지능 
분야, 사물인터넷 분야, 가상 실 분야, 사이버 분야, 우
주 분야, 에 지 분야를 선정하 다. 향후 국방기술 PD
제도의 방향은 기술발 에 따른 신개념 첨단 무기체

계 소요기술에 비하고, 제조업과 ICT의 융합으로 제4
차 산업 명에 응하는 능동 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5].

4.3 국방기술PD 운영 애로사항 식별

국방 분야에서 최 로 도입하는 PD제도를 운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할 것이라 상된다. 먼
 외부 빙 PD 인력과 내부 지원 인력과의 조화가 필
요하다. 역할/권한 등의 임무  기능을 명확히 하여 문
화  장벽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PD제도 운 을 

한 기반 마련과 PD 문성을 해 충분한 지원이력 

배치  출장, 복지 등 별도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PD 략수립  과제기획 방법론/틀 등 시스템  운

을 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국방기술 PD제도는 산 기반 기술기획 시범수행으
로 산과 기술을 고려한 기획 실효성 증 를 도모할 수 

있고, 민간 고 경력 문가를 통한 과제기획 강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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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술 용을 확 할 수 있으며, 방사청의 수시 정책/
기술지원 요구에 한 효율  응이 가능하다. 한, 국
방기술 PD 지원인력의 요구로 련 인력의 정원을 확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기술기획 제도 개선사항
을 식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R&D 기획범  

확 와 민간-국방 R&D 연계활동 강화, 산업계 민간 
문가 채용 확  등 PD  주기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다면평가를 통한 PD 성과평가로 PD 처우를 개선해야한
다. 더불어 PD 신규분야 도입과 분야 조정에 따른 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과제기획 운  내실화와 PD제
도 운  련 규정의 지속 인 개정을 통하여 책임성 강

화  반 인 PD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써야한다. 
·장기 인 에서, 국방기술기획 업무에 지속 인 

기술발 에 따른 첨단 무기체계 소요기술을 비해야 하

고 제4차 산업 명에 응한 국방 지능정보사회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을 고려해 볼 때 창의 이고 신

인 ·장기 략수립과 신규사업/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PD의 활용과 기 효과는 매우 높다

고 생각된다.
국방 분야의 PD제도는 국방기술기획체계에 도입된 

사례는 아직 없다. 민간 PD제도는 이미  산업분야 확
를 통해 R&D 기획· 리의 문성  책임성 제고와 
함께 R&D 성과 가시화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
방기술기획 분야에서도 민간 R&D에 도입되어 운  

인 PD제도를 활용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창의 인 과제

기획, 성과평가 등  주기를 체계 으로 상시 책임 리 

할 기획 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PD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내·외부 인력간의 문화  장벽과 인력, 산, 
문 인 과제기획을 한 시스템 개선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상된다. 하지만 국방 분야의 장기 인 

에서 국방기술PD제도는 국방기술 기획체계 고도화와 
함께 기술 문성과 효율성  성과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PD제도에 한 발 략 

수립과 지속 인 투자 확 가 기 되며, 더 나아가 미래
를 선도할 국방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한 기반

을 마련한다고 생각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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