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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DRES)을 통한 
국방연구시설·장비 리 방안 연구

Research on management plan of Defense Facilities 
and Equipments through D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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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래성장 동력 육성과 신기술 확보를 하여 국가차원의 R&D 지원을 확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R&D 

투자 규모를 지속 으로 확 하고 있다. 한, 우리나라의 국가 R&D의 규모와 GDP 비 면에서 세계 최고수 에 이른 상황이여서 

R&D 산의 양 인 확 와 함께 효율 인 활용이 더욱 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R&D 신방안(`15.5)의 주요 과제 
 세부실행과제로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제고`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 구축 인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DRES)를 

통해 국방분야 연구시설장비의 리방안을 연구하 다. 이를 해 재 국가차원의 연구시설장비 리 차를 악하 고 기존 국방

분야 연구시설·장비의 리 황과 문제 , 련규정을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설계를 통하여 국방분야 연구시설·장비를 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설계·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리방안을 연구하 다.

☞ 주제어 : 국방R&D, 시설장비, NFEC, DRES

ABSTRACT

Major countries stay to expand invest in R&D to promote new growth engines in the future and to secure new technologies and 

Korea is also expanding to R&D investment. Quality of R&D investment is getting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of R&D investment 

because Korea’s indicator related to R&D investment is already world class with other countries’s investment scale by comparison with 

GDP. According to this trend, Korea’s policy in R&D is focusing the R&D Innovation Plan and “Utilization of R&D Facility and 

Equipment(F&E)” has been getting important. In this research, it research on facility and equipment management plan through Defense 

R&D Equipment information System(DRES). It analyzes existing process F&E in Defense field and Nation. Furthermore, it explains major 

process, function, and menu reflecting Defense F&E management rule enacted recently. Lastly, it shows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Defense F&E management.

☞ keyword : Defense, R&D, Facility, Equipment, NFEC, DRES

1. 서   론

 세계 으로 R&D의 요성이 두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R&D 투자를 지속 으로 확 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 역시 투자 규모를 진 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국가 R&D 산의 증가와 함께 국방분야의 R&D 산 역

시 꾸 히 증가하고 있다. Figure 1과 같이 3년간 국가

R&D 산  국방 R&D 산의 비 이 진 으로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 증가와 함께,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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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연구개발 신방안｣의 주요 과제로 ‘R&D 기획·

리체계 신’이 선정됨으로써 국가연구시설·장비에 

한 종합  리의 요성이 두되었고, 국방분야 역시 

연구시설·장비의 종합 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 듯 R&D분야 산의 효율  집행  리의 차원

으로 연구시설·장비의 리측면이 두되었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리를 한 련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리 등에 한 표 지

침｣을 [1]과 같이 제정하 다.  

한, 연구시설·장비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2]와 같이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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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udget progress of R&D

(Figure 2) ZEUS main page 

축하여 국가R&D를 통해 구축한 시설·장비 정보를 탑

재하여 정보 리, 공동활용 등 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국방분야 역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강화를 해 

방 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산·학·연  방산업체의 국방

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보유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활로를 제도 으로 확 하 으며,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효율 인 연구시설·장비 리 방안을 모색하 다. 그 결

과, 국방분야 연구시설·장비의 효율 인 리를 한 

련근거를 마련하 으며, 연구시설·장비의 체계  리를 

한 종합 리체계를 재 구축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분야 연구시설·장비의 효율  

리를 해 제정된 표 지침을 바탕으로 구축 인 연구

시설장비 정보시스템(Defense R&D Equip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DRES)의 분석/설계과정을 연구하 다. 이

를 하여 국가차원의 연구시설·장비 리 황을 악하

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ational Facilities & 

Equipment Center, 이하 ‘NFEC’)에서 운  인 ZEUS의 

주요메뉴  기능을 악하 다.  DRES의 구축을 해 

분석/설계과정을 통해 식별된 정보시스템의 주요 메뉴와 

기능을 정의하 으며, 나아가 국방분야의 연구시설·장비 

리 발 방향을 모색하 다. 

2. 국내·외 시설·장비 리 황

2.1 국외 황

방 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수행한 정책연구에 따르

면 국, 랑스, 미국 등 국방R&D 선진국들은 시설·장비

를 민간부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운   리하고 있다[3].

미국은 국방부, 에 지부 산하 미핵안 국(NNSA)을 

통해 군사목 의 핵시설 리·감독 등 연구 인 라 구축·

운 에 한 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랑스는 병기

본부 내 기술국에서 연구시설·장비를 리하고 있으며, 

국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 독일은 독일연구재

단(DFG)이 R&D 사업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 미국, 국, 독일은 액별로 심의 기 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천달러 / 10만달러 / 2백만 달

러 / 4백만 달러의 기 으로 심의기 을 구분하고 있으

며, 국은 1백만 운드 / 4백만 운드 / 1천만 운드, 

독일은 5만 유로 / 20만 유로의 기 으로 심의를 수행하

고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연구시설·장비를 

민간R&D(국방R&D가 아닌)분야와 분리하여 별도로 

리하고 있으며, 산의 효율  집행과 국방분야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액별 심의주체를 달리하고 있다.

국가 운 주체 심의기

미국 핵안 국(NNSA)
5천/10만/2백만/

4백만 USD

국
국방과학기술

연구소(DSTL)

1백만/4백만/

5백만/1천만 유로

랑스 병기본부(DGA) -

독일 연구재단(DFG) 5만/20만 유로

(Table 1) Major Countries Equipmen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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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황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R&D와 국방R&D를 구분하지 

않고 하  개념으로 국방R&D를 리해서 연구시설·장비

의 심의· 리에 별도 규정을 짓지 않았지만, 국방R&D 사

업을 리·감독하는 방 사업청은 최근 련규정을 제정

하여 별도 리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 아래에 

국방R&D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국방분야의 연구시

설·장비 리 방식에 한 이슈는 여 히 존재하고 있다.

재 국가R&D의 수행에 따라 구축한 시설·장비는 

Table 2와 같이 련법에 따라 리되고 있다.

구분 련 볍률  규정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통령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과기정통부 

고시

1)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리 

   등에 한 표 지침

2) 국가연구개발정보표  

   (70개 항목)

(Table 2) Regulation for Equipment Management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를 통해 연구개발 시설·장비

의 확충·고도화  리·활용을 해 련근거를 마련하

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를 통해 연

구시설·장비의 효율 인 리를 한 주요 임무를 정의

하 고, 리운   공동활용 진을 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 을 정의하 다. 연구기 들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리 등에 한 표 지침｣에 따라 구축한 시

설·장비를 리·운 하여야 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들은 이러한 련근거를 바

탕으로 국가R&D 산으로 수행되는 R&D과제를 통해 

구축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국가연구개

발 시설·장비의 리 등에 한 표 지침」에 따라  

NFEC이 구축한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ZEUS는 등록된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 (70개 

항목)에 따라 리하며, 시설·장비의 효율  리와 R&D

산의 복집행 방지를 해 공동활용, 유휴·이 지원,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이며, 심의지원서비스

를 활용하여 산·학·연이 자유롭게 복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 다.

3. 국방시설·장비 리 황  문제

3.1 국방R&D 시설·장비 리 황

방사청 산하 출연기 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

연’)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있으며, R&D 과

제수행을 통해 구축한 시설·장비를 국방기술의 보안과 

비닉성 사업의 이유로 ZEUS에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등

록하고 있지 않고 기  자체의 자산 리 규정에 따라 별

도 리하고 있다. 

국과연은 시험정보시스템(TIS : Test Information System)

을 통하여 국과연이 보유한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산·학·연 기 들은 시설·장비 정보를 조회  활

용신청을 하고 있다. 국과연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가능한 시험장  실험실을 기술용역 형태로 산·학·연에

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을 희망하는 기 은 용역의뢰 

후 시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기품원의 경우, 별도 시설·장비를 민간에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자산 리 시스템을 통해 내부 으로 리하고 있다.

국방R&D를 수행하고 있는 기 인 국과연과 기품원이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장비를 리하고 있어 

기 보유 인 시설·장비의 악  유휴· 활용 등 활용측

면에 한 측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 무기체계수

의 유출을 우려하여 연구시설·장비 정보공개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악하기 하여 방사청은 시설·장

비의 효율 인 리와 공동활용 진을 해 련법 개

정과 정책연구용역 수행 등을 추진하 다. Table 3과 같

이, 국과연 보유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진을 하여 방

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시설·장비의 리를 한 규정

이 제정되었다[4].

구분 련 볍률  규정

법률 방 사업법 제41조 2항

방 사업청 
훈령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리 
등에 한 규정

(Table 3) Regulation for Equip. Management(Def.)

3.2 국방R&D 시설·장비 리지침

앞서 언 하 듯이, 국방분야 연구시설·장비는 민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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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는 달리 별도 규정으로 리되고 있지만, 체 인 

흐름은 Figure 3과 같이 국가분야와 유사하다.

국과연과 기품원이 연구인 라 사업으로 구축하는 장

비(3천만원 이상) 는 시설(50억원 이상)을 구축할 때 아

래의 과정을 따라야 한다. 

(Figure 3) Process of Defense F&E

 

출연기 은 구축계획서와 복성 검토를 완료한 문서

를 포함하여 심사요청서를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사업목 과의 부합성, 기존 연구시설장비와의 

복성, 활용성  운 계획성 등을 단하여 검토·승인

한다. 재 규정에는 기품원이 복성 검토를 수행하지

만, 구축 인 DRES를 통해 출연기 이 직  수행한다면 

보다 편리한 업무수행을 기 할 수 있다.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기 이 기획·심사과정을 거

치고, 구축 완료 후 시설·장비 정보를 20 근무일 이내에 

DRES에 등록하여야 한다. DRES 운 자는 등록된 정보

에 해 검토 후, 최종 정보등록이 완료 된다.

정보등록이 최종 으로 완료되면, 시설·장비를 보유한 

기 은 DRES에서 정보등록증을 출력하여 해당 시설·장

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한 해당 시설·장비 담당자는 장

소, 소유권, 사용범  등 정보에 한 변경이 있을 경우, 

등록정보를 최신화 하여야 한다.

3.3 문제

국방분야의 연구시설·장비과 련된 규정은 비교  

최근(`17.9)에 제정되어 용  활용 하는데 시간이 필요

할 것이다. 한 ZEUS와 심의지원서비스(RED : Review, 

Evaluation and Deliberation, 이하 ‘RED) 등 상당부분 정보

체계를 통해 리하는 국가시설·장비분야와는 달리 정보

리(수집· 행화)를 DRES가 구축완료 되기 까지 수작

업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각 기 별로 재 보유

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조회·확인이 불가능하며, 기 별 

자산담당 부서의 확인을 거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 운 일지·유지보수일지와 같이 시설·장비의 효

율과 활용도를 직 으로 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개별

으로 리하는 방식이여서 시설·장비의 활용지표를 산

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시설·장비의 구축을 심의하기 해 가장 요

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복성 검토 업무를 실무자가 

직  수행하는 방식이다. 복성 검토는 기존 구축된 시

설·장비와의 복여부를 장비 모델명, 성능, 활용구분, 

치, 공동활용 가능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검토되어

야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직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

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근 재정된 

국방분야 연구시설·장비의 리를 지원하기 한「국방

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DRES)」에 하여 연구하

다. 규정에 따라 DRES의 업무범 를 식별하 고,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등 기 별 자산 리 부서  과제 리부

서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시설·장비 리 형태를 악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업무단계별 DRES의 기능·메뉴

를 분석/설계하 다. 

DRES는 국방분야 최 로 시설·장비의 구축부터 활용·

처분까지의 정보를 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보 리를 

한 등록, 수정과 효율  운 을 지원할 운 일지  유지

보수 일지 기능을 반 하 고, 기 보유 시설·장비간의 

복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 역시 탑재하 다. 

다음 장에서는 DRES의 범 와 주요기능, 정보 흐름 

차에 하여 정의하 고, DRES를 통해 시설·장비의 

리 발 방향을 제시하 다.

4.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

방사청은 4개월(`16.4.~`16.10)동안 「국방연구시설장

비 종합 리 방안」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국방분야 시

설·장비 리 황  발 방향을 연구하 고, 기품원이 

구축/운 하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DTiMS’)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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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DRES)을 구축하는 것을 최

안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 

DTiMS 3.0 2단계 사업을 통해 DRES가 ̀ 17.5부터 구축 진

행 이며, `18년 말 구축 완료 될 정이다.

4.1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 범

(Figure 4) Defense F&E Management

DRES의 목 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  리와 공동

활용 증진을 통해 국방R&D 산의 효율  집행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시설·장비 보유기 은 

정보 리  공개 기능이 포함되며, 시설·장비가 필요한 기

은 정보를 활용·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3장에서 언 하 듯이. 련규정에 따라 국방분야의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 은 출연기

(국과연, 기품원)이며, 방사청의 감독하에 기품원이 정

보시스템을 구축/운 한다. 정보시스템은 시설·장비의 체

계  리  공동활용을 하여 국방망(내부망)과 인터

넷망(외부망)에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국과

연, 기품원 등과 같이 국방기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를 

포함한 산·학·연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Figure 5와 같이, 련규정에서 DRES 서비스  기능

은 심사 / 구축  등록 / 운   활용 / 처분 등 시설·장

비의  과정에서 지원한다. 

DRES는 보유한 시설·장비DB를 활용하여 새롭게 구축

을 희망하는 시설·장비와의 복성 검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재 규정상 시설·장비의 복성 검토는 기품원

을 심으로 국방기 들이 보유한 시설·장비간의 목록, 

치, 특성 등 실무자가 직  조사하여 단하는 방식이

지만, DRES의 기능으로 유사· 복성 검토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검토결과를 제공할 정이다. 

시설·장비를 새롭게 구축한 기 들은 해당 시설·장비

를 DRES에 등록할 수 있다. 한 시설·장비의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발  받을 수 있다. 

(Figure 5) DRES’s function

한, 시설·장비 보유기 들은 DRES를 통하여 운 일

지와 유지보수 일지를 리할 수 있다. 운   유지보수 

일지를 통하여 시설·장비의 활용도  유지비용 등을 

악할 수 있고, 시설·장비를 공동활용하고 싶은 기 들을 

상으로 활용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보유기 의 의사결정에 따른 시설·장비의 

처분결과도 리하게 된다. 규정상 근무일 10일 이내로 

처분된 시설·장비의 정보를 기품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품원은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에 언 하 듯이, DRES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부

터 처분까지의 정보를 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보를 리

하며, 운   유지보수일지, 공동활용 등 시설·장비의 활

용성을 강화하기 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복성 

검토기능과 같이 시설·장비의 구축심사를 지원하는 기능

도 포함하고 있다. 재 규정에는 시설·장비정보를 실무

자가 직  리하는 방식이지만, DRES 구축이 완료된다

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직 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

이며 이와 함께 시설·장비 리 련 규정의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DRES의 주요 기능들을 정의하 다.

4.2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 주요기능

(Figure 6) DRE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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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는 국방망과 인터넷망에 구축된다. 국방망은 방

사청, 국과연, 기품원 등 국방기  심으로 사용할 수 있

으며, 인터넷망은 산·학·연  방산업체 심으로 사용자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 국방망  인터

넷망 모두 제공하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시설·장비 정보

의 보안여부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를 수 

있다.

DRES는 등록·변경·조회를 포함한 연구시설·장비정보 

리가 주요기능이다. 사용자들은 정보조회를 통해 시설·

장비의 활용상태  보유 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 

시설·장비 련 통계정보 역시 조회할 수 있다. 

(Figure 7) Information Management Process  

Figure 7와 같이 국방망/인터넷망을 통해 시설·장비 정

보의 등록·변경·수정이 가능하며 리자의 승인 하에 정

보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리자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

는 품질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복성 검토 등 각종 정

보 활용을 해 리자의 승인과정을 통해 정보변경이 

가능하다. 새롭게 등록된 시설·장비 역시 사용자가 정보 

등록 후, 리자의 승인을 통해 등록번호 발   등록증 

출력이 가능하다.

한 국방망 내에서는 국과연, 기품원의 자산 리시스

템과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각 기 이 보유한 

자산 리시스템에서 연구인 라사업 내에 3천만원 이상

의 장비, 50억 이상의 시설정보를 연계서버를 통해 수집

하며, 이력생성을 통해 등록된 결과를 기  담당자 혹은 

시설·장비 담당자에게 등록결과를 메일로 발송한다.

Figure 8과 같이 DRES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복

성 검토와 공동활용 기능을 지원한다. 출연기  혹은 방

산업체로부터 복성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장비명, 사양, 

(Figure 8)  DRES　Information Flow

용도, 활용분야 등의 기 으로 복성 검토를 수행하며 

수행결과를 제공한다. 복성 검토 요청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장비를 공동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신규 구축을 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동활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시스템상으로 활용신

청을 할 수 있으며, DRES 리자는 해당 시설·장비 보유

부서의 확인을 통하여 검토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출연기 으로부터 연계를 통해 수집된 시설·장비 정

보 역시 직  입력된 정보와 동일하게 운 일지  유지

보수 일지 작성이 가능하다. 련규정에 명시된 운 일지 

 유지보수일지를 시스템으로 구 하여 사용자들은 

련내용을 시스템으로 리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운 일

지와 유지보수일지를 통하여 해당 시설·장비의 특정기간

별 운 율과 유지보수비용 등 활용 련 실 을 얻을 수 

있다.  

4.3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 주요메뉴

(Figure 9) DRES Menu(Defense-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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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비고

1 시설·장비명 국문/ 문

2 시설·장비 사진

3
시설·장비 

표 분류

국방기술  시설장비 

표 분류코드 

(Table 5) Meta data of DRES

No. 구분 비고

4
시설·장비 

구성요소
시설·장비분류 / 주·부장비 등

5 제작정보 제작사 / 제작국가/ 모델

6 취득정보 구매·개발 / 취득일자 등

7 시설·장비 구축제원 사업  과제정보 

8 시설·장비 용도 시험용/분석용/교육용 등 

9 활용범 공동활용 범  

10 활용상태 장비  처분 상태 

11 등록번호 DRES 등록번호

12 구축기 구축기  정보

13 설치장소 설치장보

14 시설·장비 소개 구성  성능

15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16 시설·장비 활용정보 외부 활용자 정보 

Table 4와 같이 DRES의 대메뉴와 중메뉴를 식별하였

으며, 화면구성은 Fig. 9.와 같다. 운영·유지보수 일지 등

록기능을 제외하고는 국방망과 인터넷망에서 동일한 메

뉴를 이용할 수 있다. 산·학·연의 DRES 이용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시설·장비 조회, 중복성 검토 및 활용신청 등 

주요 메뉴를 국방망과 인터넷망에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메뉴
비고

  메뉴

1 연구시설장비

1-1 연구시설장비 등록/처분 (국/인)

1-2 연구시설장비 승인/반려 ( 리자)

1-3 연구시설장비 조회 (국/인)

2 운   유지보수 일지

2-1 운 일지 등록 (국)

2-2 운 일지 등록 (국)

3 활용요청서

3-1 활용요청서 제출/확인 (국/인)

3-2 활용요청서 검토 ( 리자)

4 황/통계

4-1 연구시설장비 황 (국/인)

4-2 활용요청 황 ( 리자)

4-3 복성 검토 황 ( 리자)

5 복성 검토

5-1 복성 검토 수행 (국/인)

6 이용안내 

6-1 등록 리 차 (국/인)

6-2 운 리 차 ( 리자)

6-3 운 리 차 (국/인)

6-4 복성 검토 정차 (국/인)

(Table 4) DRES Menu 

4.3.1 정보 리

DRES의 시설·장비의 정보는 ｢국방연구개발 시설·장

비의 리 등에 한 규정｣의 별표 8에 따라 총 57개의 

항목을 수집한다. 연계와 련된 항목(10개)를 제외하면 

시설·장비 한 건당 47개의 항목을 수집· 리하게 된다. 

DRES는 수집항목에 맞는 DB를 설계하 다.

Figure 10와 같이 시설·장비정보의 입력 양식을 설계하

으며, 텍스트 입력을 최소화하고 코드입력을 최 한 반

하 다. 표 분류는 국방분야에만 쓰이는 국방기술표

분류와 국가에서 사용하는 시설·장비표 분류를 사용

하 고, 활용범 에서는 단독활용 / 공동활용허용 / 공동

활용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다. 

(Figure 10) Registr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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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는 Figure 11와 같이 DRES의 시설·장비 등록

번호를 의미한다. 등록번호를 통하여 구축기 , 구축년

월, 시설·장비 구분 등을 악할 수 있다. 시설·장비 등록

이 승인된다면, Figure 12와 같은 등록증(안)을 DRES를 

통해 발  받을 수 있고 시설·장비 구축기 은 등록증을 

해당 시설·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Figure 11) Registration Number

(Figure 12)  DRES Registration(Proposal)

4.3.2 복성 검토

시설·장비의 복성 검토는 시설·장비를 구축할 때 심

의단계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련규정에 따르면 구축

을 희망하는 연구자  기품원 실무자는 시설·장비의 제

작사/모델명, 사양(구성,성능), 용도  활용분야 등을 고

려하여 기 구축된 시설·장비와의 복성을 단하여야 

한다. 

DRES는 수집항목을 기반으로 복성 검토 기능을 탑

재한다. Figure 10와 같이 시설·장비 표 분류, 모델명, 장

비명, 장비설명 등을 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주로 

코드값으로 수집되는 정보인 모델명이나 표 분류는 보

유데이터와 필터링을 거처 군집분석이 이루어지며, 장비

명, 장비설명과 같이 텍스트로 수집되는 정보는 색인과정

을 거친 후 형태소 분석을 거처 S(주어)-V(동사)-O(목

어)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시설·장비명, 모델명, 설명, 성능정보 등 텍스트형 데이

터에서 주어, 동사, 목 어 구조로 형태소를 추출하고 두 

벡터간의 거리 산정방식에 리 활용되는 코사인 유사도 

방식을 용하여 두 벡터간의 코사인 값을 산정한다[5].

(Figure 13) Similarity Analysis

이러한 결과를 국방기술  국가연구시설장비 표 분

류별, 활용구분, 용도별 등 코드데이터로 구분지어 최종

으로 유사도를 계산한다.

4.3.3 DRES UI

(Figure 14) DRES Main page(Proposal)

  DRES는 산·학·연 및 방산업체의 시설·장비 활용 촉

진을 위해 국방망과 인터넷망을 통해 구축될 예정이며, 

Figure 11와 같이 메인화면(안)을 설계하였다. DRES의 

대표기능인 정보등록과 중복성검토, 활용신청을 메인화

면에 배치하였으며, 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공

간을 마련하였다. 화면구성은 메인화면-Sub 메인화면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각 메뉴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Figure 12와 같이 정보입력 및 화면(안)은 코드입력 및 

검색/조회 후 입력 방식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용자의 입

력 편리성을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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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DRES Registration Page(Proposal)

4.4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 발 방향

재 구축 인 DRES는 시설·장비 정보공개를 통한 

활용요청 기능이 있지만, 요청 이후에는 기품원 실무자가 

직  해당 시설·장비의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한 공동활용을 신청/승인하는 과정에는 일정조율과 

사용료 산정 등 신청기 과 보유기 간의 의가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 많다. 시설·장비의 정보 리에 을 두

고 있지만, 시설·장비의 스   사용료 리가 가능한 

활용· 약·결제 기능이 추가된다면 시설·장비의 활용도

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희망하는 기 은 온라인상으

로 해당 시설·장비의 이용가능 스 과 사용료를 확인하

고 결제하며, 시설·장비 보유기 은 결제요청을 받아 승

인을 한다면, 공동활용 차를 간소화 시키는 동시에 시

설·장비의 활용성과 역시 실시간 집계가 가능할 것이다.  

한 규정상 DRES의 정보등록 주체는 국과연과 기품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양 기 의 자산 리 시스템을 

연계하 지만, 장기 으로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시

설·장비는 DRES에 통합 리하여 단순화 할 필요가 있

다. 재 기 의 자산 리시스템으로 연계하면 연계구간

의 상태와 정보 행화에 어려움이 있다. 한 유지보수

일지와 운 일지는 기 별로 산 리가 되고 있지 않아 

정보연계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자산과 같은 시스템에서 

리를 하고 있어 시설·장비 검색시 불필요한 정보를 검

색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연구개발사

업을 통해 구축한 국방연구시설·장비는 DRES로 통합

리 하여 효율  정보 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NFEC이 운  인 ZEUS와의 연계를 통

해 정보공개  공동활용을 극 화 할 수 있다. 재 국방

분야는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NFEC에게 제공하지 않지

만, DRES를 통해 인터넷망 서비스를 구축/운  정이다. 

산·학·연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정보시스템을 통

해 시설·장비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DRES에서 공개하는 자료는 이미 보안상 유해사항이 

없고 공동활용을 한 정보이기 때문에 ZEUS와 연계를 

통해 공유한다면 국방분야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성이 더

욱 강화 될 것이다. ZEUS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민간분야와의 복성 검토  시설·장비 활용실  비교 

등 다양한 분석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방분야 최 로 구축 인 국방연구시

설·장비 정보시스템의 분석/설계에 한 결과를 정리하

다. 국가R&D는 NFEC을 심으로 시설·장비정보가 체

계 으로 리되고 있지만, 국방분야는 비닉성 사업과 보

안의 이유로 NFEC에 시설·장비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국방기  내에서 자체 리가 필요하다. R&D의 효율성 

제고의 트 드와 정책용역결과를 시작으로 방 사업법 

개정과 시설·장비 련 규정을 제정하며 정책  틀을 마

련한 국방분야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설·

장비 정보를 리하기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진행 

이다.

구축 인 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DRES)이 구축 완

료되어 운  된다면 국방분야에 흩어  있던 시설·장비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 출연기

인 국과연과 기품원은 자체 으로 시설·장비를 리하

고 있으며, 기 의 일반자산과 함께 자산 리시스템을 통

해 리하고 있다. DRES는 양 기 의 자산 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시설·장비의 통합 리가 가능하며 시설·

장비의 구축부터 처분까지 황 리를 할 수 있다.

한, 국방망·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산·학·연  방산

업체를 한 정보공개  공동활용을 진할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시설·장비의 리 등에 한 규정」에 따

르면 기품원은 공동활용을 한 창구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활용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산·학·연  방

산업체에게 공동활용 가능한 시설·장비의 공개가 제되

어야 한다. DRES는 공개 가능한 국방분야의 시설·장비정

보를 식별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개

할 정이다. 이러한 정보공개로 산·학·연  방산업체들

은 시설·장비의 황 악과 활용요청이 가능하며 국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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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RES가 지원하는 복성 검토 기능을 통

해 연구개발 산의 효율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기존 

시설·장비의 구축을 심사할 때 실무자가 직  시설·장비

의 모델명, 사양, 용도, 활용분야 등을 고려하여 복성을 

단하 다. 한 NFEC에서 운 하는 RED에서는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설·장비간의 복성 

검토기능을 지원하지만, 국방분야는 시설·장비정보를 제

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분야의 시설·장비간의 검증

만 이 지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

하기 해 DRES는 복성 검토기능을 탑재하 으며, 이

러한 기능을 통해 기 구축된 국방분야 시설·장비를 확인 

할 수 있다. 복성 검토기능은 심의과정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무자의 업무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

으로는 국방R&D 산의 효율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정된 국방분야 연구시설·장비 

련 규정을 해석하며 구축 인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

시스템(DRES)의 분석/설계 결과를 정의하 다. 더 나아

가 DRES를 통한 국방연구시설·장비의 리에 해 발

방향을 제시하 다. NFEC을 심으로 체계 인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R&D분야와는 달리 최근 제정된 

련규정과 정보체계가 구축 이지만, 국과연과 기품원 

심으로 정보시스템이 잘 활용된다면 산·학·연  방산업

체들이 국방분야 시설·장비를 보다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방R&D 환경이 구축 될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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